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시장의 변화와
Oracle Cloud와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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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 올 매출 4000억원 넘본다
전자신문 발행일 : 2019.10.31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메가존이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두 배씩 매출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메가존은 2012년 클라
우드 운영·관리 분야에 본격 뛰어들었다. 7년간 AWS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파트
너십을 체결하고 다양한(멀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성장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우아
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주요 스타트업을 포함 1200여개 이상 고객을 확보했다.
이 대표는 “데이터센터(IDC) 전체를 AWS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례가 등장할만큼 클라우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라
면서 “최근 해마다 매출이 두 배 이상 성장한 것도 클라우드로 인프라를 이전하는 마이그레이션 시장까지 본격화한 덕분”
이라고 말했다.
메가존은 클라우드 인프라뿐 아니라 클라우드 최적화한 앱 개발, 제공까지 가능한 회사로 거듭난다. 이 대표는 “단순히 인
프라(IDC)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수준만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앱을 개발, 구현해야
업무 전반을 클라우드에서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인프라 종류에 관계없이 구동 가능한 앱 개발에
관심을 갖는다”면서 “메가존이 초반부터 쌓아온 앱 개발, 운영 역량을 클라우드에서도 구현하도록 투자하고 역량을 집중한
다”고 말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최근 LG CNS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LG CNS와 함께 대한항공 인프라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했고 이 경험을 공공, 금융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자는 공감대가 양사 간 형성됐다”면서 “LG CNS 대형사업 운영 경험과 메가존 클라우드 역량이 더해져 대형 클라우
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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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은 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한다. 이미 메가존 전체 매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본, 미국 등 해외 매출이다. 국내 매출
비중은 45% 정도다.

기사의 키워드로 보는 메가존과 시장의 변화

•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두 배씩 매출이 성장

•

2012년 클라우드 운영·관리 분야 시작

•

다양한(멀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업자

•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주요 스타트업을 포함 1200여개 이상 고객

•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

•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마이그레이션 본격화

•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앱을 개발, 구현 (Cloud Native App)

•

LG CNS와 함께 대한항공 인프라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했고 합작법인(JV)을 설립을 통해 이
경험을 공공, 금융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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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 국내 매출 비중은 45%

CUSTOMERS
Key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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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SECURITY PROGRAM
IDC 환경에서 클라우드 이전은 서비스 연속성, 보안관리, 법 준거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메가존은 클라우드 MSP사업자 최초로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 보안 컨설팅 전문 기업인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통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전환을 도와 드립니다.

Megazone ISMS 인증 Cousulting Process

STEP 1

STEP 2

STEP 3

관리체계진단

기술환경진단

내부감사

* ISMS인증컨설팅은 기업규모(인원, 인프라, 개인정보 규모 등)에 따라 2~4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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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zone 2018년 2월 클라우드 MSP 사업자 중 최초로 ISMS 획득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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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파트너 syapse (PRECISION MEDICINE SOLUTIONS)
• 도입 및 컨설팅 지원 서비스: 정밀 의료 솔루션

• 공식 파트너 elastic (ANALYTICS, OPEN SOURCE)
• 컨설팅 & 구축: 운영 및 지원 서비스

• 공식 파트너 Pivotal (CLOUD FOUNDRY)
• 컨설팅 & 구축: 운영 및 기술지원

• 공식파트너 Clustrix (DATABASE)
• 컨설팅 & 구축 지원: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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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파트너 Zendesk (CRM: CUSTOMER RELATIONSHIP)
• 컨설팅 & 구축: 운영 및 지원 서비스

• 공식 파트너 sierraware (Open Virtualization)
• 컨설팅 & 구축: 운영 및 지원 서비스: 가상 모바일 인프라

• 공식 파트너 ZADARA (Enterprise Cloud Storage as a Service)
• 컨설팅, 구축 & 운영 및 지원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 공식 파트너 algosec (NETWORK SECURITY MNGT.)
• 컨설팅 & 구축: 보안 정책 관리 서비스 지원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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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zone Value”
added Solution and Service which can be sold to customers

Infrastructure

Platform

Application

Data

Infrastructure
CDN
WAS/DB
Security

DevOps
Private Cloud Mgmt

Industry
Line of Biz
Enterprise Apps

Big Data
AI/ML
DW/BI

Capability

Solution Provisioning Megazone Cloud & Partner Solution License & Billing

Professional Service

Consulting / Architect / Implementation / Migration

Manage & Support

Tech Support / Managed Service / Advisory Service

Business Service (B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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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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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이해

동일한
기술표준

· 성능
· 안전성(보안)
· SLA

· Nothing to Learn
· Linux
· 하이브리드 운영

PEOPLE

DATA

· 전문가 부족
· Autonomous

· RAC, EXA, SQL, ...
· Project Cost
· 선택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이해

성능

액센츄어의 클라우드 성능 비교자료에 따르면 타사대비 오라클의 Gen2 Cloud가 비용대비 고성능을 제공합니다.

•

Gen2 is the definitive edition of the

latest technology!
•

원천기술의 보유 여부 (hardware &
Software)

•

미션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은

성능과 가용성
•

현재 On-premise 환경에서도 Oracle
을 이용한 핵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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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이해

Cloud Control Computer를 통한

안전성 (보안)
Gen2 보안환경 제공

망 분리를 제공합니다.

•

클라우드의 운영상 보안 취약점을 완

전히 제거한 2세대 클라우드 보안 환경
을 제공
•

자율 패치와 자동으로 보안 관련 문제
를 해결하는 데이터베이스

•

인공지능/머신러닝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
“Oracle’s Autonomous Cloud Services
Automatically Configure Themselves
Oracle customers are not able to make
configur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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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이해

SLA

클라우드 업계 최고의 Service Level Agreement 제공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데이터 / 운영관

리 / 성능에 대한 확실한 SLA 와 보상
정책을 제시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에는 서비스 장애, 중단 및 품질

수준 저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
시
•

Cloud Infra의 SLA는 단순 클라우드 사
용을 넘어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업체
까지 관련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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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술표준

Nothing to Learn, Nothing to Do!

오라클에서는 Autonomous로 이야기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업무관련자들은 이미 오라클을 알고 있어서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Oracle RAC

•

Oracle EXA

•

Oracle Weblogic

•

Oracle GoldenGate

•

Oracle Java

•

Oracle SOA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온프레미스
에서 사용하던 오라클 기술 그대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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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술표준

Linux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미션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마이스레이션의 시작은 U2L 입니다.

•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Linux 표준을 하

나로 가져가는 효과와 비용절감 효과
두 가지를 동시 누릴 수 있게 함
•

Included Free with Oracle Cloud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에서 강조하는 완벽한 출구전략
과 부합
•

운영 중단 없이 보안패치 적용이 가능

•

Autonomous Security 기능으로 취약
점 공격 및 위협을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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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술표준

하이브리드 운영의 부담 최소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 없이 통합된 환경으로 통합관리가 용이하며,
Multi Cloud 전략에서도 차별점을 통해 가치를 전달 합니다.

•

동일한 기술

•

동일한 표준

•

동일한 제품

•

On-premises와 오라클 클라우드를 쉽

게 연결하고, 워크로드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Back-Up 및 DR 환경을 완벽
하게 구성
•

21

“Multi-Cloud” 전략에서의 차별화 가능

People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의 전문가 부족
2019년 05월 22일 발표한 오픈소스 관련 SW일자리 동향
*리눅스재단의 연도별 오픈소스 일자리 보고서의 주요 내용

“3년(2016~2018년) 동안의 설문 조사 결과
오픈소스 전문가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 오
픈소스 활용 능력은 전문가들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고용 담당 매니저들의
50% 이상은 오픈소스 전문가의 고용이 증가
하고 있고 약 90%의 매니저들은 오픈소스
전문가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반면 오픈
소스 전문가들은 지난 6개월간 이직 제안을
받지 못한 오픈소스 전문가들이 2017년에

27%이었으나 2018년에는 19%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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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인력확보 및 비용

많은 연봉으로도 구할 수 없는 인재가 있습니다.

•

교육과 기술이전 만으로 새로운 인프라와 인프라소
프트웨어를 잘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움

•

특히, 미션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안정적 운영
할 Oracle 이외의 타 DBMS의 DBA는 구하기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 함

•

시장에서 Oracle DBA의 인건비 보다 DB2 또는 인
포믹스 DBA의 인건비가 매우 높음

•

개발사의 경우 Oracle 이외의 DB를 요구할 경우 추
가 공수와 기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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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utonomous

전문가가 부족한 시기에 전문가를 대신 해주어 더 안전하게 관리하며,
사용하기 쉽고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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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 Database!

RAC, EXA, SQL

Oracle Database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오직 Oracle Cloud 입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운영자, 개발자 모두가 원하는 Database는 Oracl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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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 Database!

Project Cost

Cloud Migration Project가 Database Migration Project가 되고,
Database Migration Project가 대규모 구축 SI사업이 됩니다.

Application
(SQL) 수정

DB
(Data /
Procedure)

U2L
Web / WAS
Cloud Infra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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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기간 = X 2

•

프로젝트 공수 = X 2.5

•

프로젝트 위험 = 높음

•

프로젝트 품질 = 저하

•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어떠한 비즈니스 기대효과 때문에 시
작된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
해야 함

Different Weight Division

It's the Database!

싸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

매번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클라
우드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다

Oracle
Autonomous
Database

양한 Option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최선
•

Trade-Off 조건에서의 선택과 그 것을

중간 중간 바꿀 수 있는 것은 전략의

Shared
Infrastructure
Serverless – 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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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

Dedicated
Infrastructure
Private Isolation Zone

음
•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미션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선택은?

•

About Megazone

•

Why Oracle

• Our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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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LOUD INNOVATOR

MISSION
CRITICAL
APPLICATION

· 마이그레이션
· 신규 구축
·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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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
LEVEL

· 클라우드 컨설팅
· 기존 경험을 OCI에 최적화
· 최고수준의 기술지원 & MSP

PATHFINDER

· Multi & Hybrid Cloud
· 자동화
· DevOps / MSA
· Security Governance

미션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Simple Migration

가장 빠르게, 가장 적은 Risk로 미션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

Assessment를 통해 얼마나 빠른지, 얼마
나 싼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안전한
지 제언

•

BYO 전략
 Bring Your Own VM
 Bring your Own License
 Bring Your Own Image
 Bring Your Own Database

•

Oracle의 Migration and Deployment 자
동화 도구를 적극 활용한 Zero Downtime
Migration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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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Migration

미션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6R 분석에 의한 ( Re-host / Re-factor / Re-platform / Re-write / Retain / Retire )
Mass Migration을 제공 하겠습니다.

A

R

M

y

•

Lift & Shift 전환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업무, 인력, 거버넌스, 운영, 플랫
폼, 보안등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진단

과 준비 제공
•

빠른 진단과, 전략적 준비/계획 수립을
분리하여 국내 고객 상황에 맞춘 방식
으로 진행하며 총 6개의 단계로 구성

•

빠른 진단, 전체 전환, 맞춤 컨설팅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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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완벽한 구축

부하 시 탄력적인 용량증설과 자동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를 설계하여
최소 비용으로 인프라 운용을 위한 최적의 자원 타입과 요금체계를 설계하고
부하 분산과 이중화 기능으로 신속한 서비스 복구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략
 장애(Failure)를 대비한 아키텍처 설계
 탄력적인(Elasticity) 아키텍처
 모든 계층의 보안(Layered Security) 구

축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아키텍처 구성

•

Provisioning과 Configuration
Management 등을 수행함에 있어
서 템플릿을 이용하여 오류를 최소
화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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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SaaS

Oracle EBS, JDE, PeopleSoft, Siebel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하고,
Cloud Infra를 포함하는 Application Managed Service를 제공 하겠습니다.

Plan

Cloud Strategy Consulting
Migration*
Conversion*

Execute

Implementation
Cloud Services

Run

AMS

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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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ost

•

를 대상으로 OCI 마이그레이션 제

Application 변경 없이
Cloud 이관
Re-factoring
Application Version 변경
및 Cloud 이관
Re-platform
Application 을
SaaS로 전환

오라클 Apps의 Install Base 고객사
공

•

SaaS 클라우드에 대한
구축, 배포, 운영 서비스를 수행

•

오라클 Apps의 클라우드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의

AI, Big Data,

ML, RPA 등 신기술 적용으로 엔터
프라이즈 서비스 혁신을 제공

EQUAL LEVEL

클라우드 컨설팅

고객사의 IT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진단 컨설팅을 수행하여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최적의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

클라우드 인프라 전략
 마이그레이션 전략
 클라우드 Native 아키텍처 수립
전략
 DR 및 백업 전략
 인프라 운영 및 모니터링 전략
 운영 비용 절감 및 최적화 전략

•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역량 그리고, 내부
업무규정 및 프로세스의 변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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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 LEVEL

기존 경험을 Oracle에 최적화

메가존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하여 보유한 다양한 경험을 오라클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하여 적용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성숙된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Customer
Datacenter
FastConne
ct

VPN

•
Customer
Datacenter
FastConnect

3

걸친 자산을 활용

VPN

•

1

 방법론
 프로젝트 산출물

2

2

3

 비즈니스 Use Case
 기술 템플릿

5

 운영 보고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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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상
 레퍼런스 아키텍처

1

5

컨설팅, 구축, 지원, 운영 등 모든 단계에

6
4

단일화된 메가존 표준을 제공하여
Hybrid & Multi Cloud 구축 및 운영의
가치를 증진

EQUAL LEVEL

최고수준의 기술지원

메가존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운영 엔지니어가 한국어 기술 지원 및 각종 고객 문의를 오라클 서포트 팀과 협력하여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

OCI 인프라 환경의 표준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수립/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지
원

•

운영업무에 따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립된 업무 관리 계획에 따라 ITIL 기반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거쳐 운영 품질을 보증

•

고객과 운영조직 간의 일원화된 소통채널로 한
국어 MZ 서포트 포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처리(기술지원, 장애처리 및 일반문의)
와 커뮤니케이션 이력관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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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 LEVEL

최고수준의 MSP

Autonomouse Cloud와 메가존의 Managed Service 경험을 더하여 완벽한 운영을 제공 합니다.

•

메가존의 24x7 팀은 안정적인 모니터링과 이슈
등급별 상황전파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수행

•

모니터링 대상시스템들은 기본 템플릿을 적용
하고, 사용자 정의가 필요한 아이템에 대하여서
는 맞춤형 모니터링을 수행

•

인프라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인 장애 대응
및 정기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긴급 상황에
서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 수립 및 시스템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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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

Multi & Hybrid Cloud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지원으로 다양한 고객의 전략을 지원 합니다.

+
+
•

SDDC를 구현한 Private Data Center의 기
술과 레퍼런스를 확보

•

다양한 Public Cloud 기술을 확보하고 다
양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

•

메가존이 보유한 다양한 Cloud
Management 솔루션을 multi & Hybrid
영역으로 확대 개발 중

•

통합 구축과 통합 운영으로 고객에게 최
적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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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

Infrastructure As a Code

Hybrid / Multi Cloud 환경에서 Cloud Infra를 표준화하고 자동화 하기 위한 최적화된 Framework 와 Governance 방안을 제공 합니다.

Converged Infra Management (구성관리 / 형상관리 / 모니터링)

•

모든 인프라 구성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

인프라 정보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수집하여
정보의 최신성 유지

•

다양한 인프라 환경을 엔터프라이즈 수준으
로 설계/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필수.

•

빠른 인프라 구축 및 빌드 배포를 위해 인프
라를 코드 형태로 정의 하도록 지원.

•

Native Ansible 및 Terraform 기능 지원
및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 (Dashboard / API
/ 상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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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

DevOps & MSA

비지니스 요청에서부터, 요구사항 분석, 개발 설계/검수/승인/배포 등에 관련한 전체의 IT 비즈니스 생애주기를 하나의 채널을 통해 관리하고
이에 대한 이력을 추적/관리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하여 Cloud Foundry 또는 Kubernetes 기반의 CI/CD 자동화 도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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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

Security Governance

클라우드와 IDC를 통합한 Hybrid 환경에서 내부 보안 업무 운영에 필요한 통합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합 보안관리, 통합 보안모니터링, 통합 보안진단, 통합보안감사, 통합보안관제,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이원화된 Hybrid 인프라 환경에서 효율적이며 신속한 보안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보안구성 관리, 통합 계정 관리, Hybrid 인프라
상의 자원 관리, 통합 보안정책 관리 등의 통합 보
안 관리 기능을 제공

•

ISMS + ISMS-P 인증심사 및 다양한 보안 인증 심
사에 필요한 모든 보안진단 업무 처리

•

통합 계정 및 통합 보안정책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자 및 사용자 접근 환경 별로 차별화된 보안

인증을 강제
•

IP 주소가 아닌 계정 정보 제공을 통한 관제 방식
으로 효과적인 보안 사고 대응

통합 자원관리 기반의
통합 보안정책 + 통합 계정 및 인증 + 통합 접근제어 = 통합 보안 관리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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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사용 이력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제공

기술 생태계에 공헌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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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Portal

Managed Service

User Group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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