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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데이터 증가
데이터의 폭증,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2019년까지
사물인터넷 (IoT)으로 인한 데이터가 500 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경쟁우위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크기가 방대하고 심지어 증가 중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까?

레거시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레거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활용은 매혹적인 옵션이지만 아래의 이유로 인하여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1. 고비용

2.비효율성

데이터 증가세를 따라잡기 위하여

레거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매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얼 한 솔루션 관리, 테스트, 및 배포가

구매 및 유지 보수해야 하며 따라서 데

필수이다.

이터센터 비용이 증가한다.
3. 파편화

4.경직성

솔루션 파편화로 인하여 IT 사일로가

미래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온프레미

발생하고, 섀도우 IT로 인한 중복이 발

스를 졸업할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온

생하며, 시너지 효과는 결여된다.

프레미스 비용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레거시 방식의 온프레미스 접근법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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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클라우드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범용클라우드공급업체와함께클라우드를시작했다면,아래의새로운문제를맞이하는것은일련의수순이다.

1

로컬 IT와의 통합 부재

여러분은 스스로 통합을 처리해야 하는, 셀프-조립에 직면하게 된다. 어려운 통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운영 비용과 가치 실현 시간의 지연이 초래된다.

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의 부재
대부분의 벤더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워크로
드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간의 완벽한 호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하이브리드에서
클라우드를 배포하거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재작성해야 하며 이는 범
용 클라우드 벤더에게 숨겨진 가장 큰 비용이다.

ii) 범용 오퍼링의 과잉
엔트리급 유스 케이스 또는 특정 워크로드에 있어서 심각한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데이터 폭증을 따라잡는 어려움

범용 솔루션은 기업용 확장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기에 고객은 다른 대형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할 수밖
에 없어 구독 비용의 급증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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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제약

범용의 성능이란 워크로드의 일부를 2차 공급업체에게 맡겨야 하고 벤더 무한 확장, 복수의 계약, 추가 통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4

보안 결여

데이터 보안, 무결성, 일관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수의 고객이 엄격한 정부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극복해야 한다.

5

포트폴리오의 제약으로 선택지가 좁은 다수의 벤더

범용 벤더는 서비스 간 통합을 제공하여 개발/테스트에서 운영 환경까지 원활하게 지원하고 SaaS와의 통합을
제공할 수 없으며 상용 클라우드는 비즈니스의 확장성과 성장을 위한 통합과 선택권에 제약이 존재한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오퍼링과 다른 벤더의
비교 결과, 유일하게 오라클의 클라우드
전략만이 당사를 비즈니스 크리티컬 한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환경에
대한 라이선스, 구성 설정, 관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 Z aki Sabbagh, CIO,
Zamil Industrial Invest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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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아 리포트 생성 및
프로파일링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은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데이터 제공업체 대비 절반의 시간으로 다양한
프로파일링과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었다.
- J erry Gearding,Director of Marketing Analytics,
DX Marketing

더욱 효율적이고 확장성 있는 업무 방식 
– 진정한 도움이란 어떤 것인가
- SLA 충족으로 더 많은 가치 부여
- 더욱 빠른 앱 개발, 테스트, 프로토타입, 배포의 시작
- 분석의 가속화로 실시간 비즈니스 인사이트 포착
- 데이터 관리의 간소화로 IT 부서는 유지보수 대신 혁신에 집중 가능
- 경쟁사보다 앞서가기

A

B

C

오라클이 보유한 40년간의

독보적 시장 1위의

Fortune 100대 기업 전체를

데이터 관리 경험

Oracle Database

비롯, 42만 개의 고객이
신뢰하는 시스템

D

E

20대 SaaS 벤더 중 19개를

전 세계 19곳의

움직이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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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변화, 그리고 풍부한 이점
Oracle Database Cloud의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큰 변화
• 전용의 온디맨드 테스트 환경 구축, 최근 릴리즈 체험, Oracle Database 12c로의 더 빠른 업그레이드 혜택
• 즉각적인 통합 애플리케이션 환경 및 인프라 프로비저닝으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 순조로운 이동
• 고객의 조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구축, 배포, 확장
• 사전 설치된 툴을 통해 신속한 앱 개발 가능

확장성, 호환성, 빠른 배포
Oracle Database Cloud는 확장성, 성능, 단순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클라우드이다.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Oracle Database Management를 사용하는 고객은 SQL에서 NoSQL은 물론이고 Hadoop까지 모든 데이터
유형을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솔루션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향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라클은 Oracle DBaaS와 Oracle Database

Exadata Cloud Service, 그리고 새로운 Oracle Database Exadata Express Cloud Service, Oracle Big Data
Cloud Service, Oracle Database Backup Cloud Service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용 클라우드의 지원을 탄생시
켰다. 또한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서비스 오퍼링과 함께 놀라운 수준의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와 써드파
티 ISV 지원까지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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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라는 시간 안에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만약 클라우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R
 on Hardman, CEO, Settleourestate.com

Oracle Database Cloud의 추가 제안
1

엔터프라이즈급 확장성

개발/테스트에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위한 수평 및 수직 확장까지 고객의 민첩성이 향상된다. 증가된
확장성으로 최대 4,096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까지 제공되어 데이터 성장세를 충족시킬 수 있다.

2

100% 호환성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배포하면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누리고, 동일한 스킬을 활용하며,
직원들은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3

셋업, 사용, 이관의 용이성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인한 더 빠른 배포 시간은 총 가치 창출 시간을 단축시킨다.

4

혁신

지능형 기능으로 더욱 우수한 성능과 실시간 데이터 인사이트가 가능해진다. 인-메모리 프로세싱의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안내로 정밀하게 튜닝된 배포
•분
 석 용도로 대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비활성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미치는
영향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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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압축률 상승으로 용량 증대, I/O 처리량 증대, 비용 절감 달성
•인-메모리 컴퓨팅으로 더욱 우수한 데이터베이스 속도 및 더 빠른 분석 실행 가능
•쿼
 리 속도 향상을 위한 인-메모리 기능 개선으로 엔드 유저는 현저히 빠르게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고 비즈
니스 인사이트를 창출하여 생각의 속도로 비즈니스적 의사결정 가능
• 동일한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코드 변경 불필요
–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 달성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배포를 위한 새로운 기회 탄생

5

보안

다층적인 깊이 있는 보안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이동 중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온라인 암호화, 강화된 권한 관리, 보안 평가 툴이 도입되었다. 오라클은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클
라우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스택의 전 계층에서 보안 기능과 툴을 빌트인 설계하였다.

6

단일 벤더가 제공하는 무한정의 선택지

퍼블릭 및 온프레미스 배포 모두에 원스톱으로 책임 소재가 부여된다. 또한 오라클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
드의 구축 또는 클라우드 상에서의 배포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벤더이다.

Oracle Cloud Machine인 Oracle Cloud at Customer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은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
션을 개발하고 이의 배포는 Oracle Cloud Machine 상에서 방화벽 내부에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다. 이 솔루션
에 대한 관리 기능은 오라클이 수행하기에 고객은 비즈니스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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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과 함께 시작하는 클라우드 여정
클라우드는 사실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을 훨씬 더 우수하게,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수행해낸다.
-A
 dam Kanzmeier,Director of Customer Intelligence and Strategic Consulting,
Surdell and Partners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해…
• 개발/테스트 환경의 배포 및 관리의 가속화
• 워크로드 호환성과 관리의 단순성
• 민첩성과 유연성 향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혁신 촉진
• 가치 달성 시간의 단축 및 경쟁 우위 선점

이 모든 이점을 기반으로 비용 절감, 유연성과 확장성의 향상, 더 빠른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게 진정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오라클은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되었다.

30일간 무료 체험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의 혜택을 경험해보세요.
cloud.oracle.com/ko_KR/try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