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acle OpenWorld 
Key Announcement 1

- Oracle Cloud 

매년 Oracle OpenWorld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표와 함께 강조되어 왔던 오라클 클라우드 컴퓨팅이 올해 

Oracle OpenWorld에서는 완전한 제품과 서비스로 발표되었다. 오라클은 이미 제공하던 SaaS, PaaS를 

넘어 IaaS 를 제공 하므로 업계 최초로 모든 영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었다. 

또한 이번 Oracle OpenWorld에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고객사의 파이어월 안으로 

이동하여 오라클 클라우드의 동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오라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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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02-1

슈퍼 히어로가 선 보이는 새로운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저자 -  Diana Reichardt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저스(The Avengers)”의 예고편이 나

온 다음, 오라클의 시스템 담당 총괄 부사장인 John Fowler가 

Oracle OpenWorld 수요일 오전 세션에서 오라클 고유의 클

라우드 인프라에 대해 발표하고 오라클이 어떻게 3가지 주요 클

라우드 유형, 즉, Private, Public 및 Hybrid 클라우드 전반에

서 슈퍼 히어로급 클라우드 인프라를 실현하는 기술에 투자하

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Fowler는 Oracle Cloud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오라클이 따

르는 핵심 원칙을 개략적으로 밝혔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드웨어에 이르는 모든 솔루션 전반에서 오라

클 엔지니어링 역량을 활용하여 가능한 최강의 클라우드 제품 개

발. 이는 단순히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애플

리케이션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미션 

크리티컬한 인프라 전체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핵심 기술, 서버 및 스토리지에 투자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 기

존의 방식대로 제품을 이용하여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기존 인프

라에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최고

의 성능, 보안 및 가용성을 이들 기술에 구현합니다.

●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압축, 보안, 성

능, 테스트 및 안정성 향상 등의 영역에서 오라클 하드웨어의 근본

적인 변화를 단행하며 Oracle Application의 실행을 위한 가능한 

최고의 인프라를 탄생시켰습니다.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하여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기능을 

제공하는 Engineered System을 완성합니다.

Fowler는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지 단 2년 

만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 시, Oracle을 보다 효과적으

로 실행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을 내장한 제품군을 확보”하게 됐다

고 밝혔습니다.

오라클의 CCA(Chief Corporate Architect)인 Edward 

Screven이 Fowler와 함께 참석하여 Oracle Solaris와 함께 결

합되어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

는 Oracle VM과 Oracle Linux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했

습니다. Screven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센터 패브릭에 

통합되어야 하며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Oracle 

Linux용 Unbreakable Enterprise Kernel 덕분에 Oracle 

Linux을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Fowler는 또한, Oracle Solaris 11에 새로운 클라우드 인프라 

기능,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고의 가용성, 그리

고 Oracle 구축을 위한 최고의 UNIX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

록 하는 여러 향상 등을 비롯해 많은 개선 기능을 추가한 Oracle 

Solaris 11.1도 발표했습니다.

Fowler는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동급 최강인 오라클의 

서버와 스토리지 기술은 오라클 스택이 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

휘하면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IP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데

이터베이스를 최대 50배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Engineered 

System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두는 거대한 

혁신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이미 수많은 고객

들이 이와 같은 혁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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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s.oracle.com/NewsCentral/entry/even_the_superheroes_are_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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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왔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

율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가트너의 설명이다. 또

한 IT 부서들은 비용절감과 효율성증대의 두마리 토끼

를 한꺼번에 잡아야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관

련 활동을 조율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클라

우드 컴퓨팅은 이와 같은 변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 

시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인용 서비

스, 게임 산업, 테스트 및 개발자용 IaaS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가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엔

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이 필수적인 것으

로 보고 있으며 이는 다시말해 기업에서 현재 운용중인 

업무가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운용될 수 있는 수준의 

성능, 안정성, 보안성관련 SLA가 준수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과 기존의 업무가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이식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Oracle Cloud”

오라클은 지난 2011년 10월의 오픈월드 행사를 통해 

Fusion Apps 기반의 SaaS 및 Database as a Service, Java 

as a Service 기반의 PaaS를 퍼블릭 형태로 공급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들 서비스 중 일부는 현재 오라클을 

통해 클라우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2012년 6월, 오라클은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

스를 “Oracle Cloud” 라고 리브랜딩하였으며, 이후의 

‘Oracle Cloud’ 또는 ‘오라클 클라우드’ 라고 기술된 내

용은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하면 된다.)

Cover Story 02-2

2013년도의 클라우드 시장동향

저자 -  김상현 전무, 한국오라클 
Enterprise Architecture(saint.kim@oracle.com)

매년 10월이면 가트너는 그 다음해의 10대 기술 트렌드

를 발표한다. 이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할 기

술 및 트렌드로서 향후 3년간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향이라함은 IT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큰 변화의 발생 가능성, 막대한 투자가 

발행할 가능성, 채택하지 않을 경우 겪을 수 있는 위험성 

등이 포함된다.

2013년의 트렌드로는 모바일 영역, 클라우드 영역, 빅데

이터 및 분석 영역, 인메모리 및 통합시스템 영역으로 크

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가트너의 부사장인 데이빗 설리

에 따르면 해당 기술들은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및 정보 

등의 상호 융합되고 있는 힘의 결합과정에서 탄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가트너는 먼저 중요 트렌드로서 퍼

스널 클라우드 (Personal Cloud) 를 언급하고 있다. 개인

의 서비스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활용하는 터전이 PC
에서 퍼스널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

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정보를 저

장하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퍼스널 클라우

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기기가 

PC 를 대체하는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퍼스널 클라우드는 모바일 기기 및 무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 자신의 자료에 접

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가트너는 앞으로 개

인용 클라우드에 기반한 웹 서비스가 인기를 끌게 될 것

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 주목해서 보아야할 트렌드중 하나는 가

트너가 5번째 트렌드로서 언급한 “하이브리드 IT와 클 <그림 1>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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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오라클은 지난 2012년 10월의 오픈월드 행사를 

통해 IaaS를 포함하는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

오 확대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오라클은 IaaS, PaaS 그리고 SaaS 를 제공하

는 유일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7가지의 신

규 오라클 클라우드 프리뷰 서비스를 발표하여 클라우

드 서비스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프리뷰 서비스에는 플

랫폼 서비스(Platform Services),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Application Services), 소셜 서비스(Social Services)로 

구성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이

용 가능하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가격모델로 월 정액

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객들은 월 단위의 서비스 계약과 

장기 서비스 계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12년 10월의 오픈월드 행사를 통해서 오라클은 또한 

새로운 개념의 ‘오라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발표하였

다. 이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고객의 파이어월 안으로 확

장시키는 개념으로서, 오라클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인프

라를 고객의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하고, 고객은 사용량에 

따른 매월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드 시

스템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라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오라클 클라우드와 완벽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을 오라클 클라

우드 및 오라클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 자유롭게 오

고가며 활용할 수 있고, 오라클 클라우드는 개발 및 테스

트용으로, 그리고 오라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운영 환

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오라클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

서 운영하고 있다면, 오라클 클라우드를 백업 및 재난복

구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백업 및 재난복구 

환경의 구축보다 저렴하고 유연한 아키텍쳐에 기반한 고

가용성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라클 프라이

빗 클라우드에서 미처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의 업무에 대

해서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클라우드 버스팅(용량이 넘

칠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 용도로도 사용

할 수 있다.

이는 오라클 클라우드 및 오라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모

두 동일하게 오라클의 엔지니어드 시스템인 엑사데이터 

및 엑사 로직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오라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Oracle Cloud Application Services) 

오라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는 전사적자

원관리(ERP) 서비스, 인적자원관리(HCM) 서비스, 인

적 관리 서비스, 세일즈 및 마케팅 서비스, 고객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대

<그림 3>  오라클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림 4>  오라클 클라우드와 오라클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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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 Management Service

인재관리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Talent Management 

for Small Enterprise’ 서비스가 별도로 준비되어있어, 직

원당 월별로 Recruiting 서비스 3$, Onboarding 서비스 

0.65$, 사용자당 월별로 Performance Management 서

비스 2.5$, 교육 수강생 당 월별로 Learn 서비스 2$ 등의 

비용이 책정되어있다.

Sales and Marketing Service

Sales and Marketing Service는 Standard Edition, 

Enterprise Edition, Premium Edition 등의 가격 정책이 

제공되고 있으며, 각각 사용자당 월 100$, 140$, 200$의 

비용이 책정되어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소셜 기능을 활용해 비즈

니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 

서비스와 통합된다.

●  오라클 기획 및 예산관리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Planning and 

Budgeting Cloud Service): 이미 입증된 오라클 하이페리온 플

래닝(Oracle Hyperion Planning)을 통해 재무 기획, 예산작업 및 

실적 예상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준다.

●  오라클 파이낸셜 리포팅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Financial 

Reporting Cloud Service): 이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형화된 관리 리포트 서비스 및 기업의 재무 보고서를 작

성하고 제공할 수 있다.

●  오라클 데이터 및 인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Data and 

Insight Cloud Service): 기업 내부와 소셜, 외부 자원에서부터 사

내의 고객관계관리(CRM) 등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생

하는 깊이 있고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 준다. 이

는 고객들이 최신의 데이터를 통해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오라클 소셜 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Social Sites Cloud 

Service):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니즈

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사의 사이트를 고객들

에게 노출할 수 있도록 한다. 풍부한 편집 기능과 강력한 백-엔드

(Back-end) 기능을 통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사이

트를 빨리 만들고 쉽게 론칭할 수 있다.

 

HCM 서비스

현재 HCM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HR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당 월별 9.5$, 인재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

당 1.5$의 가격으로 서비스가 책정되어있다.

<그림 5>  오라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림 6>  HCM 서비스의 가격정책 – http://cloud.oracle.com

<그림 7>  Talent Management 서비스의 가격정책 – http://cloud.oracle.com



O
RA

CLE KO
REA

 M
A

G
A

ZIN
E

Cover Story
O

racle O
pen W

orld Key A
nnouncem

ent 1 
18

W
inter   2012

Customer Service and Support

Customer Service and Support 서비스는 단일화된 웹, 

소셜 및 컨택센터 경험을 통해 지속적이고 수익이 되는 

고객관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브랜드가 차

별화 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로서 모든 채널에 걸쳐 일

관성있게 고객과 소통을 하고 고객에 대해 깊이 있는 지

식을 가지고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만족을 높이며 

고객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판매 증대 및 관계의 강화, 효율성의 증대를 꾀

할 수 있다.

Customer Service and Support 서비스는 Seat 당 월별

로 Standalone Chat Dynamic Agent Desktop $90$, 

Standard Dynamic Agent Desktop 110$, Enterprise 

Dynamic Agent Desktop 140$, Enterprise Contact 

Center Dynamic Agent Desktop 250$ 등의 가격이 책

정되어있다.

오라클 클라우드 소셜 서비스(Oracle Cloud Social Services)

오라클 클라우드 소셜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오라클 소

셜 네트워크(Oracle Social Network), 오라클 소셜 마

케팅 서비스(Oracle Social Marketing Services), 오라

클 소셜 인게이지먼트 및 모니터링 서비스(Oracle Social 

Engagement and Monitoring Services) 및 오라클 소셜 

사이트(Oracle Social Sites)를 포함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

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및 컨텐츠를 연결하는 보안이 

강화된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리얼타

임 채팅 및 대화를 통한 엔터프라이즈 협업을 제공하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과 같이 통합되어 오라클의 포

괄적 SaaS 애플리케이션들이 소셜 기반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소셜 마케팅 서비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및 주요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커뮤니티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혁

신적 솔루션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화된 컨텐츠

를 만들고 배포하며 추이를 추적해 나가며 글로벌 수준

의 커넥션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며 소셜 스트림

에 포스트되는 컨텐츠를 관리하고, 팬과 팔로워 관계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24x7으로 소셜 매

체의 대화 상대들과의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며, 

관여하고 결과로서 리얼타임으로 주요 메트릭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120개 이상의 메트릭을 사용하여 

리포트를 만들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림 8>  Sales and Marketing 서비스의 가격정책 – http://cloud.oracle.com

<그림 9>  Customer Service and Support 서비스의 가격정책 – http://cloud.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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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오라클의 Database Service는 

업계 최고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엔지니어드 시스템

인 Exadata에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업계 최고의 성능 

및 안정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개별 스키마 단위로 할당 받은 데이터베이스는 셀프

서비스 기반의 관리를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SQL Developer 및 Oracle Application Express SQL 

Workshop의 툴을 통해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를 관리할 

수 있으며 Oracle Database Cloud Service의 활용상태 

또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업계 최고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Release 2 Enterprise Edition에 기반하고 있으며, 엑사

데이터 기반의 RAC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의 데

이터는 스키마 기반으로 격리된 암호화된 스토리지에 저

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가격 정책은 아래와 같다.(2012
년 11월 기준, http://cloud.oracle.com)

소셜 인게이지먼트 및 모니터링 서비스는 고객의 소비자

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관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기회를 포착하고, 분

류하며 고객 세그먼트에 적절히 관여할 수 있는 인사이

트와 트렌드를 발견하고 멀티채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시그널에 대응토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95% 의 

고객 세그먼트 분류 정확성을 제공하며 하루 수백만 건 

이상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중앙집

중적으로 고객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관계개선을 높이고 

소셜 대화에 있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모니터링하며 관

여할 수 있는 체제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

여 ROI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Oracle Cloud Platform Services)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데이터베

이스 서비스와 자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모

바일 서비스, 협업 서비스, 분석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고

객들은 클라우드 상에서 업계 선도의 데이터베이스와 자

바 EE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

는 현재 전세계에서 이용 가능하며, Oracle Cloud 웹사

이트에서 30일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다.

Database Service

Exadata에 기반한 Database Service는 클라우드 상에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APEX 
환경을 통해 웹기반의 관리 및 개발이 가능하며, REST 

API를 이용하여, Java 애플리케이션에서 Database 

<그림 10>  Oracle Cloud Platform Service

<그림 11>  Oracle Database as a Service

<그림 12>  Oracle Database as a Service 가격정책 – http://cloud.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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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30일간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무료 체험을 할 

수 있으며, 1GB 디스크 스토리지, 6GB 데이터 트랜스퍼 

기준의 Oracle Database 11g Release 2 한 스키마를 부여

받게 된다.

Java Service

Oracle Java Service는 업계 최고의 웹서버인 Oracle 

WebLogic Server를 Oracle Exalogic 상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로서, 업계 최고의 가용성, 신뢰성, 확장성 및 성능이 

보장된 Java Service 이다.

쉬운 셀프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즉

시 디플로이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백업, 업그레이드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특히 서비스 기반 아키텍쳐에 기반

하고 자바 특유의 범용성에 기반을 두므로 종속에 대한 우

려없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Oracle Java Service는 웹콘솔, 

CLI 및 범용 IDE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Java EE 표

준이므로 표준 JSP, JSF, Servlet, EJB, JPA, JAX-RS 및 JAX-

W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디플로이 할 수 있다. 또

한 ADF 기반의 ADF Faces, ADF Business Components 

및 ADF Web Services Data Control을 구축하고 디플로

이할 수 있으며 Spring, Hibernate와 EclipseLink 등과 

같은 써드파티 프레임워크들도 실행가능하다. 

Oracle Java Cloud Service의 인스턴스들은 Oracle 

Enterprise Manager 기반의 Java Cloud Service Console
을 통해 모니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Oracle Database Cloud Service와의 연동을 통해 

고가용성 구조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한 

아키텍쳐를 클라우드 상에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Oracle Identity Management와의 연동을 지원하므로 

손쉽게 싱글사인온 환경도 구축할 수 있다.

Oracle Java Service 의 가격 정책은 아래와 같다.(2012년 

11월기준, http://cloud.oracle.com)

Developer Service

오라클의 Developer Cloud Service는 소스 리파지토리 

및 이슈 트래킹, 빌드 환경 등 팀이 개발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즉시 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다. 여기에는 

●  프로젝트 구성 및 사용자 관리

●  GIT 및  Maven 으로 액세스 가능한 소스컨트롤 리파지토리

●  작업, 버그, 개선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문제점 트래킹 시스템

●  허드슨 기반의 지속적 빌드 통합

●  위키기반의 문서 협업 환경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이클립스, 제이디벨로퍼, 넷빈 등 잘 알려진 IDE 들

과 통합할 수 있으며, IDE 사용자들은 Git 통합툴을 통

해 코드를 개발하고 커밋할 수 있다. Oracle Developer 

Cloud Service는 Java Cloud Service와 밀결합되어있어

서, 허드슨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빌드 결과는 Java Service 

인스턴스에 디플로이할 수 있다.

<그림 14>  Oracle Java as a Service 가격정책 

<그림 13>  Oracle Java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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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할을 하므로 SaaS 서비스들이 모두 소셜에 기반한 

기능성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점이 특징이며, 

고객경험 (CX, Customer Experience)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오

라클은 금번 Oracle OpenWorld 2012에서 Customer 

Experience Summit 이라는 별도 컨퍼런스를 통해 이러

한 전략을 더 자세하게 시장에 전달했다.

고객들은 더욱 안전하고 유연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오라

클 클라우드를 빠르게 채택하고 있다. 오라클 클라우드

를 채택하는 고객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더불어 오라클

은 광범위한 리소스 및 파트너 프로그램을 제공해 파트

너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빠르게 론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torage Service

Oracle Storage Service는 사용자가 디지털 컨텐츠를 클

라우드 상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애플리케이

션 디플로이먼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컨테이너 매니저를 통해 사용자는 오브젝트가 저

장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변경/삭제하며 액세스할 수 

있으며, 오브젝트 매니저는 사용자가 컨테이너에 담긴 

오브젝트를 생성, 변경/삭제, 액세스할 수 있도록한다. 

오브젝트는 이미지 파일 등과 같은 바이너리 컨텐츠들이 

될 수 있으며, 컨텐츠의 유형에는 제약이 없다. 컨텐츠는 

REST 인터페이스, 자바, 웹기반의 UI 및 다른 오라클 퍼

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액세스 가능하다. 

사용자는 사용된 스토리지 공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며 컨텐츠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디바이스를 통

해서 액세스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프리뷰 상태이며 프리뷰 사용자는 최고 5GB 까

지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데 서비스가 가용하

게 되면 사용량에 따라 과금되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최종 정리

이상으로 금번 Oracle OpenWorld 2012의 핵심 주제였

던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

았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명실상부한 엔터프라이즈급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업계 표준의 데이터베이스와 미

들웨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객은 고객의 중

요 업무 및 데이터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

다. 또한 엑사데이터, 엑사로직 등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

비스를 제공하므로, 기업이 필요로하는 수준의 SLA를 

제공할 수 있는 검증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할 뿐 아니라 풍부한 기능과 통

합되고 안전한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 및 개발

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

또한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셜 서비스가 독자

적인 서비스이면서 또한, 모든 서비스들의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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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더 빠르게
오라클을 운영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머신

• Hardware by Sun

• Software by Oracle

* 절반의 하드웨어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0배의 속도는 오라클 Exadata 데이터베이스머신과
고객사의 오라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잠재적 비용절감은 전체 하드웨어 비용을 근거로 합니다.
오라클 DB 와 옵션 라이선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과와 비용절감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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