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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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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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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Oracle Delivers a Modern Cloud

Why Oracle Cloud?

축적된 가치
■  지금 우리는 대대적인 변화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소셜, 모바일, 

분석 및 클라우드의 축적된 가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T의 변화 : 비즈니스 생산성을 위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고 SaaS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스케일
■   글로벌 HR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전면적인 표준화를 통해 도출되고 있습니다.

■   인재 관리를 도입했으며 그 구현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쉽게 

수행됐습니다.

최소 자원으로 최대 성과
■  사물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CX(Customer Experience)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최소 자원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긴밀하게 통합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오라클의 클라우드 분석 및 마케팅 솔루션으로 매장 경험의 지역 

연관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장 가능한 플랫폼

■  확장 가능한 기술 플랫폼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 및 플랫폼이 

필수적입니다.

■  매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에서도 높은 개인화 수준을 기대하는 

많은 가망 고객 및 고객들로 인한 심각한 과제를 해결해 줍니다.

단순화
■   변혁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트렌드는 바로 단순화입니다.

■   SaaS를 통해 매우 빠르게 모든 범위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었으며,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지역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  지난 주에 발생했던 일들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즉각적으로 응대 및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창조하며 

단순화된 환경에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Kim Stevenson,
SVP and CIO, Intel

Jamie Miller,
SVP and CIO, GE

Steve Little,
CIO, Xerox

Filippo Passerini, 
Group President, P＆G

Tim Theriault, SVP
and Chief

Improvement Officer,
Walgreens

Yael Cosset,
CIO, dunnhumby

• 특정 영역의 특화 솔루션만을 클라우드로 제공

•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목표

•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기능, IT인프라 구현

• 본질적으로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며 경직된 운영의 한계

• 비즈니스 전 영역에 대한 클라우드 커버리지

• 고객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유연성 확대

• TCO뿐만이 아니라 유연성과 신속성 지향

• 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서비스, 업그레이드 효율성 보장

Early 
Clouds

Oracle 
Modern 
Cloud

Complete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역할별 통합된 분석 정보 내장

최신 UX(User Experiences)에
기반한 사용자 환경

하나의 표준기반 플랫폼
(One Standard Platform)

대사관급(Embassy Grade) 완벽한 보안과 규제 준수

Data Driven

Personalized

Connected

Secure



② 오라클 클라우드와 타 클라우드 솔루션 간의 연계 (예컨대, Salesforce.com과의 연계) 

③  오라클 클라우드와 On-premise/Legacy 시스템과의 연계 등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러한 다양한 접점에서의 연계를 

위해 ICS(Integration Cloud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웹 화면 내에서 포인트 앤 클릭(Point ＆ Click) 방식으로 다양한 솔루션과의 

연계를 쉽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Data Center)의 현황은 어떠한지요? 

오라클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라클이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오라클은 가장 높은 수준의 ‘Tier IV’ 급의 데이터 

센터를 전세계 19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현재 APAC에서는 일본, 호주, 싱가폴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적인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보안입니다. 오라클도 이러한 보안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보안 인증 기준 (ISO27002, 

SSAE16 SOC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출입통제, 활동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물리적 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화벽, 데이터 암호화, IP 필터링 등의 소프트웨어 보안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Upgrade), 유지관리는 어떻게 수행하는지요?  

오라클은 900명 이상의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데이터 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24X7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클라우드 환경 업그레이드를 실시합니다. 원칙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전체 고객사에 가장 최신 버전을 적용하는 것이며, 바로 이전 버전은 

운영지원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2주에 1회 패치(Patch) 및 운영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며, 백업(Back-up)은 일 단위로 증분 백업,  

주 단위로 전체 백업이 이루어집니다.

국내 규제에 적합한지요? 

해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 가장 고민되는 국내 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관리의 세부항목으로는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중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권한 관리는 양측에서 중복으로 

제공하고, 개인정보 암호화는 각각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객측에서도 정보보호 담당자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와 3자 관리위탁 공지 등의 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IT 조직이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지요?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면 가장 도전을 받는 조직이 기업 내에서 IT 업무, 특히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생태계 내에서도 IT 

조직의 역할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 창구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변화관리와 기능의 확장 필요 시 그러한 역할도 담당하여야 합니다. 내부에서 클라우드 적용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대외 사업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적용 프로젝트에서 구축 서비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오라클의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국내 적용에 필요한 특화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등록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CSB(Cloud Services Brokerage) 역할로 기업의 클라우드 적용 필요성과 방안을 컨설팅하고 구축과 관리까지 

담당하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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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의 비용절감 효과는 어떠한지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은 ‘과연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입니다. TCO 부분은 해당 프로젝트의 

규모, 기간, 적용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보다는 신규로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TCO 절감 효과가 큽니다. 

보통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이 클라우드를 고민하는 시점은 ① 기존 시스템의 전면적 업그레이드 및 개편, ② 국산 시스템을 기업 

성장에 맞춘 글로벌 패키지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기존 구축형(On-premise) 방식대로 대규모 

의 개발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구축 비용이 증가하여 TCO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TCO 절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사상에 맞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표준 프로세스(Standard Process)를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적용한다면 TCO 산정기간, 감가상각 기간, 업그레이드 주기 등 다양한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TCO 측면에서도 분명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의 구축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클라우드 적용 모듈 수, 추가 개발(Extension)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재무와 구매 모듈 위주로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스타트 업 팩(Start-up Pack)을 적용하면 약 8~12주 정도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지속적인 워크샵을 통해 사전 정의된 템플릿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컨피규레이션(Configuration), 검증(Validation) 후 전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존 구축형(On-premise) 대비 클라우드의 기능 수준은 어떠한지요?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는 기존의 구축형 시스템과 인수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글로벌 1위 솔루션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ERP의 경우, 현재 출시되어 있는 모듈(재무, 구매, 재고, 프로젝트 관리 등) 기준으로 보면 기존 구축형 ERP 시스템과 커버리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HCM, CX의 경우, 현재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함으로써 기존 구축형 제품보다 전문적이고 새로운 기능들을 다수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UX, 소셜이나 모바일 적용 등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차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의 확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 구축형 솔루션의 프로그램 방식인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이 아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방식으로 기능의 확장을 지원합니다. 

① 클라우드 내에서 가능한 컨피규레이션(Configuration)으로 화면 구성, 리포트 작성, 승인 룰 변경을 지원합니다. 

②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Java Cloud Service) 환경을 이용한 별도의 개발 및 연동 환경을 지원합니다. 

③  오라클의 클라우드 웹 사이트(cloud.oracle.com)에서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합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350여 개 사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약 400여 개 이상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였으며,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은 원하는 

확장 기능을 찾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클라우드라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고민하면서 가장 문의가 많은 항목 중 하나가 타 솔루션과의 연계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연계가 필요한 접점은 크게,

① 오라클 클라우드 솔루션 간의 연계 (ERP Cloud와 HCM, CX Cloud 연계 등)

Q 1

Q 2

Q 3

Q 4

Q 5

궁금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라클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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