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acle 업그레이드: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Oracle은 고객의 비즈니스를 빠르고 간편한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Accelerator와 툴 개발에 투자해왔습니다. Oracle은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객이 Oracle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에 투자함으로써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초기 솔루션 및 타깃 솔루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Oracle 컨버전 툴킷은 자동화를 통해 
직원의 업무량을 줄여줍니다.

뛰어난 Accelerator 및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로 이전 작업을 간소화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관리를 Oracle이 책임짐으로써 
귀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제일은 

클라우드 가동 일자에 맞춰 조정됩니다.

낮은 비용 높은 속도 결과 보장

자동화된 툴

지금 Oracle과 함께 귀사의 클라우드 여정을 
속도를 내십시오.

확장 가능한 프로세스 자동화로 비즈니스 운영 최적화

더 나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성과 개선

팀 업무의 더 높은 가치 실현 및 더 나은 전략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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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시간 최대 30% 단축

Oracle의 자동화된 업그레이드 여정
Oracle True Cloud Method는 귀사의 클라우드 여정을 자동화하고 조정하여, 이전에 들던 시간과 비용을 

최대 30% 절감합니다. 

귀사를 위한 Oracle Consulting 전담 컨시어지 팀이 업계 최고의 작업 방식으로 빠르고 원활한 도입과 예측 
가능한 결과를 지원합니다.

자동화된 업그레이드 도구  
Oracle Soar로 클라우드 
여정 준비하기

클라우드 도입 또는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세요? 
수수방관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귀사가 제자리에 멈춰 있는 동안 경쟁사들과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통한 수익이 만족할 만하더라도, 

긴 업그레이드 주기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면 이러한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Oracle Accelerator를 통해 클라우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으로 즉각적인 수익이 창출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꾸준한 
가치 향상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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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작하기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를 준비, 경험 및 비전의 
3단계로 단순화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기존에 도입된 
기능과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을 매핑해, 

귀사에 필요한 부분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귀사의 

새로운 IT 셋업에 관한 전체 그림을 완성해, 
타이밍을 계산하고 프로세스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강력한 비즈니스 사례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제 실제로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워크숍을 
통해 AI와 기타 최신 기술의 혜택을 활용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귀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 
생성을 지원합니다.

Oracle의 전문 툴을 활용해 귀사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성의 수준, 표준화 
및 귀사의 맞춤형 IT 셋업에 관한 

전체 그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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