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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일 필요 없는 클라우드, 오라클과 상의하세요

  
      

  
    

   
 

 
   

     
       

  
    

    

   
     

 
   

  

 
  

  

  

  
   

    

     
         

  
       

 
      

         
        
    
      
        
    

   
 

  
    

   

 

 

 

   
    

     
   

     

   
  

 
   

 
 

    
  

클라우드 , 전 세계적인 트렌드 

빠르게 진화하는 
클라우드 트렌드와 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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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오라클 클라우드의 여섯 가지 특징 

09 내 데이터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하기 

오라클 클라우드 솔루션 패밀리 
10 기업고객을 위한 클라우드의 모든 것 -

PaaS & IaaS 솔루션 

12 모든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SaaS 솔루션 

14 오라클 IaaS, 즉시 구현되는 완벽한 IT 인프라 

클라우드 , 망설이지 마십시오 . 
16 고객사 사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 

신속한 구축과 빠른 투자회수 

담당 전문가의 사전 대응적 운영으로 인한 

관리 용이성 극대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액세스 

보안 및 정보자산 보호 강화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더욱 신뢰할 수 있고 , 
더욱 지능적이며 솔루션과 워크로드에 보다 

특화된 형태로 진화할 것 

IaaS 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데이터와 워크로드의 클라우드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 

2020 년까지 연평균 21.5% 
성장할 클라우드 

2020 년 , 포춘 500 대 기업의 80% 는 

산업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것 

산업 특화 

CLOUD
TREND

높은 신뢰성 

벤더 집중 2020 년까지 상위 5 개의 클라우드 

Source: IDC 2016 

60% 의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클라우드에 활발히 참여하게 될 것 

인공 지능 2020 년 , 클라우드는 확실히 안전한 선택이 

기업의 85% 는 2018 년까지 될 것이며 ,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 , 위협분석 , 
블록체인과 컴플라이언스가 이를 가능케 할 것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를 이용 

벤더가 75% 이상을 공급할 것 

2019 년 , 43% 의 IoT 데이터는 

엣지 (Edge) 단에서 처리됨 
분산 

75% 의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을 앱개발에 활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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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IT Company 중 하나인 오라클은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Cloud Company" 로 

변신하였습니다 . 이미 많은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오라클을 클라우드 시장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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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2017 벤더별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51% 

Oracle Salesforce.com 

21.2% 

Microsoft 

18% 

Google 

41% 

SAP Workday IBM Amazon 

60% 

26% 27% 

9% 

Source: Forrester Research Jim Sergent, USA TODAY

세계적 연구기관 Report 

오라클 , 기업용 SaaS 애플리케이션 매출 세계 1 위 

– IDC 2015, 1,000 명 이상 기업 대상 조사 – 

가트너 , 오라클을 기업용 PaaS 시장의 리더로 포지셔닝 
– Gartner – 

Oracle announced that it has been named a leader in Gartner's 2017 “Magic Quadrant

 for Enterprise Integration Platform as a Service” 

“By successfully delivering a comprehensive iPaaS offering that provides an easy way to

 integrate any type of application, data, device and system, Oracle has given customers a

 powerful option to meet their ever evolving integration needs.”

언론에서 본 오라클 

오라클 , 클라우드 매출 폭발적 성장세 지속 
– Forbes, 2017 년 3 월 – 

클라우드 매출 62% 성장 , 기대치 상회하는 수준 

SaaS 와 PaaS 매출이 성장 견인 .. 시장에서 경쟁사에 존재감 과시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이 빠르게 클라우드 매출로 전환

   www.forbes.com/sites/laurengensler/2017/03/15/oracle-third-quarter-earnings-2/#25fdbfb114b6 

NH 투자증권은 왜 오라클 클라우드로 HPC 를 구축했을까 
– 디지털데일리 , 2017 년 4 월 – 

클라우드에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한 사례로 주목 

파생상품 검증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HPC)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첫 사례 

기술검증 (PoC) 진행 후 성능 , 가용성 , 금융기업에 대한 이해도 , 지원능력 , 엔지니어 역량 , 가격 경쟁력 등 다각도로 

분석 후 오라클로 결정

   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4731 

" 아마존 독주 끝났다 . 품질 · 보안 · 가격 , 우리가 한수 위 " 
... 오라클 ' 클라우드 大戰 ' 선전포고 
– 서울경제 , 2016 년 9 월 –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행사인 오라클 오픈월드 2016 에서 오라클 창업자 겸 CTO 래리 앨리슨 , 아마존에 선전포고 … 

‘클라우드 빅 4’ 도약 자신감 

경쟁사 대비 저렴하지만 보안성이 뛰어난 고품질 2 세대 클라우드 제공 , AWS 대비 코어 , D 램 , SSD 성능은 2~4.5 배 

향상 , 비용은 1.2 배 저렴 

SaaS, PaaS, IaaS 가 완벽하게 통합된 클라우드 제공

   www.sedaily.com/NewsView/1L1H8W37W1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아우르는 건 오라클뿐 ” 
– 아이티데일리 , 2017 년 2 월 – 

오라클의 전 세계 29 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퍼블릭 클라우드는 물론 , 온프레미스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제공 

기존 레거시 (Leagcy) 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일한 파트너
   www.oracle.com/corporate/pressrelease/oracle-gartner-magic-quadrant-ipaas-040717.html 

   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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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즈니스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오라클 클라우드 

" 새롭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 플랫폼 , 툴이 오라클의 완전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보완하다 " 

- John Soat, Oracle Contents Center 소속 수석 집필자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라도 브라우저만 있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놀라운 제품 혁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Thomas Kurian, President, Oracle Product Development – 

오라클은 IaaS, PaaS, SaaS 의 세 가지 모든 영역에서 인상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 지난 오라클 오픈월드 기조 연설에서 오라클 제품 개발 총괄 사장 토마스 쿠리안은 “우리는 정 

말로 바쁜 일 년을 보냈다 ”라며 운을 뗐습니다 . 쿠리안 사장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객이 실제로 

접하는 비즈니스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며 , 성능 , 이동성 , 단순성의 강력한 조합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 “전 세계 어디서나 브라우저만 있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놀라운 제품 혁신을 

경험할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오라클은 IaaS 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 컴퓨트 , 스토리지 , 네트웍 등 기존 IaaS 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 , 

Cloud Machine, 컨테이너 서비스 , 베어메탈 서비스 등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 

PaaS Platform as a Service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 , 데이터 관리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영역에서 오라클의 온라인 툴셋을 확장 

하며 새로운 PaaS 기능을 다수 추가했습니다 . 또한 , 오라클 SQL 을 사용해 하둡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오라클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Oracle Big Data Cloud Service), 데이터 분석 입문자를 위해 스프레드시트와 브라 

우저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라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Oracle Data Visualization Cloud Service) 

등 새로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선보이며 ‘ 매우 간단한 플랫폼 ’ 임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 

DATA 
MANAGEMENT 

CONTENT & 
PROCESS 

IT OPERATIONS 
MANAGEMENT 

IDENTITY 
MANAGEMENT 

BUSINESS 
ANALYTICS 

MOBILE 

INTEGRATION 

APPLICATION 
DEVELOPMENT 

SaaS Software as a Service 

전사적 자원관리 (ERP), 전사적 성과관리 (EPM), 인적자원관리 (HCM), 고객 경험 (CX) 등 비즈니스 전 영역에 대한 클라우드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 고객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 TCO 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신속 

성을 지향하는 SaaS 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완전한 서비스 스위트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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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오라클 클라우드 , 무엇이 다른가 

오라클 클라우드의 여섯 가지 특징 

저비용 표준화 

가장 적은 구매비용으로 SQL, Hadoop, NoSQL, Java, 
총소유비용 (TCO) 절감 Ruby.js, Linux, Docker 등 업계 표준 준수 

신뢰성 상호호환성 

무중단 운영 (Fault tolerant -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사이의 
No single point of failure) 용이한 통합과 연동 지원 

고성능 보안성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항상 방어하며 , 
미들웨어 , 애널리틱스 제공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 

내 데이터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하기 

완전성

 IaaS, PaaS, SaaS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통합 

오라클 기술 근간의 인프라 플랫폼으로 복잡성 감소
 IT 운영 / 개발자 및 현업 사용자 모두를 위한 서비스 모델 

Complete 

개방형 

개방형 표준 기반 플랫폼 

모든 워크로드 , 애플리케이션 , 개발 언어 , 오픈 소스 , OS 플랫폼 , 데이터 유형의 지원 

고객과 파트너 모두가 손쉽게 확장 개발 가능 

Open 

보안

 IaaS, PaaS, SaaS 모든 계층의 완벽한 통합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 논리적 접근 제어 

저장 중 , 사용 중인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권한 제어에 따른 접근 관리 및 앱 접속 관리 

민감한 데이터의 마스킹 

Secure 

선택권 

프라이빗 , 퍼블릭 , 하이브리드 , Cloud at Customer 등 모든 옵션 

기존 IT 환경과 기술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운영 , 개발 , 통합 및 확장 등 기존 IT 인프라 이관 및 적용 용이 
Choice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머신 서비스 패밀리가 제공됩니다 . 고객은 오라클 클라우드 IaaS 와 

원하는 PaaS 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라클 Cloud at Customer 

Oracle Cloud Machine 
고객사 방화벽 내에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IaaS 를 위치시키고 , 필요에 따라 JCS, ICS, 
DBCS 와 같은 PaaS 를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data Cloud Machine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의 Exadata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사 방화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ig Data Cloud Machine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의 Big Data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사 방화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데이터센터 내 오라클 클라우드 제공 

Customer 
Data Center 

Cloud 
Machine 

FIREWALL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만 이용 

Public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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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클라우드 솔루션 패밀리 

Cloud Leader, Oracle Cloud

   

              

 

 

기업고객을 위한 클라우드의 모든 것 - PaaS & IaaS 솔루션 IaaS, PaaS, SaaS 등 클라우드 전 영역에 걸친 완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벤더 

PaaS 
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HR Marketing Sales Collaboration 

Mobile Social Networks Documents 

운영관리 

DBA System Admin Operator 

Reports Alerts 

Analytics Infra Monitoring 

사용자 

개발팀 

개발자 Apps 

General Server 

Storage 

Compute 

Disk 

Switch/Gateway Network 

VM 
KVM 

Database 

Big Data Exadata 운영 (RAC) 

Web/WAS 

운영 개발 QA 

관리서버 

운영관리 IT 관리 Log 관리 

Data Center 

스토리지 파일서버 백업서버 

Ruby 

Java 

Perl 

Node.js 

Python 

Data Management Management Business Analytics 

Content & 
Experience 

Application 
Development 

Ravello 

Cloud Machine 

Bare Metal 

Storage 

Network 

Compute Security 

Integration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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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SaaS 솔루션 

본격적인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 오라클은 사용자 관점에서 웹 , 모바일 , 

소셜 , 포털 등의 다양한 접근 환경을 제공하고 , 공통적인 기반으로서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 , 모바일 , 포털 및 콘텐츠 툴 , BI 툴 , 시스템 연동을 위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아키텍처 상에서 ERP Cloud, CX Cloud, HCM Cloud 등의 3 개 영역에서 

500 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가장 광범위한 애플리 

케이션 클라우드의 제공 , 모듈기반 (Modular) 또는 전 스위트 (Suite) 방식의 다양한 

배포 옵션 , 확장과 통합을 위한 개방형 표준 기반의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 

Web 

Mobile 

Analytics 

Social Workfow 
Help Desk Portal 

Employee Network 

개방되고 표준화된 방식의 

확장 및 통합 
모듈별 혹은 전체 스위트형태로 

구축 가능한 옵션 제공 
최상의 솔루션으로 구성된 

완벽한 포트폴리오

 CX 
Cloud 

HCM 
Clo ud 

ERP 
Cloud 

12  | 13 



망설일 필요 없는 클라우드, 오라클과 상의하세요
오라클 클라우드 솔루션 패밀리 

Cloud Leader, Oracle Cloud

   
         

   
         

      
         

      

        
     

 
  

         
   

       
          

 

 

  

 

    

 

       

    

      

     

     
     

 
  
      

 

  

  
  

  

오라클 IaaS, 즉시 구현되는 완벽한 IT 인프라 

신속한 전환 · 원활한 통합 · 완벽한 구현 

기업들이 기존의 IT 인프라로는 경쟁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laaS(Infr 
astructure as a Service) 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 가트너의 2015 년 CIO 설문에 

서 83% 의 CIO 들은 현재 laaS 를 인프라 옵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racle Cloud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는 탄력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 IaaS 에 대한 오라클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들은 IT 목표를 달성 

하고 인프라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시간 및 복잡성 감소 

오라클 및 비 오라클 기술 모두 마이그레이션 

유연성 및 다기능성 

Oracle Cloud Infrastructure 는 온 디맨드 방식의 환경 액세스 , 원하는 모든 OS 및 하이퍼바이저 선택권 , 
그리고 탄력적인 용량 확장 등을 제공합니다 . 

시장출시시간단축 비용절감 기민성증대 

38.4% 성장률로 224 억 달러 규모 형성 
2016 년 laaS 의 전 세계 지출 규모 예상 

완벽한 인프라 

원활한 통합 

스토리지
 Elastic Storage
 Archive Storage
 Shared File Storage 

컴퓨트
 Elastic Compute
 Dedicated Compute 

네트워크
 VPN
 VPN for Dedicated Compute
 Fast Connect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합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실행 단순화 통합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 

Oracle Cloud Infrastructure 는 Oracle Cloud Platform as a Service(PaaS) 및 

Software as a Service(SaaS) 와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 

예측 가능한 성능 및 보안 

Oracle Cloud Infrastructure 는 필요 시 완벽한 네트워크 격리를 실행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 

잠재적인 보안 이슈의 
획기적인 감소 보다 손쉽게 

성능 요구 충족 

결론 
Oracle Cloud Infrastructure 는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내에서 모든 작업 부하를 

실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통합 서브스크립션 기반 인프라 서비스 세트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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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망설이지 마십시오 

Cloud Leader, Oracle Cloud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 기존 온프레미스 대비 영업 파이프라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갖추게 되어 영업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경영층 및 관리자와 영업 코칭과 협업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 

박병진 상무이사 , 전략사업실장 , ADT Caps 

      

          
     

             
              

 

     

            
          
       

 

   

         
            

            
    

   

     
      

             
           
            

         

 

      

            
       

      

 

     

         
            

 

      

          
              

 

      

          
          

         

 

        
     

           
         
              

          

 

          
       

국내외 무수한 기업들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고객사의 사례를 

통해 오라클 클라우드의 우수성과 높은 만족도를 직접 살펴보십시오 . 

서비스 ADT 캡스 ,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영업 가시성 확대 

제조 넥센타이어 ,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고객 서비스 개선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 및 오라클 PaaS 로 글로벌 영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영업 활동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얻고 새로운 영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기존의 ERP 시스템 

과의 매끄러운 통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대폭 향상했다 . 

현명진 , CRM 팀 팀장 , 넥센타이어주식회사 (MJ Hyun, CRM Team Manager, Nexen Tire Corporation) 

조은아이앤에스 , 오라클 IaaS 활용해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오라클 IaaS 를 기반으로 조은아이앤에스의 주력 제품인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블루엑스레이’를 고객 

에게 클라우드 버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 이를 통해 중견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 

시키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했다 .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는 타 벤더에 비해 가장 높은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주효했다 . 

송경택 , 부설연구소 소장 겸 상무이사 , 조은아이앤에스 

한솔로지스틱스 ,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영업 프로세스 혁신 및 영업 가시성 확보 

타사 솔루션들과 비교해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는 영업 정보 자산화 , 수주실적 예측도 향상 및 높은 

영업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 영업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주요 기능 

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높은 편의성으로 영업사원들의 활용률과 호응이 아주 높다 . 

박영주 , 마케팅팀 팀장 , 한솔로지스틱스 (YJ Park, Marketing Team Leader, Hansol Logistics Corporation) 

제조 

금융 

의료 

유통 

학교 / 공공 

두산중공업 , 오라클 통해 모빌리티 강화 , 업무 생산성 제고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MCS) 덕분에 업무 현장에서의 모빌리티를 강화하고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 

양희문 , Process Innovation 팀 차장 , 두산중공업 

포이시스 , 오라클 IaaS 통해 비용 절감 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 

해외 소비자 금융 시스템 확산에 따른 초기 인프라 구성비용 절감이 필요했다 . 오라클 IaaS 도입 

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정안 차장 , 포이시스 

JK 성형외과 ,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해 온라인 고객 서비스 확장 

오라클 서비스 클라우드의 도입으로 해외 고객들의 상담 기록을 관리하며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 JK 성형외과의 상담실장들은 고객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도 전화나 

이메일 , SNS 응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켰다 . 

성진 , 마케팅팀 팀장 , JK 성형외과 

홈앤쇼핑 ,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 통해 운영 효율성 강화 

홈앤쇼핑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로 빠르고 쉽게 전환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향상시켰다 . 이를 통해 시스템 관리를 단순화하고 운영 효율성 또한 강화시켰으며 , IT 팀은 일상적인 

일 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용윤희 , IT-infra 팀 팀장 ,  홈앤쇼핑 

부산대학교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모바일 앱 개발 
교육으로 실무 경쟁력 갖춘 인력 양성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해 학생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 부산대학교는 모바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수업과정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용적인 모바일 서비스 개발 기술들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유영환 ,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 공학박사 , 부산대학교 (YH Yoo,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Professor/Ph.D.,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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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IT 서비스 피키캐스트 , 오라클 클라우드 IaaS 통해 유지 보관 비용 98% 절감 

AWS 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10 배 더 저렴한 업계 가장 효율적인 

비용 체계를 갖추고 있어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아카이브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다 . 오라클 

클라우드 덕에 안정적이면서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아카이빙을 구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관 비용을 98% 절감하고 , 글로벌 서비스 확대 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 

강지훈 , 데이터사이언스랩 , 피키캐스트 (JH Kim, Head Data Scientist, Data Science Lab, Pikicast) 

굿어스 , 유연한 PaaS 기반으로 비용 절감 , 빠른 IT 솔루션 개발 및 
다양한 고객요구 반영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대신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Oracle Public Cloud Services) 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액세스하고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테스트하게 되었다 . 이를 통해 고객 니즈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능하게 됐다 . 

전상현 부사장 ,  굿어스 

두드림시스템 , 오라클 PaaS 활용해 전자도서관 시스템 효과 4 배 향상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오라클 PaaS(Platform as a Service) 로 마이 

그레이션함에 따라 4 배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효과는 물론 서비스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 

했다 . 여러 고객 사이트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 지원을 

마련하게 됐다 . 

이태석 , 대표이사 CEO, 두드림시스템 

씨디네트웍스 , 클라우드 기반의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사 평가 
효율성 제고 및 직원들의 장기적인 재능 개발과 관리를 위한 비전 확립 

씨디네트웍스는 오라클 탈레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국내 및 해외 법인을 아우르는 단일화된 인사 

평가 및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다 . 또한 , 씨디네트웍스는 새로운 인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 직원들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 . 단순한 인사 평가를 넘어서 직원들의 

장기적인 재능 개발과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툴로 활용하고 있다 . 궁극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위한 

HR 인프라로 개발시켜 나갈 계획이다 . 

엄상빈 , 인사총무팀 팀장 , 씨디네트웍스 

오라클 클라우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품구입문의 

080-2194-114 CLOUD 

cloud.oracle.com/ko_KR/tryit 

오라클 디지털 블로그 

oracledigital.co.kr 

오라클 클라우드 공식 홈페이지 

cloud.oracle.com/ko_KR/home 

오라클 클라우드 기술 블로그 

www.oracloud.kr 

지금 오라클 클라우드를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 

오라클코리아매거진을 
모바일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 

오라클매거진 iOS Download Android 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