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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G  S u m m a r y

“온프레미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클라우드에서도 

제공한다” 오라클 2세대(Generation 2) 클라우드 전략
클라우드가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지금까지 클라우드 전환율은 전체 기업 워크로드의 약 15%에 불과하다.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클라우드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해결하고자 오라클은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데이터 관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제공하는 오라클만의 

2세대(Generation 2) 클라우드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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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클라우

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는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트너는 올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8년 1,824억 달러에서 17.5% 증가한 2,1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 및 서비스형 인

프라(IaaS)로, 2018년 305억 달러에서 27.5% 성장해 2019년에는 3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서비스 및 서비스형 플랫폼(PaaS)

이 21.8%의 성장세를 보이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는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IaaS)는 

최종 사용자 지출액 규모가 2018년 약 5,772억 원에서 2022년 1조 1,47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

장세가 전체 IT 서비스 성장세의 약 3배에 이를 것이라는 게 가트너의 예측이다. 

모든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없다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온프레미스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만, 그렇다고 모든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도 클라우드 도입이 줄을 잇고 있지만 사실 전환율은 기업의 전체 워크로드 가

운데 약 15%에 지나지 않는다. 클라우드 도입 분야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게

임업체, 홈쇼핑 등 한정된 분야, 일부 프로젝트에 국한되어 있다. 기존 중요 업

“온프레미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클라우드에서도 

제공한다” 오라클 2세대(Generation 2) 클라우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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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에는 고려사항이나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클라우드 전략과 적절한 계획, 실행, 테스트가 없다면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

만 대부분 기업의 핵심 시스템은 커스터마이징, 운영/유지보수, 내부 통제, 법/

규제 준수, 정보보안, 외부업체에게 맡길 수 없는 여러 이유로 클라우드로의 전

환이 쉽지 않다. 또한 민첩성보다 성능과 안정성이 우선인 시스템의 경우, 클라

우드보다는 온프레미스 환경이 오히려 적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40~50%

의 워크로드는 클라우드로의 전환보다는 계속 온프레미스로 남아 있을 것이다. 

대기업이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주저하는 이유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는 분명 존재한다. 그동안 기업

이 클라우드를 도입한 이유는 비용 절감과 민첩성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기

업들은 기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해도 비용 절감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

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마이그레이션 비용이다. 데이터 

모델을 바꾸고 새롭게 설계하고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모델에 맞춰 변환하는 데

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이와 함께 현재 클라우드가 대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점도 전환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기업은 상당 수준의 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를 지원할 수 있는 보안, 성능, 안정성을 확보

하길 원하지만 현재 클라우드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세계 최대 통신업체 가운데 하나인 버라이즌은 협력업체 직원이 클라우

드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비롯해 ▲기밀 데이터를 회사 밖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에 대해 기업 사용자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 ▲대용량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의 클라우드 성능 저하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대기업을 위시한 많은 기업이 부분적으로 서버가 다운되어도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응 시간(response time) 또한 기존 온프레미

스 수준보다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기존 온프레미스와 동일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안정성이 클라우드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

는 한, 대기업은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선택할 최선의 클라우드 전략, 멀티 클라우드 

지금까지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가 IaaS 분야 중심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

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오피스 365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보였던 윈도우 플랫폼, 오피

스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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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이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바로 데이터 기반의 워크로드다. 오라클

은 데이터 관리에 있어 부동의 1등 공급업체다. 하지만 그동안 온프레미스에서 

라이선스만 판매하던 방식에 클라우드 판매 방식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

해 기업은 데이터베이스를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사용할 수도, 사용한만큼만 비

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방식으로도 이용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기업이 선택할 클라우드 전략은 무엇일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배포 및 사용 방식이 다를 뿐이다. 온프레미스에서도 최고의 

제품을 선택해 사용했듯이 클라우드 방식에서도 관련 서비스 중에서 최상의 서

비스를 선택, 조합해 사용하려 할 것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IT 공급업체들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기업 고객에게 

자사의 솔루션으로 통합하도록 권유했지만 기업들의 선택은 베스트 오브 브리

드(best-of-breed)였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 서버 및 디스크 각각은 

최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표준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바로 성능과 안정성에 있다. 성능과 안정성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

은 새롭게 펼쳐지는 클라우드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클라우드 시대에

도 기업은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없는 한 최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 조

합해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이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정관리 서비스로 묶어서 싱글사인온이 가능

한 ID로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

지가 될 것이다. 굳이 안 좋은 제품을 동일 클라우드라는 이유로 다 사용할 필요

는 없다. 하지만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가장 좋은 상태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 사이에 하이밴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는 전제가 필요하다. 최근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로의 데이터센터를 초

고속 네트워크로 묶어 상호 연동성을 제공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고객의 멀티 

클라우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협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IDG Summary│오라클 클라우드 전략 

4 ◀◀◀

오라클 클라우드 전략의 핵심, 온프레미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그대로 클라

우드로  

오라클은 클라우드 시장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했다. 국내 시장에서 오라클

은 지난 5월부터 성능과 보안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데이터센터를 오픈하면서 클

라우드 사업을 시작해, 기존 고객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다. 오

라클의 기본 전략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병행하면서 대기업이 온프레미스

에서 경험했던 고성능, 안정성을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인 IaaS는 GEN 2 아키텍처(Gen2 Ar-

chitecture) 기반으로 좀 더 빠르고 가성비가 좋으면서 보안이 강화된 컴퓨트/

네트워크/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위에 DBCS, ExaCS, 자율운영

(Autonomous) DB 등의 최상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에게 최적

의 데이터 관리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서도 잘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오라클의 엔터프라이즈 온 클라우드(Enterprise 

on Cloud)로, 기존 온프레미스 고객들이 클라우드에서도 빠른 성능과 철저한 보

안과 가용성, 안정성을 갖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라클의 GEN 2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코드와 클라우드 콘트롤 코드를 물리

적으로 분리해 해커가 사용자 코드에 침입하더라도 클라우드 콘트롤 코드에는 

액세스할 수 없도록 분리되어 있다. 기존 클라우드센터의 경우, 같은 하드웨어

에 VM을 설치해 사용자 코드와 클라우드 콘트롤 코드가 동일한 하드웨어 상에

서 실행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해커가 인텔 칩 취약점을 악용해 클라우드 사

용자 코드 속에 침입해 클라우드 관리 코드에까지 액세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오라클은 코어 투 엣지(Core to Edge) 시큐리티를 구현

해 망 분리, 데이터베이스 보안, 방화벽, 컴플라이언스 등 모든 레이어에서 보안

을 최우선으로 설계하여 최고의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오라클은 또한 최상의 가성비를 제공한다. 최고의 하드웨어와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 기능 등의 조합을 통해 블럭 스토리지의 경우 경쟁사 

 오라클의 클라우드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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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5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Let’s Prove It 홈페이지

(https://www.oracle.com/cloud/letsproveit/)를 통해 외부 기관에서 평가한 

성능 비교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클라우드에서 최상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지원, MAA에서 자율운영까지 

오라클이 내세우는 강점은 바로 클라우드 상에서 최상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RAC/ADG를 활용한 최상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인 

DBCS, ExaCS를 통해 클라우드 상에서 고객의 BCP 기반 데이터 관리를 지원한

다. 또한 업계 최초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Autonomous Database)를 통해 

안정성에 기반한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까지도 제공한다.

우선 오라클은 MAA(Maximum Availability Architecture) 아키텍처를 온

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99.995% 가용성을 제공함

으로써 최고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특히 오라클만이 갖고 있는 RAC(Real Ap-

plication Clusters) 기능은 클러스터링 및 고가용성을 위한 옵션으로, 시스템이 

장애 상황에서도 무중단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도입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여러 대의 컴퓨터 상에서 동시에 하나의 DBMS 인스턴스를 운영해 데

이터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ADG(Active Data Guard) 기

능은 Primary DB 장애시 Standby DB를 운영 DB로 즉각 전환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재해복구 솔루션으로, 물리적/지역적 장애 상황에서 DB 서비스가 다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오류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런 안정성을 기반으로 오라클은 자율운영 DB를 통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수

행하던 데이터베이스 튜닝, 보안, 백업, 업데이트 및 기타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여 데이터 관리 서비스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자율운영 

 오라클의 차별화 요소



IDG Summary│오라클 클라우드 전략 

6 ◀◀◀

데이터베이스는 자율 관리(Self-Driving), 자율 보안(Self-Securing), 자율 복

구(Self-Repairing)을 특징으로 한다. 자율 관리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인프

라 관리, 모니터링, 튜닝과 업그레이드를 자동화함으로써 성능 최적화와 관리의 

자동화를 가능케 한다. 자율 보안은 운영 중 보안 패치를 자동으로 적용하며, 데

이터 전송 및 저장 시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된다. 이를 통해 외부 공격과 악의적

인 내부 사용자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며, 다운타임 발생 없이 자동 보안 업데

이트를 제공한다. 자율 복구는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 조치를 적용함으

로써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보장한다. 계획을 포함해 최소 다운타임

을 통한 업데이트와 패치를 적용, 사용자 에러로부터 복구하는 등 완벽한 재해 

복구 인프라를 구성한다.  

오라클의 차별화 요소, 클라우드에서의 BCP 지원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기업은 클라우드 상의 BCP 설계가 가능하다. BCP는 

비즈니스 중단없이 연속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 

설계 계획으로, 기업은 클라우드로 전환하더라도 반드시 BCP에 대한 설계가 가

능해야 한다. 

오라클은 타 업체와는 달리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모두에서 동일한 고가용성 

및 재해복구를 제공한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고가용성와 재해복구를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난 수십년 간의 엔터프라이즈 고객 지원 경험은 오라

클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 

특히 대용량 데이터 관리 영역에서 대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BCP 지원 기술

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오라클밖에 없다. 데이터가 적은 워크로드의 경우, 아

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되지만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반한 헤비 워크로드에 대해 

RAC나 ADG와 같은 고가용성/재해 복구 기능이 필요한 경우, 타 업체는 이에 

적합한 기능을 클라우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

는 현재 오라클밖에 없다. 오라클은 엑사데이터(Exadata)를 통해 온프레미스에

서 제공하던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와 안정성을, 클라우드에서도 제공한다.   

가트너는 DMSA(Data Management Solution for Analytics) 분야에서 

2018년부터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라

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분야에서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엔터프라이

즈 시장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