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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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툴, 시스템 연동을 위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상에서 ERP Cloud, CX Cloud, HCM Cloud 등의 3개 영역에서 50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가장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의 제공, 

모듈기반(Modular) 또는 전 스위트(Suite) 방식의 다양한 배포 옵션, 확장과 통합을 위한 개방형 표준 

기반의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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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Cloud Company" 오라클 클라우드 가장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 파트너,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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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은 IaaS, PaaS, SaaS의 세 가지 모든 영역에서 인상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라클 

오픈월드 기조 연설에서 오라클 제품 개발 총괄 사장 토마스 쿠리안은 “우리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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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라도 브라우저만 있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놀라운 제품 혁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Thomas Kurian, President, Oracle Product Development 

오라클 클라우드의 여섯 가지 특징

저비용  
가장 적은 구매비용으로 
총소유비용(TCO) 절감

표준화 
SQL, Hadoop, NoSQL, Java,  
Ruby.js, Linux, Docker 등 업계 표준 준수

신뢰성
무중단 운영(Fault tolerant -  
No single point of failure)

상호호환성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사이의 
용이한 통합과 연동 지원

고성능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애널리틱스 제공

보안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항상 방어하며,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

오라클 클라우드, 무엇이 다른가

완전성

Comple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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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Open
• 개방형 표준 기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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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과 파트너 모두가 손쉽게 확장 개발 가능 

보안

Sec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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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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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IT환경과 기술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 운영, 개발, 통합 및 확장 등 기존 IT인프라 이관 및 적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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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Forrester Research Jim Sergent, USA TODAY

 2016 ~ 2017 벤더별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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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본 오라클

오라클, 기업용 SaaS 애플리케이션 매출 세계 1위 
– IDC 2015, 1,000명 이상 기업 대상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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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행사인 오라클 오픈월드 2016에서 오라클 창업자 겸 CTO 래리 앨리슨, 아마존에 선전포고… 
‘클라우드 빅4’ 도약 자신감
  경쟁사 대비 저렴하지만 보안성이 뛰어난 고품질 2세대 클라우드 제공, AWS 대비 코어, D램, SSD 성능은 2~4.5배  
향상, 비용은 1.2배 저렴
 SaaS, PaaS, IaaS가 완벽하게 통합된 클라우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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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Customer Experience

Oracle Customer Experience는 고객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니즈 ▶ 관심 ▶ 개인화된 오퍼 제시 ▶ 구매 ▶ 서비스 ▶ 브랜드/제품 만족 ▶ 재구매에  

이르는 고객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비즈니스 영역을 하나의 통합된 프로세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Customer Journey

Web

Mobile

Channel

Social Field
Service

Contact
Center

In-Store

Direct Sales

 Oracle
Marketing

Cloud

 Oracle
Sales
Cloud

 Oracle
CPQ

Cloud

 Oracle
Commerce

Cloud

 Oracle
Service
Cloud

 Oracle
Social
Cloud

Globalizations and Statutory Localization

Integrated Customer Experience Foundation

Social Network Mobile
Analytic KPIs ＆

Dashboards
Predictive
Analytics

Integrations

옴니 채널 
옴니 채널 간의 내재된 통합 프로세스로 비즈니스 가치 증대에 집중

통찰력 및 확장성 
업무별 모듈 적용, 업무 영역 확장 및 레거시 시스템 통합을 통한 통찰력 제공

산업별 솔루션 
산업별 선진 사례를 적용한 경쟁력 강화 및 TCO 절감

완전성 
마케팅, 영업, 커머스, 서비스, 소셜에 걸친 전체 영역에서의 고객 경험에 대한 역량 강화

Oracle Marketing Cloud는 디지털 고객 경험 정보를 수집하여 Unknown 고객을 Known 고객으로 유도하고 

옴니 채널에 대한 캠페인을 기획 및 실행하며, 캠페인 결과로 발굴된 관심 정보를 양질의 가망 기회로 양성하여 

Sales Pipeline의 발굴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고객의 행동 및 프로파일 
기반으로 대상 고객 추출

•  개인 고객별 Digital Body 
Language를 통한 가시성 확보

•  캠페인 성과, 리드 양성, 고객 
정보 등에 대한 실시간 분석

•  벤치마크 리포트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

•  고객의 행동 및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Lead Scoring

•  관심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Hot Lead로 전환

•  Drag ＆ Drop으로 캠페인 설계
•  하나의 화면에서 설계 ＆ 실행
•  개인화된 콘텐츠 디자인

고객 경험 수집 구매 의도 및 니즈 감지 가망고객(Lead) 발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마케터 영업 / 대리점

자사 사이트
(1st Party)

대리점/판매 사이트
(2nd Party)

3rd Party

Mobile

SNS

수집 해석
식별 실행 전환

평가 대응 마감
타겟팅

익명 방문자 잠재 고객 가망 고객

소비자

도입 배경
■  매뉴얼 Lead 관리의 비효율성 - Deal Close 가능성이 높은 Lead만 
자동으로 추출하여 관리할 필요

■  신규 Business Line이 추가되는 경우 마케팅 적용에 시간 소요

■  딜러와 데이터 단절로 협업이 어려움

도입 효과
■  23개 Business Unit에서 글로벌 통합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용 중 

■  딜러 네트워크를 통합한 Pipeline Analysis 확보 

■  구축 2개월 만에 딜러 네트워크에서 $12.8M의 신규 Pipeline 창출

마케팅 성과
측정

캠페인 관리

고객관리 가망고객
(Lead)관리

ELOQUA

고객 사례

 Oracle Marketing Cloud(Elo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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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ales Cloud는 인사이트 중심의 Modern Selling을 통해서 영업 및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고 판매 활동에 

집중하여 직접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Traditional Selling Modern Selling

Pipeline Building
•  Cross/Up-Sell 상품 추천 엔진

•  캠페인을 통한 가망 기회 발굴

•  고객별 디지털 행동 정보를 통한 가시성 확보

Insight-driven
•  정확한 고객 정보 정제 및 완전성 확보

•  정밀한 화이트 스페이스 분석을 통한 공략

•  적절한 시기의 실행 가능한 예측

Fast ＆ Easy
•  직관적인 UX로 별도의 교육 없이 사용 가능

•  맞춤화된 프로세스 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빠른 적용, 지속적인 혁신, 낮은 TCO

On Mobile
•  전체 업무의 모바일 지원으로 영업 시간 증가

•  가격, 견적, 계약 정보 통합으로 거래 속도 및 마진 개선

•  모던 모바일 앱 통합으로 생산성 향상

Collaboration
•  영업 단계에 맞는 지능적인 코칭

•  CRM 정보와 연계된 SNS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실행력 강화

Multi UI
•  Desktop, Simple, Mobile, Outlook 4개의 UI에서 
같은 프로세스 및 컨피그레이션 적용

•  전화, 이메일 등 고객과의 상호작용 연동

Modern Sellers, Ready for Integrated “Smarketing”

구매 의도 파악 1:1 캠페인 실행 가망 고객 스코어링
＆ 영업 기회 전환

영업 기회 관리 견적 구성 주문 생성 실적 측정

도입 배경
■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지원해 줄 차세대 SFA 솔루션 필요

■  빠른 시스템 구현 및 온보딩

■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지원

■    강력한 개발 도구 및 환경

도입 효과
■  새로 인수한 회사의 영업사원들에게 빠르게 솔루션 적용

■  영업 사원 교육 시간 감소

■  모바일을 통한 영업 효율성 개선

■  리포팅 및 분석 능력 향상

다양한 채널을 아우르는 가망 기회 발굴영업 회의에서의 가망 기회 리포팅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영업과 리포팅필드 영업 활동보다 많은 사무실에서의 보고서 작업 

인사이트 중심의 스마트한 영업영업 활동량 중심의 힘든 영업

실시간 협업도구를 이용한 소셜 영업개인 메신저를 통한 그룹 채팅

신속하고 용이한 업무 적용복잡하고 산만한 여러 개별 시스템

고객 사례

오라클의 B2C 크로스 채널 마케팅 솔루션 Responsys는  

마케팅 담당자가 개별화된 고객 경험을 대규모로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케팅 담당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개인화된 프로필을 관리하고, 전자메일,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및  

소셜 채널에서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화된 캔버스를 제공합니다.

 Oracle Marketing Cloud(Responsys)

도입 효과
■  아디다스는 크로스 채널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오라클 마케팅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이메일 오픈율을 2배 증가시키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스포츠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환율을 기존 대비 5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고객 사례

Adaptive Orchestration Marketer-Centric Industry Leadership

고객 경험 통합
모든 채널을 통해 고객 주기에 맞춰 
개인화되고 일관된 상호 작용

강력한 마케팅 도구
마케팅팀이 전략 수립과 실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순하고 정교한 캔버스

기대 가치 그 이상
신뢰성과 확장성을 고루 갖추어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업계 최고의 기술

전자메일 모바일 소셜미디어 웹 전자상거래 디스플레이 검색

Open Platform  
Pull together apps, data and media

Cross-Channel Orchestration Canvas  
Create consistent and optimized experience 
 

Adience Segmentation 
Identify and target audiences individually 
  

Enterprise Infrastruchture 
A platform that marketers love, but IT trusts

Content  
Engage customers  
personally 

• connectAPls
• AppCloud

• Rapid Retargeter 
• Multivariate Testing 
• Send Time Optimization 
• Behavioral Switches  
• Event Switches 

• Filter Designer
• Personalization
• Dynamic Content

• Segmentation 
• Audience Data Marketplace 
• Intent and Interest Data 

• Message Designer  
• Mobile Message Designer 
• Campaign Workbook  
• Content Marketing 

• Enhanced Authorization 
• Best in Class Deliverability

• Security 
• Scalability 

Next-generation 
Reporting & Analytics
Attribute revenue and 
engagement for marketing

• Revenue Attribution
• Granular Reporting
• Cross-Device Attribution
• KPls 

테스트 & 최적화
효과적인 테스팅과 자동화된 최적화를 통해 
손쉽고 지속적인 테스트와 이터레이션

마케터의 실행력 강화
마케팅 담당 직원의 업무 처리 역량을 
저하시키지 않고 IT 의존도를 낮춤

실행 가능한 혁신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고객 주도 제품 개발

Oracle Sales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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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관리 영업 기회 ＆
파이프라인 관리 옵션 구성 ＆ 가격 견적 ＆ 제안 협상 ＆ 계약 주문 ＆ 청구

도입 배경
■  복잡한 파이낸스 딜 계산과 견적에 많은 시간과 오류 발생

■  사일로우화된 시스템들은 성능과 정확성 결여

■  전략적 영업 기회에 대한 집중과 관리 체계 절실

도입 효과
■  딜 진행 소요 시간이 2~3주에서 수 시간 이내로 단축

■  영업 Pipeline 정확성 100% 달성

■  Cross/Up-Sell 활성화로 다국적 상품 판매 역량의 획기적 확대

■  최적화된 계산과 빠르고 정확한 견적 생성

Select ＆ Configure
상품 및 옵션의 구성을 정형화하고, Cross/Up-Sell을 
위한 추천 상품 기능 구현으로 BOM 정확성과 영업 
생산성, 그리고 평균 주문 금액의 증가

Present ＆ Propose
견적/제안서 자동 생성 및 주문 자동화를 통한 영업 
사이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

Report ＆ Analyze 
영업 기회별 견적 소요 시간 및 가격 할인 등 CPQ 프로세스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석 대시보드 제공

Price ＆ Quote 
가격 할인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파트너 포함 승인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며 빠른 견적 
제시

Order ＆ Fulfill 
완성된 견적 기반의 자동 주문 생성 및 ERP 통합성 
제공으로 수작업 및 오류 가능성을 제거

•  가격 계산 공식 관리

•  문서 및 양식 자동화 도구

•  용이한 시스템 통합성

•  자동화된 판매 가이드

데이터 및 견적의 정확성

•  실시간 상품/옵션 구성

•  Up-Sell 가이드

•  번들링 옵션 가이드

•  승인 워크플로우 자동화

영업 생산성 향상

•  Cross-Sell 가이드

•  판매 후기를 통한 개선 효과

•  시스템 성능과 확장성

•  템플릿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영업 지원 비용 감소

Customer / Partner Product / BOM

Sales Opportunity Order

Oracle CPQ Cloud

Price &
Quote

Select &
Configure

Order &
Fulfill

Report &
Analyze

Present &
Propose

•  매출 기회 창출

• 구매 전환율 향상

• 매출 기반 확대

신규 유치
(Increase Revenue)

•  고객 만족도 향상

•  충성도 향상

•  브랜드 옹호 계층 확대

고객 유지
 (Strengthen Relationships)

•  서비스 조직의 생산성 향상

•  셀프서비스 강화

•  운영 비용 효율화

효율화 
(Lower Effort)

Web 
웹/모바일/소셜/KIOSK 등 비대면 고객 접점에서 고객 
스스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확한 고객 
의도 분석 및 해결책 제시

Contact Center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통합적으로 관리/
활용하며, 지식 콘텐츠의 고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자동 분석 및 자가학습 기능 제공

Platform 
혁신적인 커스터마이징 방식을 제공, 유연한 커스텀 개발 및 용이한 솔루션 확장이 가능하며, 시스템 통합성 및 글로벌 확장성 우수

Knowledge 
전화 및 모든 디지털 채널을 일관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응대하며,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있는 응대 
프로세스 제공

Policy 
정책 및 규제 조항을 규칙 기반의 통합 방식으로 관리, 
정책 준수가 필요한 모든 시스템에 자동 적용되고 변경 
반영되는 자동화 실현

Policy
Automation

Web
Customer Service

Knowledge
Management

Contact
Center Cross Channel

Platform
Service Cloud

도입 배경
■  오프라인에서의 Face-to-Face 응대 효과를 온라인에서 구현 필요

■  3대 이슈 및 해결 과제: 1) 상담 효율성, 2) 서비스 응대 품질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분석 및 모니터링 역량 확보, 3) 고객 셀프서비스 활성화

도입 효과
■  NPS(Net Promoter Score) 7배 향상

■  이메일 요청 건수 72% 감소

■  1차 해결률 10% 향상 및 고객당 평균 응대 시간 25% 감소

■  통합 상담 환경 확보와 여러 애플리케이션과의 실시간 통합성 확보

고객 사례 고객 사례

CRM ERP

Oracle Service Cloud

Oracle CPQ Cloud는 세일즈 프로세스 중, 

상품 및 서비스 구성 / 견적 / 제안 / 계약에 이르는 과정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영업 생산성 향상 및 마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Oracle Service Cloud는 전사 지식 플랫폼을 기반으로 옴니 채널에서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식 플랫폼은 고객에게 적합한 시간에 정확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Self-Service 해결 비율을 늘리고,  

직접 상담 요청 건을 줄임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비용을 줄여줍니다.

Oracle CPQ Cloud(Configuration, Pricing and Quotation)CX Cloud
Oracle Clou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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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사이트 확보
상품 및 옵션의 구성을 정형화하고, Cross/Up-Sell을 
위한 추천 상품 기능 구현으로 BOM 정확성과 영업 
생산성, 그리고 평균 주문 금액의 증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프로세스
영업과 서비스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간 정보 불일치 제거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
고객의 요청과 니즈 통합 관리 및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의 전환

고객 정보력 강화
기존 거래처들과 진행 중인 교차판매(Cross-Sell)나 
상향판매(Up-Sell) 영업 기회 및 영업 활동 정보를  
서비스 담당자에게 제공

신속한 고객 문제 해결
서비스 클라우드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한 고객 문제 해결

멀티채널 고객 응대
영업과 서비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도구를 활용하여 이메일, 채팅, 화면 공유 
기능 등을 통한 고객 지원 및 관리

협업과 모바일
서비스팀의 대고객 커뮤니케이션과 영업팀의 
대고객 활동에 대한 실시간 공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
보다 신속한 고객 응대와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통합 인사이트 제공 및 업무 단절성 제거

영업 실적 개선

서비스 경험 최적화

서비스 솔루션과 모던 세일즈 솔루션의 통합으로 완전한 영업 주기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강화하세요.

쉽고 빠르게 업무 적용이 가능한 Engagement Solution을 도입하여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세요

Modern Sellers, Ready for Integrated “Smarketing”

구매 의도 파악 1:1 캠페인 실행 가망 고객 스코어링
＆ 영업 기회 전환

영업 기회 관리 견적 구성 주문 생성 실적 측정

영업 실적 개선

고객 가치 제고

고객 경험 증가

서비스 경험 최적화Engagement
Cloud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소셜 메시지를 추출하여 고객의 Voice 파악,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및 소셜 데이터 분석 제공

도입 배경
■  지역별 서로 다른 소셜 채널 관리로 인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결여

■  통합된 플랫폼 내에서 Localization이 필요

■   고객들의 적극적인 소셜 채널 참여 유도 필요

도입 효과
■  약 5개의 소셜 채널들을 Oracle Social Cloud라는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함으로써 Governance 확보와 동시에 Localization이  
가능하도록 지원

■  +1.1 Million Facebook Fans, +90,000 Twitter Followers, 
+50,000 LinkedIn Contacts, +25,000 Instagram Followers 증대

고객 사례

Social Engagement Social Monitoring
Oracle 

Social Cloud

Social Engagement 
and Monitoring

Oracle Social Cloud

Oracle Engagement Cloud는 영업관리와 고객 지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향상하고, 

Seamless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Oracle Social Cloud는 소셜 채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Social Marketing과 Earned Media, Paid Media, Owned Media에 걸쳐 고객들의 반응을 수집, 대응, 분석을 제공하는 

Social Engagement and Monitor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racle Engagement CloudCX Cloud
Oracle Clou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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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의 중요성 증대

■  효율적인 마케팅 예산 사용을 위한 정교한 타켓팅 요구 증가

도입 효과
■  Dell을 방문하는 고객 데이터와 3rd Party 데이터를 통합하여  
가장 구매 가능성이 높은 타겟군을 선정하여 타겟팅의 정확성 증대

■  광고 집행비 대비 페이지 유입량 1000% 증가

■  홈페이지 방문율 15% 증가

고객 사례

Audience Data Management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1st Party 데이터뿐만 아니라 2nd, 3rd Party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Pre-Integrated Media and AD Partners
이미 미디어 및 광고 파트너들과 연계되어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광고 등 멀티 채널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udience Data Marketplace
D & B, 마스터 카드 등 30개 이상의 Branded Data Provider로부터 약 700M 이상의 Unknown 고객들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udience Analytics
캠페인 실행 후 결과 분석뿐만 아니라 캠페인 실행 전 타겟 고객군에 대한 적합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마케팅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Data Management Platform

Unify Data
And Build Right 

Audience

AD Network/
Publisher

Partner
Data

Search
Site

Market
Data

1st Data

Purchased 
Data

Marketer  

Publisher 

AD Netw
ork 

Data 
Out

Data 
In

ADT 캡스,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영업 가시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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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타이어,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고객 서비스 개선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 및 오라클 PaaS로 글로벌 영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영업 활동에 대한 
실시간 인사이트를 얻고 새로운 영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ERP 시스템과의 매끄러운 
통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대폭 향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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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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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주요 기능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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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토, 오라클 클라우드로 영업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해 영업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영업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에 영업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의 양을 1/5로 줄이고  

영업 사원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처의 숫자를 30% 증가시켰다.

김주용, 비즈니스 개발팀 팀장, 플리토(Juyong kim, Head of Bussiness Development, Flitto)

클라우드,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의 디지털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3rd Party 

데이터 통합을 통해 타겟 고객군을 좀 더 정교하게 추출합니다. 

또한, 타겟팅에 대한 정확성 및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무수한 기업들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의 사례를 통해 오라클 클라우드의 우수성과 높은 만족도를 직접 살펴보십시오.

Oracle DMPCX Cloud
Oracle Cloud Appl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