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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One 2012 리뷰: 
Make the Future Java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친 JavaOne 2012 컨퍼런스 요약

기조 연설, 기술 세션, 실습 랩, 패널 토론, BOF, 인맥 쌓기, 심야의 클럽/뮤직 댄스 파티 등 정신 없이 이어

진 5일 간의 일정을 보내고 많은 JavaOne 참가자들이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획기적인 새로운 개념들과 기술, 가능성, 거래처 담당자, 친구들을 가득 담은 채 일터로 다시 돌아갈 시간

입니다.

저자 - Steve Meloan



올해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주제는 “Java의 미래 형성(Make the Future Java)”였으며, 최근의 통계 

자료를 보면 이미 확고한 기반을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의 개발자 확보

•30억 대의 기기에서 Java 실행

•50억 개 Java Card 사용 중

•모든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는 100% Java를 탑재해 공급

•엔터프라이즈 데스크톱의 97%에서 Java 실행

•PC 데스크톱의 89%에서 Java 실행

올해의 콘텐츠 커리큘럼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7개 기술 트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핵심 Java Platform

•개발 툴 및 기법

•JVM에서 새롭게 등장한 언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아키텍처 및 클라우드

•Java EE 웹 프로파일 및 플랫폼 기술

•Java ME, Java 카드, 임베디드 및 기기

•JavaFX 및 풍부한 사용자 경험

새로운 시도

JavaOne 2012는 새로운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문을 연 Java University는 역동적

인 강의실 환경에서 “Certification Exam Cram: Java SE 7 Programmer I 및 II; Designing Robust Enterprise 

Applications for the Cloud; Designing Secure Java Web Services; Building Dynamic Rich Internet 

Applications (RIAs) using JavaScript, Ajax, Comet, Dojo Toolkit”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전일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기술 세션을 열 수 있도록 올해는 전략, 기술 및 파트너(IBM) 기조 연설을 일요

일 오후에, 커뮤니티 기조 연설을 목요일 오전에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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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거듭하는 Java 기술

기조 연설에서는 최소형 임베디드 기기부터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Java 기술의 모든 측면을 다루면

서 Java가 발전 중인 기술임을 입증했습니다. 올해 말 발표 예정인 JavaFX의 오픈 소스, JavaFX Scene 

Builder의 풍부한 UI 기능, Java SE 7에서의 Mac OS X 및 Linux ARM 지원, Java Standard Edition for 

Embedded Devices, Java Embedded Suite 7.0 미들웨어 스택, Project Lambda 및 Project Nashorn(Java 

SE 8을 위해 계획), Java EE 8에서 선보일 예정인 멀티테넌시(multi-tenancy) 기능 등을 포함해 다양하

고 혁신적인 기능과 제품군, 툴이 Java 개발자들을 위해 새롭게 출시되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Georges Saab은 전략 기조 연설에서 “작년에 우리는 Java에서 지난 10년 동안 추가한 것 만큼 많은 플랫

폼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BM 파트너 기조 연설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계와 이러한 클라

우드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Java에서 필요한 혁신에 대해 다뤘습니다.

Java Embedded @ JavaOne

지난 10년 동안 Java가 100억 대 이상의 임

베디드 기기를 통해 공급되면서 바야흐로 

“IOT(Internet of Things)”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략 기조 연설에서 Nandini 

Ramani는 이러한 임베디드 영역이 “차세

대 IT 혁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혁명을 염두에 두고 JavaOne의 

Java Embedded 세션에서 최고 경영진급 

임원, 아키텍트, 비즈니스 리더 및 의사 결정권자들을 겨냥해 컨퍼런스 내에 컨퍼런스를 열고 새롭게 열리

고 있는 유비쿼터스 스마트 기기의 시대와 이러한 혁신적인 분야에서 Java의 역할에 중점을 둔 기조 연설

과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Perrone Robotics의 이동형 ARM 기반 보안 로봇이건, Liquid Robotics의 항해용 

ARM 기반 웨이브 글라이더(Wave Glider) 로봇이건(둘 모두 커뮤니티 기조 연설에서 소개) Java는 임베

디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의한, 커뮤니티를 위한

전략 기조 연설에서 Hasan Rizvi는 “Java의 미래 형성

(Make the Future Java)”라는 컨퍼런스 주제의 핵심은 커뮤

니티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Sharat Chander는 커뮤

니티 기조 연설에서 JavaOne 2012 컨퍼런스 자료의 60%는 

Java 커뮤니티 회원들이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이

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없다면 기술 중심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JavaOne 컨퍼런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LinkedIn 페이지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최근 컨퍼런스 발표, 업데이트 버전, 관찰 결과를 제공했습

니다.

듀크스 초이스 어워드(Duke’s Choice Award)

매해 듀크스 초이스 어워드는 Java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달성한 최고 혁신 기술을 선정하는데, 

올해의 수상자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Java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고 참여도가 늘어나

면서 올해 수상 분야에는 커뮤니티 초이스 어워드가 포함되었고, 수상의 영광은 MICE(MASE Integrated 

Console Environment)를 구축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오라

클은 올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되는 JavaOne Latin America 2012를 시작으로 해서 각 국제 JavaOne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지역 수상자를 포함시키도록 듀크스 초이스 어워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

니다.

전시장 및 Java 시연장

전시장 및 Java 시연장은 책 사인회나 첨

단 기술 시연, AMD, Hitachi, IBM, JBoss, 

JFrog 같은 유수 기업들의 전시 부스, 창

업 기업들의 최신 제품 소개 등 세션 중간

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동료 개발자 및 업계 사고 리

더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과 휴식을 동시에

The Zone에서 커피 또는 디저트를 즐기

거나, 기기를 충전하면서 “휴식”을 취하

거나, 핀볼 게임을 하거나, 이메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 스트리트(Taylor 

Street)의 카페 Buzz House와 Candy Bar, 

핀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존, 근교 

호텔의 휴식 공간 등 개발자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춘 장소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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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타임!

JavaOne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지만, 특

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세션 중간에 기

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야간 행사를 준

비했습니다.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트레

저 아일랜드(Treasure Island)에서 열린 

Oracle Appreciation Event에서는 2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마련하고 메인 스테이지에서 펄 잼(Pearl 

Jam), 킹 오브 레온(Kings of Leon), X 같은 

유명 락 그룹의 공연을 열었습니다. 한쪽

에는 공중 회전차도 운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Oracle OpenWorld Music 

Festival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인기 클럽

과 야외 공연장에서 스크래칭 DJ들과 코

첼라(Coachella)나 SXSW 같은 신예 인디

밴드들이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Yerba Buena Gardens에서 폐회식(It’s a Wrap!)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마지

막 행사로 The Hives와 The Five Hundreds에서 편안하게 친목을 다지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를 즐기는 

것은 물론, 락(rock) 스타일 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댄스 파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로 진출

목요일 커뮤니티 기조 연설에서 JavaOne 커뮤니티 회장으로 새로 임명된 Stephen Chin은 오토바이를 타

고 유럽을 횡단하면서 Java 커뮤니티 회원들을 만나고 자신의 여정을 Ustream을 통해 라이브로 전 세계

에 생중계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업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CFP(Call For Papers)가 1

주일까지 연장되었고 “브라질에서 12월은 여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되는 

JavaOne Latin America 2012(2012에 12월 4-6일)에 참가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참조 자료

• JavaOne 2012는 끝났지만 배움은 계속된다(JavaOne 2012 Is Done, But the Learning Lives On)

• JCP 웹사이트

• 듀크스 초이스 어워드 2012



• JavaOne Latin America 2012

• JavaOne 2012의 Java University

• JavaOne 2012 페이스북 페이지

• JavaOne 2012 트위터 페이지

• JavaOne 2012 LinkedIn 페이지

• Java Magazine

저자소개

Steven Meloan은 Wired, Rolling Stone, Playboy, San Francisco Examiner, SF Weekly 등과 같은 간행물

의 웹 및 인터넷을 담당했던 전직 C/UNIX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최근 과학 모험 소설인 “The Shroud”

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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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oracle.com/technetwork/articles/java/javaone12review-18637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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