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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고성능의 운영 시스템
관리 및 효율적인 프로젝트 환경 구성
“대상㈜은 온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도입해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IT 운영을 통해 제품 개발 관련 10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확장도 가능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품의 출시 속도를 단축시키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곽문교, PI본부장, 대상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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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제품

· Oracle Public Cloud Machine X5

도전 과제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최소화해 애플리케이션
의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
・시스템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자 했다.
・노후화된 기존의 하드웨어 장비로 인해 발생
하는 성능 및 안정성 이슈를 개선하고자 했다.

도입 효과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민첩성을
향상하였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CPU, 메모리 등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여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시스템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했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한 번에 10가지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하였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으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노후화된 하드웨어로 인해 발행하는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하드웨어 모니터링 및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장애 발생
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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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 도입 통해 시스

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대상㈜은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템의 성능 및 안정성 향상, 효율적인 IT 운영

<건강한 식문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

“오라클 엑사데이타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베

관리 환경 구성

업>이라는 기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

이스에 최적화된 성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

고객, 가족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념을 실

라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고, 이에 클라

대상㈜은 1956년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행함으로써 백 년 기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엔지니어드 시스템인

설립돼 세계 일류의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

있다.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선택하게 됐다. 또
한, 추가 서버 구매 비용 없이 오라클 퍼블릭

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이다. '청정원'과 '종
가집' 브랜드로 대표되는 종합식품사업, MSG

대상㈜은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도입해

클라우드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

와 라이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발효기술

노후화된 하드웨어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높

했다.”

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바이오

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사업, 녹색성장을 위한 신소재 개발로 더욱 주

또한 효율적인 IT 운영이 가능해져 시스템의

구축 과정(Execution)

목받고 있는 전분당 사업, 클로렐라와 뉴케어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

대상은 2017년 5월 전사의 모든 시스템 및

등 건강식품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식품

개발 관련 10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

네트워크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오라클

문화를 선도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고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중 거쳐야 하는 테스

클라우드 머신에 탑재했다. 2개월 간 파일럿

있다.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트 과정을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에서 한 번에

테스트를 거친 후 7월에 고라이브(Go-live)

인정받으며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오세아니

처리할 수 있게 돼, 제품의 출시 속도를 단축시

했다.

아 등 전 세계 40여 개 해외 거점을 통해 글로

키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