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acle Openworld 
Key Session 

Oracle OpenWorld 2012에서는 주요 제품, 서비스 발표 뿐만 아니라, 오라클 임원진, 시장의 IT 리더들과 

또한 여러 베스트 셀러 저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Big Data, Customer Experience와 같은 

최신 IT 메가 트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 주었다. 물론 오라클이 이러한 IT 트랜드를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어떻게 최적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식견과 완벽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음에 

대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세션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Cover Story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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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04-1

Customer Experience 전략을 위한 
Business Case 개발하기

저자 -  Margaret harrist 

Oracle OpenWorld의 Customer Experience Summit에

서 오라클의 Customer Experience 전략 담당 부사장인 

Brian Curran은 금요일 일반 세션을 진행하던 중 “성공

적으로 Customer Experience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

는 적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

습니다. “그 적임자는 바로 CFO입니다.”

Curran은 Customer Experience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기업을 고객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문제나 

기회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Curran은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자

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FO에게 Customer 

Experience 전략의 3개 핵심 축을 고려하는 보다 명확하

게 정의되고 확실한 계획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지

적했습니다.

그 3개 축은

• 당위성, 이는 고객 가치입니다.

• 실행 가능성, 이는 적합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  타당성, 이는 비즈니스 가치로서, ‘해당 계획이 수행할 가치가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

Curran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숫자들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소

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이들 고객을 유지하는 데는 어

느 정도 소요되는가? 평생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

고 이와 같은 관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수익

을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

과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가?

Curran은 Business Case와 Customer Experience 전략

을 긴밀히 연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기업들이 전략을 개발

하거나 프로그램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답을 구해

야 하는 일련의 질문인 Customer Experience의 “식스 

팩(Six-pack)”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들 질문들

은 강력한 지지와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Business 

Case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인가?

•전략 및 운영에 대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는 무엇인가?

•비즈니스 이슈 또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트렌드 또는 촉진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접근 방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기술이 이들 접근 방식을 실행할 수 있는가?

Curran은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재정적인 성과의 변화

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Customer Experience에 대한 연

구는 고객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들 요구를 충족

하고 기업들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동을 이끄는 

유형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비즈니스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마

케팅, 상거래, 영업 및 서비스 전반에서 오라클의 동급 

O
RA

CLE KO
REA

 M
A

G
A

ZIN
E

Cover Story
O

racle O
penw

orld  Key Session 
29

W
inter   2012



O
RA

CLE KO
REA

 M
A

G
A

ZIN
E

Cover Story
O

racle O
penw

orld  Key Session 
30

W
inter   2012

Cover Story 04-2

매드 맨(Mad Men)은 조심하라. 
Seth Godin가 여기에 왔다

저자 -  Tom Caldecott  

OpenWorld의 Customer Experience Summit, 일반 세

션 수요일 행사에서 Seth Godin은 “경험 혁명의 주도

(Leading the Experience Revolution)”라는 주제로 이전 

방식의 매스 마케팅에 종말을 선언하고 인간애, 인맥 형

성 그리고 선도적인 부족(leading tribes)을 수용하는 시

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Godin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Squidoo.com의 설립자

이며 “퍼미션(permission)” 마케팅의 전도사입니다.

Godin은 “Permission marketing 이란 대화하기를 원하

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판매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들에게 마케팅하는 특권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예측된 

사람과 연관된 메시지를 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

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퍼미션 마케팅을 위해서는 얼굴 없는 다수의 가망 고객

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원하는 다

른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와 같은 

개인으로서의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Godin은 이

를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종족의 일원

최강의 솔루션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완벽하고, 철저

하게 통합된 업계 유일의 다 채널 Customer Experience 

제품군입니다.

그는 “측정할 수 있다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Customer Experience을 측정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

을 던졌습니다.

원문 :  https://blogs.oracle.com/NewsCentral/entry/building_a_business_case_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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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Godin은 마케팅 및 광고가 실행된 곳을 살펴보는 것으

로 그의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대량 마케팅의 매드 맨

(Mad Men) 시절에는 얼굴 없고, 개인화되지 않은 매스 

시장에 광고와 마케팅 선전을 강제로 밀어내고 시장에 

점점 더 많은 광고를 쏟아 붇고 더 많은 가망 구매자들에

게 더 많은 동일한 상품을 판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불필요한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세계가 형성되었으며 시장은 아무 관

심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

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관심을 중심으로 가망 구매자들을 위한 새로운 커

뮤니케이션과 메시지 수집 옵션의 세계가 형성되고 있습

니다. Godin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업들의 지루

한 광고를 듣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

다. 그렇다면,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

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Godin은 “고객들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의 종

족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대화를 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연결할 수 있기를 원합

니다. 또한 원하는 목표를 약속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

를 형성하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모험하며 무

엇이 중요한 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힙니다.”라고 설명했

습니다.

Cover Story 04-3

경험의 필수 원칙: 
고객들은 현재 변화하고 있다

저자 -  Richard Levitt  

OpenWorld의 Oracle Customer Experience Summit 수

요일 행사를 시작하며 오라클 사장인 Mark Hurd는 청중

들에게 “여러분, Dave Carroll과 그의 3천500만 달러짜

리 기타를 부순 항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

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청중들이 그 이

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Hurd는 계속해서 “이 항공사는 그의 청구를 거절했습니

다. 9개월 동안의 협상이 실패로 끝난 후, Carroll은 노래

를 만들고 비디오를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이 비디오

는 하루 동안 25,000 뷰 이상을 달성하고 전국 뉴스 매체

에 소개됐으며 1천 2백만 번 이상 조회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디오가 게시되고 나흘 후, 항공사의 주가는 10%나 

하락했으며, 이는 1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

입니다. 이것이 바로 Customer Experience의 힘입니다.”

Hurd와 오라클의 Customer Experience 담당 고위 임원

원문 :  https://blogs.oracle.com/NewsCentral/entry/mad_men_beware_seth_go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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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한  Customer Experience Summit 의 “경험 필

수 원칙(Experience Imperative)” 세션에서는 Customer 

Experience 혁신의 과제와 기회에 대해 소개하고 오라클

의 솔루션 제품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고객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점차 범용화 되고 있는 시장(commoditized market)
에서는 오직 원활하고 Interactive 채널 기반의 고객 중심

적인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만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를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Customer Experience이 중요한 것입니

다. 기업들은 훨씬 더 개인화된 수준으로 고객을 이해하

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거래를 위해 직원들과 고객

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자사의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

도록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Oracle Cloud Applications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인 

Anthony Lye는 Customer Experience 라이프사이클의 

무한 루프 모델을 설명하고 수요/조사, 선택/구매, 수령/

사용 및 유지/권장 등 4단계로 고객 여정을 구분했습니

다.

이 세션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들 각각에서 제시되

는 과제와 기회, 그리고 다양한 목표 대상에게 이들 각각

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션 발표자들은 기업들이 온라인 및 매장 모두에서 종

합적이고 개인화된 Customer Experience을 구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동급 최강이자 유일한 완벽한 

Customer Experience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

조했습니다. 오라클은 이를 위해 툴을 제공할 수 있는 유

일한 벤더입니다.

Cover Story 04-4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 실현

저자 -  Diana Reichardt  

오늘날 90억 대 이상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하고 있으

며, 최근 2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가 현재까지 생성된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이르고 있습니다. 오라클 사장인 

Mark Hurd는 Oracle OpenWorld의 목요일 오전 세션

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폭발적

인 증가로 인해 전 세계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분석이 어떻게 이들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를 실

현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Hurd 사장은 분석은 적합한 사람이 적시에 올바른 정보

를 입수하여 성과를 변화시키는 가능한 최고의 의사 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볼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 과제는 이들 

데이터를 원자(atomic) 수준으로 분류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라클 제품 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

인 Balaji Yelamanchili이 함께 자리하여 지난 5월 시카고

에서 개최된 NATO 서밋 동안 발생한 이벤트를 재현해 

원문 :  https://blogs.oracle.com/NewsCentral/entry/the_experience_imperative_

your_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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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습니다. Hurd 사장은 경찰 국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Yelamanchili은 시카고 경찰청 긴급 대응팀 책임자의 역

할을 맡아 Oracle Business Analytics 대시보드 모니터가 

경찰청에 제공한 긴급 정보를 통해 어떻게 도시 블록과 

서밋과 관련한 소셜 미디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실시

간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었는

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라클 제품에 대한 논의에서 Yelamanchili는 다음과 같

은 Oracle Business Analytics의 4대 핵심 원칙을 설명했

습니다.

•원하는 모든 데이터, 모든 소스

•모든 범위의 분석

•통합 분석 애플리케이션

•온 프레미스, 온 클라우드, 온 모바일

그는 Oracle Exalytics In-Memory Machine,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Oracle Big Data Appliance
를 비롯한 빅 데이터를 위한 Engineered System을 활용

하는 것이 오라클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되는 80개 이상의 사

전 개발된 분석 및 성과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고 

있는 오라클의 목표는 통찰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

록 하는 것입니다.

무대를 떠나기 전 Hurd는 오라클이 비즈니스 분석 분야

의 리더인 이유는 오라클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

기 위해 필요한 R&D는 물론, 영업 및 기술 조직에 대해 

지난 2년 이전부터 투자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Cover Story 04-5

Larry Ellison: 
오라클 클라우드 기술

저자 -  Margaret harrist

Oracle OpenWorld의 기조 연설 화요일 오전 세션에서 

Oracle CEO인 Larry Ellison은 Oracle Fusion Appli-

cation과 오라클의 SRM 스위트(Social Relationship 

Management Suite)에 대해 설명하고 빅 데이터와 오라

클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의 브랜드를 고객들과 연결시키

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Oracle HCM(Human Capital Management)과 Oracle 

Talent  Management 솔루션 등과 같은 오라클의 

SaaS(Software-as-a-Service)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으로 

Ellison은 장기적인 개발 노력과 전략적 인수의 결합을 

통해 여타 벤더들보다 많은 SaaS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클라우드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racle SaaS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Ellison은 

그에 따른 기반 기술도 함께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

다. 즉, 오라클은 Oracle Fusion Middleware와 Oracle 

Database를 이용하여 Java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원문 :  https://blogs.oracle.com/NewsCentral/entry/unlock_the_value_of_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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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클라우드 접근 방식을 위해 필요

한 플랫폼과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llison은 이미 Oracle Fusion Application을 실행하고 

있는 약 400여 고객 중 몇몇 사례- Red Robin, Elizabeth 

Arden 등 –를 소개하고 Oracle Fusion Application 고

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연한 옵션에 대해 설명했습니

다. 그는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온 디맨드 환경에서 온 프

레미스 환경으로 전환하거나, Oracle Cloud 또는 새롭게 

발표된 Oracle Private Cloud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간편

하다고 밝혔습니다. Ellison은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llison은 특히 마케팅 담당자를 위해 개발된 오라클의 

SRM 스위트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자체 고객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오라클이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설명했습니

다. 이 플랫폼의 툴들은 고객들을 응대하고 인재를 발굴

하며 판매 리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데모를 마무리하며 Ellison은 새로운 인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Lexus의 브랜드 매니저가 2012년 런던 올림

픽 선수들 중에서 새로운 대변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상

황을 가정했습니다. 오라클 팀이 실시한 실제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시하며, Ellison은 “빅 데이터가 빅 아

이언(big iron)”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

명했습니다. 즉,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과 

Oracle Exalytics In-Memory Machine은 물론, Oracle 

Database, Oracle Endeca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5
백만 건의 트윗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농구 스타인 LeBron James
와 같이 올림픽 이외에도 유명한 선수를 배제시킨 다음, 

Lexus에 대한 긍정적인 멘션을 단 선수들을 정렬하는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신중하게 정렬한 데이터를 설명한 다

음, Ellison은 최적격자를 밝혔습니다. 여성 종합 체조 금

메달 리스트인 Gabrielle Douglas였습니다.

원문 :  https://blogs.oracle.com/NewsCentral/entry/larry_ellison_gold_medal_clou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