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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Openworld 2012 

지난 10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라클 제품, 전략 및 업계 최신 기술과 트렌드 공유하는 

IT 분야 최대 소통의 장인 ‘OracleOpenWorld 2012’가  147개국서 5만여 명 참석해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오픈월드 2012는 엔지니어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분석, 빅데이터, 고객 경험 분야 등에서 의 

오라클 전략과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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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OpenWorld 
Fact finding

매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 전체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Oracle OpenWorld 2012가 올해도 변함없이 

9월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열렸다. 지난해 행사보다 참석자가 만여명이 늘어난 올해의 

Oracle OpenWorld는 더 많은 세션과, 프로그램으로 또 한번 세계 최대의 IT 행사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특히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소개되어 기업의 

고민과 요구사항에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라클의 빠른 대응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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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01-1

소셜 미디어 속 Oracle OpenWorld 

48,941
Total tweets

138,436,823
Total reach

7,968
Re-Tweets during
both of Larry Elison’s
keynotes

21,253,360
Total reach

Online Traffic by Country

US 49%
India 7%
Canada 3%
UK 2%
Germany 2%
Japan 2%
China 2%
Mexico 2%

1,635
Influencer
Conversations

21,016,608
Total reach

1,805
Published News
Stories

Over 1.7M
Total number of
Facebook fans

Over 1.85M
YouTube video views
for the period of Oracle
Openworld

Most-used Hashtags

#oracle openworld
#oracle
#oow

#java
#oracle
#open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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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01-2

Oracle OpenWorld 2012 성황리 종료

147개국서 5만여 명 참석해 오라클 제품, 전략 및 업계 최신 기술과 

트렌드 공유하는 IT 분야 최대 소통의 장

오라클(www.oracle.com)은 전세계 147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해 진행된 ‘Oracle OpenWorld 2012’가 샌프

란시스코 시간 10월 4일에 성황리에 폐막됐다고 밝혔다. 

이번 OpenWorld 2012는 엔지니어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분석, 빅데이터, 고객 경험 분야 등에

서의 오라클 전략과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제

시했다. 

특히, 교육 컨텐츠를 더욱 보강한 이번 Oracle Open 

World 2012에서는 14곳의 장소에서 2,500개의 교육 

세션이 진행됐으며, 트위터(Twitter), 인튜이트(Intuit), 

카이저(Kaiser), 랜드 오 레이크스(Land O’ Lakes), 프

렉스에어(Praxair), 세포라(Sephora), 사우스웨스트 항

공(Southwest Airlines), 스트라이커(Stryker), 스바루

(Subaru) 등 오라클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혁신을 이

뤄낸 3,500여 고객 및 파트너들이 참석해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450개 이상의 협력사와 고객들의 전시

와 400개 이상의 오라클 제품 시연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기술 분야의 많은 리더들도 참석했

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이클 루이스(Michael Lewis)
와 혁신 분야의 전문가이자 유명 작가인 클레이튼 크리

스텐슨(Clayton Christensen), 고객 경험 분야의 리더

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세스 고딘(Seth Godin), 타이

타닉을 찾아낸 해양학자이자 과학자인 로버트 발라드 

박사(Robert Ballard), 뉴스 진행자이자 기자인 코니 정

(Connie Chung), 쿼터백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인 조 

몬타나(Joe Montana), 미국 여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금메달리스트인 켈리 오하나(Kelley O’Hara), 알렉스 모

간(Alex Morgan), 아비 왐바흐(Abby Wambach) 등이 5
일간의 행사에 걸쳐 참석했다. 

더욱 풍성해진 세션과 이벤트에 맞춰 Oracle Open 

World는 유니온 스퀘어 광장을 포함해, 하워드 거리, 테

일러 거리, 자바원 컨퍼런스를 위한 “더 존(The Zone)’ 

등으로 오픈월드 행사장을 확장했으며, 펄 잼(Pearl 

Jam), 메이시 그레이(Macy Gray), 조스 스톤(Joss Stone)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가수 및 공연그룹, 밴드, DJ들이 

참여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행사 기간 내내 개최돼 열기

를 더했다.

이번 OpenWorld는 140여개국에서 참석했으며, 샌프란

시스코에 1억2천만 달러($120 million) 이상의 경제적

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Oracle OpenWorld 2012의 주요 특징은 다음

과 같다. 

●  오라클, EMC, 후지쯔, 인포시스, 인텔 등 업계 리더들의 제품 키노

트를 통해 최신 기술의 특징과 함께 비즈니스 효율성과 혁신을 이

뤄내기 위한 주요 전략이 제시됐다. 

●  오라클 클라우드 컴퓨팅 트랙은 오라클의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

우드 등의 포괄적인 제품군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키노트를 비롯해 8개의 제너럴 세션, 300개 이상의 클라우드 세션

과 데모가 이루어졌다. 

●  서버와 스토리지 트랙에서는 100개 이상의 세션과 데모, 실습 강

의를 준비했다. 오라클 최적화 서버(Oracle Optimized Servers)

와 오라클 스팍 슈퍼클러스터(Oracle SPARC SuperCluster) 

상에서의 미션 클리티컬한 컴퓨팅 세션, 썬 ZFS 스토리지 어플

라이언스(Sun ZFS Storage Appliances)와 필라 액시옴(Pillar 

Axiom) 상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스토리지텍 테

이프(StorageTek tape)에서의 데이터 가용성 최적화, 오라클 솔

라리스 및 오라클 리눅스의 주요 혁신, 오라클SPARC 플랫폼을 

위한 가상화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  또한, 18개의 산업 특화 트랙을 통해 오라클 제품 전문가 및 업계 

리더들이 비즈니스 전략과 오라클의 로드맵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세션에서는 오라클 비전, 



제품 전략, 성공적인 고객 구축사례,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업그레

이드 및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뤘다.

오라클 마케팅 담당 타니아 위딕(Tania Weidick) 부사장

은 “Oracle OpenWorld 2012는 5일간의 기술 세션과 데

모를 통해 오라클 최신 기술의 장점을 이해하고, 고객들

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

사”라면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은 물론 심도깊은 교

육과 네트워킹을 위한 기술 이벤트로서, 업계 최고의 비

즈니스 임원과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참석자들은 최신의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배우고,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

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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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01-3

Oracle OpenWorld의 뒷 이야기: 
도시 속의 도시 건설

저자 -  Margaret harrist 

Oracle OpenWorld와 JavaOne과 같은 행사가 실제로 실

시되기 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하십니까? 샌프

란시스코의 번화한 상업 지구의 중심지에 작은 도시를 

하나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클 행사 기획자

가 당면한 과제들 중 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Oracle OpenWorld는 전 세계 145개 국 5만 여명의 참

관객들을 샌프란시스코의 상업 지구로 모으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1,000,000 건의 온라인 행사

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Moscone Center와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며 도시의 거리를 점유하고 심지어 유니

온 스퀘어에 천막을 치고 오라클 스퀘어(Oracle Square)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 이 도시의 호텔뿐만 아니라, 북쪽으

로는 페탈루마(Petaluma)까지, 남쪽으로는 샌어제이

(San Jose)이르는 도시의 호텔까지 모두 예약됩니다. 약 

98,000에 달하는 객실 모두가 행사 기간 동안 모두 예약

됩니다. 호텔 블록은 오래 전부터 페탈루마에서 샌어제

이까지 형성되어 왔으며 Moscone Center에 30년 간 행

사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1년이 꼬박 소요됩니다. 실제

로 Oracle OpenWorld 2013을 위한 계획은 올해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작됩니다. 50명의 행사 기획자들로 구

성된 전담 팀이 고위 임원, 제품 마케팅 및 경영진, 개발, 

영업 및 PR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발표 일정을 조율하고, 

콘텐츠를 작성하며 발표자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세션 

및 데모를 계획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볼거리 수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Oracle OpenWorld 2012 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들이 준비되었습니다.

●  도시 전역에서 423개의 보조 행사 실시

●  3,570명의 발표자

●  2,523개 세션

●  406개 데모 스테이션

●  300,000 입방 피트 공간에서 펼쳐지는 457개 파트너사의 전시

회사 내에서 행사 관련 활동을 조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벤트 기획자들은 호텔, 여행사, 외식업자 및 운송 기획

자 등과 협력하여 참가자들의 숙박, 식사 및 이동을 지

원하게 됩니다. 4만2천 갤론의 정수된 식수가 분해되는 

컵 또는 재사용 가능한 음료병으로 행사 기간 동안 참

가자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약 95,000개의 소다수와 

47,000개의 주스가 휴식 시간 중에 제공되며 142,000컵

의 커피와 63,000 박스의 도시락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노력을 통해 세계 최대의 행사가 개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Oracle 

OpenWorld는 기술 업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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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s.oracle.com/NewsCentral/entry/oracle_openworld_behind_the_

sce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