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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에서는 업무의 연계 및 시/공간적인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환경은 협업
의 중요성과 함께 새로운 정보와 사람을 쉽게 연결할

Oracle
WebCenter Suite *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된 협업 작업 환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기업 포털은 단순한 정보 접근과 컨텐츠 취합 기능에

서 애플리케이션/데이터/프로세스 통합으로 발전했으

며, 향후 통합된 협업 기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기업 애플리케이션, 컨텐츠, 사용
자를 위한 업계 최고의 포털 플랫
폼

을 수행하는 엔터프라이즈 2.0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Oracle WebCenter Suite은 기업이 생산적이고 효율적

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2.0 기반 포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지는 않나요?

• 기업 내 표준 웹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
 포털 기반 인프라스트럭쳐 /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Fusion
Middleware
 패키지 솔루션,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통일된 사용자 친숙성을 제공하고 싶

다면?

• 기업 업무 운영 전반에 대한 실시간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싶다.
 고객의 업무 필요에 따라 바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성하고 싶다면?

 개발자 없이 현업이 직접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싶다면?

 현업의 새로운 요구 때마다 개발 없이,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하

고 싶다면?

• 포괄적인 관점에서 통합 뷰(View) 가 필요하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합병하였다면?
 모든 경영 현황 정보를 한번에 보고 싶다면?

• 분산된 단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접속 환경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룹웨어, KMS, 협업 등 다양하게 도입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에 개별 접속 때문에 고민하
신다면?
 각 시스템에 대한 접근 경로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 신속한 정보, 지식 접근 및 활용이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곳에 지식, 컨텐츠가 산재되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지식이 회사 전체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검색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컨텐츠를 하나의 뷰(View)를 통해서 보고 싶다면?

• 협업(Collaboration) 과 의사소통(Communication) 을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
 직원 간 또는 관계사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BBS/게시판으로 자료를 공유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게시판으로 오히려 소통이 힘들다면?
 Web 2.0의 참여, 공유 기반을 위한 기업 환경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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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WebCenter Suite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사람과 정보를 유연하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된 협업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Oracle WebCenter Suite는 업계 유일의 완벽한 개방형 사용자 상호 작용 및 포털 플랫폼으로서 엔터프
라이즈 2.0 기능을 정형/비정형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물론, 커스텀/패키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에 통합하고 있으며,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우 뛰어난 확장성과 중앙집중식 관리, 공
개 표준을 기반으로 기존 IT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통합하는 최고의 플랫폼인
Oracle WebCenter Suite를 통해, 기업은 정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참여자를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Oracle WebCenter Suite의 구성
WebCenter Spaces

WebCenter Services
-Framework
-Wiki/Blog
-Discussion/Forum
-Ensemble
-Analytics

WebCenter
Interaction

WebLogic Portal

WebCenter
Collaboration

WebCenter
Analytics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ECM)

WebCenter
Ensemble

Oracle Presence

Unified Content
Management (UCM)

Fusion
Middleware
Process
Management (BPM)

Secure Enterprise
Search (SES)

Oracle WebCenter Interaction

WebCenter Interaction 은 업무 생산성과 비즈니스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협업 기반
포털로 확장하도록 지원합니다.

Oracle WebLogic Portal

WebLogic Portal 은 J2EE 및 포털 산업 표준을 준수하여 포털 개발을 지원합니다.

Oracle WebCenter Services

컴포넌트화된 Web 2.0 Services는 포털의 활용가치를 더욱 향상시켜줍니다.

Oracle
WebCenter
Suite

Oracle Content Server

Oracle Document Management 는 모든 전자 문서 관리를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Oracle Secure Enterprise Search

포털 내의 모든 컨텐츠에 대한 보안 검색을 지원합니다.

Oracle Presence

향후 UC (Unified Communication) 확장을 위한 IM, Chat, VOIP 환경을 제공합니다.

Oracle WebCenter Suite의 특장점
선도적 엔터프라이즈 포털 제품
완벽하고 개방적이며 통합적인 최고의 포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Industrial Strength Deployment Platform
다양한 채널 및 기업 환경에 적합한 검증된 엔터프라이즈 확장성, 보안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Enterprise 2.0 기능
Web 2.0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위키/블로그(Wiki/Blog), 프레즌스
(Presence), 태깅(Tagg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합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연동 및 SOA, BPM 연동을 위한 표준 기술을 제공합니다.

높은 도입 효과
안정적이고
•
•
•
•
•

산업 #1 미드웨어 스택과 중요 Oracle 애플리케이션과의 수준 높은 연계성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상호 작용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제공
최상의 포털과 포틀릿, Rich Client 개발 프레임 워크, Web 2.0 협업 & 컨텐트 서비스 의 조합
SOA 기반 사용자 통합 인터페이스 제공
UI 표준 (JSF, JSR 227, AJAX 등) 및 다양한 표준 (JSR-170, JSR168, WSRP) 지원
퓨전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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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WebCenter Suite의 도입 효과

Oracle WebCenter Suite의 도입 효과는 업무 효율성 향상, 신속한 의사 결정, 효과적인 협업과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환경을 제공, 효율적 정보 활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

• 시스템 접근 경로 단일화를 통해 통해 업무
접근의 편의성 및 처리 시간 단축

업무 수행 성취도 측면

 EP 사용자들은 75%에서 138% 업무 수행 성취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특히 IT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들에게서 그 효율성이 크게 나타남

신속한 의사 결정

EP 환경이 아닌 경우의 시간
소요
EP에 의한 업무 효과

• 포털을 통해 정보 전달이 신속 하고 정확함
• 통합 정보 획득의 신속성 확보

포털 기반 채널 구축

• 개인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
• 효과적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환경제공

효율적 정보 활용

EP 환경에서의 시간 소요

218
%

238
%

175
%

118
%
직원

138
%

75%
영업직원
100
%

100
%

일반관리자
100
%

• 기존 시스템에 대한 단일 워크플레이스

Fusion
Middleware
(Workplace) 마련으로 각 시스템에 쉽게 접근

• 정보 및 지식 검색에 필요한 시간 단축

Oracle WebCenter Suite에 대한 시장 평가 및 인지도

Oracle WebCenter Suite 은 여러 전문 연구 평가기관으로부터 엔터프라이즈 포털/협업/Web2.0 영

역에서 선두 주자(Leader)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수 많은 기업/기관 고객에 의해 그 우수성을 검

증 받고 있습니다.

Gartner Magic Quadrant Horizontal Portal 분야
(2008년 하반기 발표)
 리더제품 선정

• #1 Enterprise Portal Provider (IDC ‘08)
• Leader’s Quadrant - Gartner Magic Quadrant (9/08)
• More than 10,000 Portal customers
• Over 35,000 Middleware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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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WebCenter Suite의 고객 사례

Oracle WebCenter Suite은 국내 최고의 포털 플랫폼으로 유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도 그 안정성과 성능으로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고객

금 융

제 조

금융

제조

서 비

서비스/기타

제 조

기 타

건 설

해외고객
Transportation

Healthcare / Insurance

Banking / Finance

Government

Transportation

Healthcare / Insurance

Banking / Finance

Government

Manufacturing

High Tech / Telecom

Consumer / Media

Energy / Utilities

Manufacturing

High Tech / Telecom

Consumer / Media

Energy / Utilities

Fusion
Middleware
회사명

적용시기

적용범위

적용모듈

사용자 수

삼성화재

2008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WebCenter

80,000
(설계사 포함)

현대해상화재

2009

차세대 시스템을 위한 통합 Workspace 구축

WebCenter

60,000
(설계사 포함)

국민은행

2009

Java, .NET, PHP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300여 종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통합,
지주사 포털

WebCenter

27,000

두산그룹

2006

.Net 기반의 Legacy / Exchange, J-world 등
애플리케이션 통합, 그룹사 포털

WebCenter

8,000

LIG 손해보험

2008

.Net 기반의 Legacy / EKW, K-cube, 차세대
업무 시스템 연계

WebCenter

2,000

현대.기아자동차

2007

판매관련 12개 업무그룹을 위한 조합형 애플
리케이션 구축 (메인프레임 판매 데이터 포함)

WebCenter

15,000

LG 전자

2009

메일시스템, HR, 총무 시스템 , ERP시스템
등을 통합

WLP

35,000

삼성그룹

2007

삼성 그룹 임직원을 위한 Single 포털

WLP,
WebCenter

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