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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어떤 회사인가요?

오라클(Oracle Corporation)은 1977년 래리 엘리슨이 봅 마

이너, 에드 오츠와 함께 미국 국방부의 프로젝트에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개발, 상용화한 것을 시작으로 설립돼 현재 전세

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오라클은 지난 

2009년 4월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

의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완벽

히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오라클 현황

설립일자 1977년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쇼어즈 
(Redwood Shores, California, U.S.A.)

직원 수
130,000명(2016년 기준)

37,000 개발자 및 엔지니어/ 18,000 지원인력/ 

17,000 컨설팅 전문가

주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판매, 컨설팅, 교육

고객사수

- 420,000곳 (전 세계 145개국) 
     310,000 데이터베이스 고객/ 120,000 미들웨어 고객/ 

105,000 애플리케이션 고객/ 315,000 이상의 중견중소기업 
고객/ 70,000 하드웨어 고객/ 5,000 엔지니어드 시스템 고객 

-  산업별 고객 현황 (포춘 100대 기업 모두가 오라클의 고객)
     항공우주 및 방위 업계 상위 10개 기업/ 항공 업계 상위 20
개 기업/ 자동차 업계 상위 20개 기업/ 은행 업계 상위 20대 
기업/ 공공 부문 상위 20개 조직/ 하이테크 업계 상위 20개 
기업/ 보험 업계 상위 20개 기업/ 제조 부문 상위 20개 기업/ 
의료기기 업계 상위 20개 기업/ 석유 및 가스 업계 상위 20
개 기업/ 제약 업계 상위 20개 기업/ 리테일 업계 상위 20개 
기업/ SaaS 공급업체 상위 10개 기업/ 서플라이 체인 업계 
상위 20개 기업/ 통신 업계 상위 20대 기업/ 상위 20개 대학/ 
유틸리티 업계 상위 10개 기업

파트너사 수 25,000 이상의 파트너

매출액
FY15(2014년 5월) 기준 USD $38.2 Billion 
(한화 약 42조원)

홈페이지 http://www.oracle.com/

오라클의 최신 전략 

오라클, 다양한 기업 환경에 맞는 폭넓은 솔루션 기반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주력

클라우드 컴퓨팅은 차세대 IT 환경의 필수적인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오라클은 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 PaaS(서비

스형 플랫폼) 및 IaaS(서비스형 인프라)를 아우르는 가장 다양

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

들이 현재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방식을 선택하고, 이

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업계 표준 기반의 광범위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

클 클라우드는 고객이 서브스크립션 가격 모델로 오라클 플랫

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소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모두 완벽하게 오라클에 의해 관리, 호스트 및 지

원된다. 다양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서비스를 제

공하는 오라클 클라우드는 고객이 사일로 형태의 다수의 퍼블

릭 클라우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비즈니스 프로

세스의 분산을 방지해 준다. 고객 및 파트너들은 오라클 클라

우드를 통해 오라클 엑사데이터(Oracle Exadata)와 오라클 

엑사로직(Oracle Exalogic)을 비롯,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

리케이션 구동에 높은 성능과 안정성 및 보안을 제공하는 엔터

프라이즈급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간편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구

성, 확장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IT 개발자 및 관리자들은 보

다 쉬운 개발, 구축,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다.

오라클의 핵심 제품인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Oracle Database 12c)’가 최근 출

시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c’는 클라우드(Cloud)를 뜻하며, 

하나의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플러그인하는 개념으로, 리소스를 최적화되게 사용하면서, 각

각의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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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SW와 HW의 완벽하게 결합된 ‘엔지니

어드 된’ 일체형 제품 공급

오라클은 최근 7년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정교하

게 결합시킨 엔지니어드 시스템 개발 및 확산에 주력해 왔다. 

오라클 엔지니어드 시스템 출시 이후 IT 업계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결합 솔루션 출시가 잇따르며 ‘어플라이언스’

가 주요한 기술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라클은 데이

터베이스에서 미들웨어, 분석 애플리케이션까지 영역을 확장

하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출시 3년 만에 전세계 2천개 가량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시장

에 돌풍을 일으킨 오라클 엑사데이터 데이버베이스 머신에 

대해 오라클의 CTO이자 이사회 의장인 래리 엘리슨(Larry 

Ellison)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세계의 어떠한 

컴퓨터보다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라클이 지금까지 선보인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1) 엑사데이

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2)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3) 엑

사리틱스 인메모리 머신 (4)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5) 오라

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6) 스팍 슈퍼클러스터 등 6 종

류가 있다. 6종류의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1) 뛰어난 성능 (2) 

짧은 구축시간으로 인한 빠른 가치 환산 (3) 줄어든 변화 관리 

위험 요인 (4) 쉬운 관리 및 업그레이드 (5) 원스탑 지원 (6) 낮

은 소유비용으로 시장에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오라클 엔지

니어드 시스템은 최적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DBMS를 비롯한 

업계 최고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 최적화 설계함으로써 극

대화된 성능과 안정성, 쉬운 구축과 확장을 지원한다. 오라클

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활용하는 제 

3의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폭넓게 지원해 어플라이언스 사용

으로 인한 벤더 종속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국내에서 SKT, 보광훼미리마트, 아시아

나항공, 우리은행 등을 대표적 고객 사례로 확보하고 제조, 금

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선택되고 있다. 오라클 엔지니

어드 시스템은 도입 고객들로부터 ‘충격적인’ 성능 향상이라 

평가 받으며, POC(Proof of Concept) 요청이 잇따를 정도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장 쉽고 안전한 선택,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오라클은 엔지니어

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관리에 접근하고 있다. 오라클의 빅

데이터 전략은 고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를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빅데

이터 시대의 니즈에 맞게 진화시켜가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오

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검증된 안정성과 유연성, 성능

적 이점을 발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라클은 빅데이터를 위한 대안으로 클라우데라 하둡 배포판

(CDH)과 오픈소스 배포판 ‘R’, 오라클 NoSQL DB 커뮤니

티 에디션과 오라클 핫스팟 자바 가상 머신을 자사의 시스템

상에서 엔지니어링한 오라클 빅 데이터 어플라이언스를 제공

한다. 이 제품은 오라클 빅 데이터 커넥터를 통해 고객이 하둡 

및 오라클 NoSQL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존의 오라클 데

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자원과 쉽게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라클은 엔지니어드 시스템 제품군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의 고성능 처리를 지원한다. 이 솔루션들은 빅데이터 어

플라이언스와 고 대역폭의 인피니밴드(Infiniband)로 연결되

어 빅데이터 시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

공한다. 

기업이 빅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새롭고 다양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해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얻기 위한 새로운 소

스를 얻고, 고객의 행동 및 시장 트렌드에 대한 신선한 통찰력

을 갖기 위함이다. 하지만, 하둡, No SQL, 시스템 인프라와 네

트워크 등 이를 위한 기술 요소들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일은 

기업에게 결코 쉽지 않다. 오라클은 고객이 이러한 어려움 없

이 치열한 경쟁시대에 한 발 앞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

록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한국

오라클은 기업이 범람하는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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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오라클의 사업 영역

오라클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는 테크놀로

지 제품군에는 업계 최고의 가용성과 안정성, 성능을 제공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

양한 옵션 제품들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및 스토

리지의 완벽한 통합 제품인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 등

을 제공해 시장에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국내에서 SKT, 보광훼미리마트, 아시아나항공

을 비롯 제조,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빠르게 채택

되며, 히트 제품으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오라클 미들웨어 오라클은 전략적인 기업합병을 통해 제품

군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해 고객의 요구에 보다 신

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파트너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퓨전(Fusion)’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오라클 SOA 스

위트(Oracle SOA Suite)와 오라클 웹로직 스위트(Oracle 

WebLogic Suite), 오라클 웹센터 스위트(Oracle WebCenter 

Suite), 오라클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Oracle Identity 

Management) 등과 클라우드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통합 플랫폼 오라클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Oracle 

Exalogic Elastic Cloud)등이 오라클 미들웨어 제품군을 대표

한다.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퓨전 전략을 표방한 이래, 오라클은  

지난 몇 년간 피플소프트, 시벨, BEA, 하이페리온 등을 포함

해 70여개 우수 기업을 인수하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의 극

대화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제품군

은 ERP, CRM, SCM, EPM/ BI 등으로 나뉜다. 완벽한 통합 

패키지로 고객들의 비즈니스 수행을 지원하는 오라클 e-비

즈니스 스위트(Oracle E-Business Suite), 중견기업을 위한 

ERP 솔루션인 오라클 JD 에드워즈 엔터프라이즈원(Oracle’

s JD Edwards EnterpriseOne), 인사관리 솔루션인 오라클 

피플소프트 엔터프라이즈(Oracle’s PeopleSoft Enterprise),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오라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스위트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Suite)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

고 산업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세 번째 엑사시리즈로 BI를 통합한 오라

클 엑사리틱스 인메모리 머신(Oracle Exalytics In-Memory 

Machine)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성

장을 지속하며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국내 시장에서 입

지를 강화하고 있다. 

오라클 시스템 오라클은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업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소

프트웨어와 미션 크리티컬 컴퓨팅 시스템을 결합할 수 있게 되

었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스크까지 통합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특히, 오라클 하드웨어 제

품은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

리케이션의 구동은 물론, 써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동

을 최적화하는 기술력을 무기로 시장의 입지를 빠르게 높여

가고 있다. 유닉스 기반 스팍 서버와 x86 서버 및 NAS, SAN, 

Tape, 가상화 소프트웨어, OS에 이르는 완벽한 시스템 포트폴

리오를 차별화된 무기로 시장을 공략한다. 합병 이후, 최근 시

장 점유율에서도 연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영향력을 높

여가고 있다.

한국오라클 소개

1989년 설립된 오라클사의 한국법인 한국오라클(사장 김형

래, www.oracle.com/kr)은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는 테

크놀로지 사업부,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이르는 4

가지 비즈니스 영역의 솔루션 공급뿐 아니라 컨설팅 및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5,000여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

스 수행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IT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발휘의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을 위한 발

판 마련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 몇 년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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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연이어 본사가 선정한 성과와 기업운

영, 고객 및 파트너, 직원 관리 부문의 챔피언으로 여러 차례 

선정돼 성공적인 운영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

스코, 삼성, LG전자, 두산그룹, 한화그룹, KT, SKT, 국민은

행,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5,000여 기업이 오라클의 제

품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

를 인정받아 한국오라클은 2012년 본사로부터 ‘아시아 지역 

최우수 국가(베스트 컨트리)’로 선정된 바 있다.

설립일자 1989년 11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12층

대표 김형래 사장

홈페이지 www.oracle.com/kr 

오라클의 인수합병 기업 현황

인수 기업명
인수 
시점

기업 설명 분류

2005년

1
피플소프트

(PeopleSoft)
1월

2004년 JD Edwards (JD에드워즈)를 
인수한 세계적인 ERP 업체이자 HCM 

(인사관리솔루션) 분야 1위 업체

애플리케이션
(HCM)

2 오블릭스 (Oblix) 3월 계정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미들웨어 (보안)

3 리텍 (Retek) 4월 세계1위의 유통 애플리케이션 전문업체 미들웨어 (보안)

4 트리플홉 (TripleHop) 6월 포괄적인 기업용 검색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검색)

5 타임스텐 (TimesTen) 6월
세계1위의 메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MMDBMS) 업체
데이터베이스

(MMDB)

6
프라핏로직
(ProfitLogic)

7월 판매데이터분석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통)

7
컨텍스트미디어
(Context Media)

7월 기업 컨텐츠 통합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컨텐트 관리)

8 아이플렉스 (iFlex) 8월
인도회사. 세계적인 코어뱅킹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금융서비스)

9 시벨 (Siebel) 9월
세계1위의 CRM 전문업체로 2006년 1월 

합병절차 최종완료
애플리케이션 (CRM)

10 G-로그 (G-Log) 9월 물류와 운송관리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SCM)

11
이노베이스
(Innobase)

10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엔진 개발업체 데이터베이스

12
소어테크놀로지

(Thor Technologies)
11월

계정관리 및 접근관리 분야의
 가상 디렉토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보안)

13
옥텟스트링

(OctetString)
11월

계정 및 접근관리 분야의 
가상 디렉토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보안)

14
템포소프트

(TempoSoft)
12월

워크포스 스케줄링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통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통)

2006년

15
360커머스

(360Commerce)
1월

유통과 물류분야의 오픈 스토어와 
멀티채널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통)

16
슬리피캣

(Sleepycat)
2월

‘버클리DB’라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

17 핫십(HotSip) 2월
메시징 소프트웨어 업체. 차세대 통신 
프로토콜인 접속설정 프로토콜(SIP) 
기반 메시징 솔루션 분야 선도기업

미들웨어 (통신)

18
포털 소프트웨어

(Portal Software)
4월

통신과 방송산업을 위한 빌링 및 
순익관리 솔루션 공급업체

미들웨어 (통신)

19 넷4콜(Net4Call) 4월
통신업체를 위한 Parlay/OSA 서비스 

제공 컴포넌트 제공업체
미들웨어 (통신)

20 디맨트라(Demantra) 6월
디맨드 중심(Demand-driven) 플래닝 

솔루션 제공 기업
애플리케이션 
(ERP, SCM)

21
텔레포니 앳 워크

(Telephony@Work)
6월

통합 IP기반의 컨택 센터 서비스 
(contact center service) 소프트웨어업체

애플리케이션(CRM)

22
시그마 다이나믹스
(Sigma Dynamics)

8월 실시간 예측분석기술 제공 업체 미들웨어 (BI)

23
썬업시스

(Sunopsis)
10월

고성능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제품 
제공업체

미들웨어 (DI)

24 메타솔브 (MetaSolv) 10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산업에 영업지원

시스템 관련 솔루션 제공 업체
애플리케이션 (OSS)

25 스텔런트 (Stellent) 11월
글로벌 기업콘텐츠 관리(ECM)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ECM)

26
SPL 월드그룹

(SPL WorldGroup)
11월

유틸리티 업계를 위한 매출 및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2007년

27
하이페리온
(Hyperion)

3월
기업성과관리(EPM)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BI)

28 탱고솔 (Tangosol) 3월 데이터 그리드 소프트웨어 업체 미들웨어

29 로드스타 (Lodestar) 4월 미터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애플리케이션

30 앱포르지 (AppForge) 4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
애플리케이션

31
애자일 소프트웨어
(Agile Software)

5월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32 바로사 (Bharosa) 7월
사용자 인증 및 보안, 계정관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보안)

33
브릿지스트림사 
(Bridgestream)

9월 엔터프라이즈 권한관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34
넷슈어 텔레콤

(Netsure Telecom 
Limited)

9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업체 미들웨어

35
인터레이스시스템즈 
(Interlace Systems)

10월 운영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미들웨어 (BI)

36
로지컬앱스

(LogicalApps)
10월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37 모니포스 (Moniforce) 12월 사용자 경험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2008년

38
캡토베이션

(Captovation)
1 월 문서 캡쳐 솔루션 전문업체 미들웨어 (ECM)

39
BEA 시스템즈

(BEA Systems)
1월 미들웨어 전문 업체 미들웨어

40 엠피릭스 3월 웹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전문업체 미들웨어

41
어드민서버

(AdminServer)
5월 보험 솔루션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2
스카이와이어
(Skywire)

6월 보험 솔루션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3
Global Knowledge 

Software LLC
8월 자가 트레이닝 자동화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44 클리어앱 (ClearApp) 9월 SOA애플리케이션 관리 전문업체 미들웨어

45 AVT 10월 3D 비주얼 플래닝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6
프리마베라
(Primavera)

10월 프로젝트관리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7 헤일리 (Haley) 10월
정책 모델링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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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8 엠벨런트(mValent) 2월
애플리케이션 컨피규레이션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49 렐시스(Relsys) 3월
의약품 안전 및 위험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50
썬마이크로시스템즈
(Sun Microsystems)

4월 컴퓨터 서버 업체 시스템

51
버추얼아이언
(Virtual Iron)

5월 가상화 전문업체 테크놀로지

52
컨포미아 소프트웨어

(Conformia 
Software)

6월 생명과학 부문 PPLM 전문업체 애플리케이션

53
골든게이트 소프트
웨어 (GoldenGate 

Software)
7월 실시간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업체 미들웨어

54 하이퍼롤 (HyperRoll) 9월 재무보고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2010년

55
실버크릭 시스템
즈 (Silver Creek 

Systems)
1월 제품 데이터 품질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56
앰버포인트 

(AmberPoint)
2월 SOA 런타임 거버넌스 솔루션 전문업체 미들웨어

57 컨버진 (Convergin) 2월 실시간 서비스 브로커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통신)

58
Art Technology Group 

(ATG)
2월 E커머스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59
페이즈포워드

(Phase Forward)
4월 생명과학 부문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60
마켓투리드

(Market2Lead)
5월 CRM디맨드 제너레이션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61 세체르노 (Secerno) 5월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업체 데이터베이스

62

이서브글로벌즈 USP
(eServGlobal’s 

Universal Service 
Platform :USP) 

5월
IT기반 선결제 과금솔루션 업체의 선지불 

SW 분야
애플리케이션

63
데이터스케일러
(DataScaler )

10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업체 데이터베이스

2011년

64 엔디뷔어 (Ndevr) 2월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위한 통합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65
데이터노믹

(Datanomic)
4월

고객 데이터 퀄리티 및 리스크와 컴플라
이언스 관련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66
팻와이어 소프트웨어
(FatWire Software)

6월 웹 경험 관리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67
필라 데이터 시스템즈
(Pillar Data Systems)

6월 SAN, I/O 스토리지 전문 업체 시스템

68
케이스플라이스

(Ksplice)
7월 리눅스 커널 패치 전문 업체 시스템

69 인큐리어 (Inquira) 7월 지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70
고어헤드 소프트웨어              
(GoAhead Software)

9월
COTS(commercial off-the-shelf 
solutions)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71 엔데카 (Endeca) 10월
비정형 데이터관리, 웹 커머스, BI 

솔루션 전문 업체
미들웨어

72
라잇나우 테크놀
로지(RightNow 
Technologies)

10월 클라우드 기반 CRM 솔루션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2012년

73 탈레오 (Taleo) 2월 인적자원관리(HR) 소프트웨어업체 애플리케이션

74
클리어트라이얼

(ClearTrial)
3월 클라우드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업체 애플리케이션

75 비트루 (Vitrue) 5월
클라우드 기반 소셜 마케팅 및 

인게이지먼트 플랫폼 업체
애플리케이션

76
콜렉티브 인텔렉트

(Collective Intellect)
6월

클라우드 기반 소셜 인테리전스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77 인볼버 (Involver) 7월 소셜 마케팅 기업 애플리케이션

78 스카이어 (Skire) 7월
클라우드 기반 및 온프레미즈 캐피탈 

프로그램 관리 및 시설 관리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79
엑시고 시스템즈
(Xsigo Systems)

7월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업체 시스템

80
셀렉트마인즈
(SelectMinds)

9월
클라우드 기반 소셜 역량 소싱 및 기업 

동문회 관리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81
인스탄티스
(Instantis)

11월
클라우드 기반 및 온프레미스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솔루션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82 엘로콰 (Eloqua) 12월
클라우드 기반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83
데이터레이커
(DataRaker)

12월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유틸리티)

2013년

84
애크미 패킷

(Acme Packet)
2월 세션 보더 컨트롤 기술 업체 시스템 (통신)

85
님불라

(Nimbula)
3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미들웨어

86 테켈렉 (Tekelec) 3월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신호, 

정책 제어 및 가입자 데이터 관리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통신)

87
컴펜디움

(Compendium)
10월 클라우드 기반 마케팅 업체 애플리케이션

88
빅머신스

(BigMachines)
10월

클라우드 기반 CPQ	(Configure, Price, 
Quote)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89
비쳐 모바일

(Bitzer Mobile)
11월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솔루션 업체 미들웨어 (모빌리티)

90
너바닉스
(Nirvanix)

12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업체 시스템

91
리스폰시스
(Responsys)

12월
클라우드 기반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애플리케이션

2014년

92 블루카이(BlueKai) 2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93 코렌테(Corente) 3월 SDN 전문업체 시스템 (가상화)

94
그린바이트

(GreenBytes)
5월 ZFS기술 제공업체 시스템

95 라이브룩(LiveLOOK) 6월 코브라우징(Co-Browsing) 기술 업체 애플리케이션

96
마이크로스 시스템스
(Micros Systems)

6월 소매 분야 분야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 리테일

97
TOA 테크놀로지스
(TOA Technologies)

7월
클라우드 기반 인사 및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98
프론트포치디지털

(Front Porch Digital)
9월

콘텐츠 스토리지 관리 및 아카이브 
솔루션 제공업체

시스템

99
데이터로직스
(Datalogix)

12월 데이터 기반 온라인 광고마케팅 기업 애플리케이션

2015년

100
맥시마이저

(Maxymiser)
8월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업체

애플리케이션

101
클라우드몽키

(CloudMonkey)
8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등 LLC 제품 
인수

미들웨어

102
스택엔진

(StackEngine)
12월 클라우드 업체 미들웨어

2016년

103 애드디스 (AddThis) 1월
퍼블리셔 퍼스널라이제이션, 오디언스 
인사이트 및 액티베이션 툴 제공 업체

애플리케이션

104
라벨로 시스템즈

(Ravello Systems)
2월 클라우드 업체 미들웨어

105
크로스와이즈
(Crosswise)

4월
머신러닝 기반 크로스-디바이스 

데이터 전문 업체
애플리케이션

106 텍스투라 (Textura) 4월
건설 계약 및 결제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인더스트리 솔루션 

(엔지니어링 및 건설)

107 오파워 (Opower) 5월
고객 인게이지먼트 및 에너지 효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인더스트리 솔루션 

(유틸리티)

108 넷스위트 (NetSuite) 7월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솔루션 업체 애플리케이션

109 로그파이어 (LogFire) 9월
클라우드 기반의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 제공 업체
애플리케이션

110 팔레라 (Palerra) 9월 클라우드 보안 자동화 업체 미들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