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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시큐리티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로
인프라 구축 시간 90% 단축
“가상화 환경을 그대로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실습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현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고, 유동적인 수강 기간 및 인원규모에 따른 교
육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인프라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및 중동의 교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
게 됐다.”
–김병효, 수석연구원, 전략사업팀 팀장, 코어시큐리티

회사 소개

산업군

연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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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Research

US$0.8 million

20명

(CoreSecurity Co., Ltd.)
Seoul, Korea
www.core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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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제품

· Oracle Ravello Cloud Service

도전 과제
・보안 교육 및 침해사고대응 훈련에 대한 수요
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인
프라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실습 교육 시 1000대 이상의 서버가 필요한
인프라 구성에 소요되는 많은 초기 도입 비용
및 구축 시간을 절감하고자 했다.

도입 효과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실습 교육 시 필요했던 서버 가상화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인프라 구현에 필요한 서버 확대 비용을 절감했다.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전에는 가상 머신의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훈련 자원의 배포 시간이 10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가상 머신의 규모에 상관 없이
5~10분으로 교육 준비 시간을 90% 단축했다.
・가상화 전반에 대한 분석 없이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기능 분석만으로도 필요한 관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져, CCR 운영시스템 개발 기간이 1/3로 단축되었다.
・가상 머신 구성 및 네트워크 가상화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REST API 기능으로 훈련 컨텐츠 개발 시 가상자원 설정, 테스트, 관리에 드는 시간
을 50% 이상 단축했다.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터넷에 접속만하면 교육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됨으
로써 유연성이 향상됐으며, 교육 수요 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해졌다.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공간 및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
학습 형태로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 교육 컨텐츠 개발에 역량
을 더 주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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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시큐리티,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한 인프라 구현 시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고, 교육 컨텐츠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안 교육을 제공하는데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O r a c le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필요한 인프라 구현에 소요되는 시간 90%

Ravello Cloud Service)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축, 인프라의 유연성 및 확장성 확보

점점 증가하는 보안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

구축 과정(Execution)

게 됐으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인프라의 유

2017년 3월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

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했다.

도입을 결정했다. 제품에 대한 데모 및 테스트

코어시큐리티는 침해사고대응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강의 및 실제 침해사고

과정을 거쳐, 2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을 도출

상황을 재현하고, 분석 및 대응 훈련을 수행할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했다. 7월부터 오라클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강의, 교재,

“타 벤더와 비교해 오라클은 높은 호환성을

스를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용자 PC에 실습 환경을

제공해, OS, 네트워크 등의 어떠한 고객의 환

구축하거나 가상화 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

경에서도 코어시큐리티의 교육 인프라를 구

로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할 수 있었다. 또한 오라클의 통합된 개발
환경은 가상화 환경과 동일하게 클라우드 환

코어시큐리티는 실습 교육을 하는데 필요

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개발 편의성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