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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SAP는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발표 했습니다. 오랫동안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업체로 입지를 다져온 SAP는 SuccessFactors, Ariba, Concur와 같은 
업체를 비롯한 여러 클라우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본 백서에서 SAP의 클라우드 전략 
대비 SAP 클라우드의 현 주소를 살펴봅니다. 

SAP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일부 영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SAP의 클라우드 
기업 인수, 비 SAP 클라우드 호스팅뿐만 아니라온프레미스 대비 클라우드와 SAP의 실제 
판매 및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백서는 SAP 클라우드의 현 주소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AP 시장에서 이러한 유용한 조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SAP와 SAP 고객이  
SAP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SAP 파트너가 SAP 마케팅이 제공한 이야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백서를 통해 SAP의 클라우드 전략 및 제안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고객이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리미니 스트리트 SRS(Strategic Roadmap Services) 팀은 고객이 SAP의 클라우드 
전략을 이해하고 자신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로드맵에 부합하는지 
판가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고객과 잠재 고객이 모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조사하여 SAP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제3의 
공급업체로부터 더 적은 비용으로 특정 ERP 제품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SAP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일부 
영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SAP의 클라우드 기업 인수, 
비 SAP 클라우드 호스팅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대비 클라우드와 SAP
의 실제 판매 및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백서는 SAP 클라우드의 
현 주소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이러한 주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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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 집중하는 이유  

SAP는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SAP 소프트웨어 
솔루션 중 상당수는 멀티테넌트(multi-tenant)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SaaS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주제는 리미니스트리트 연구지 “SaaS 가격 및 계약 
조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후 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ERP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와 마찬가지로 SAP는 극히 일부의 클라우드 기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흔히 SaaS 제품은 초기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새롭고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IBM과 오라클은 비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기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온프레미스 제품과 달리 제한적인 수익만 
클라우드 기반 제품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IBM, 오라클은 클라우드 워싱을 한다는 비판을 언론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출처: Cloud-washed its earnings results, it’s likely not alone, August 23, 2013; 
David Linthicum, SEC investigates IBM for possible cloud washing, last published 
August 2013; David Linthicum, Cloud washing goes beyond the Oracle lawsuit, 
June 7, 2016) 클라우드 워싱은 애플리케이션 및 판매의 클라우드 기반성을 과장해서 
강조하고자 할 때 벤더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면모를 강조한 
프레젠테이션은 고객, IT 분석가 및 월가 투자 커뮤니티 등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온프레미스보다 클라우드 판매 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영업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제품의 판매를 내부적으로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및 비 클라우드 제품을 묶어서 파는 추세가 형성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제품 판매 
기록이 월스트리트 및 다른 매체에 공시되고 기록되고 있지만 많은 고객의 경우 기존에 
이미 구매한 온프레미스 에디션으로 Go-liv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영업 
계약의 클라우드 부문이 활용되지 못하고 쉘프웨어로 변질되거나 한동안 사용되지 않을 
쉘프 클라우드웨어(Shelved cloudware)로 바뀌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매출 및 가격 전략에 점진적이지만 눈에 띄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ERP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한 많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고객을 클라우드 기반 구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월 스트리트의 기대치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많은 ERP 고객이 
바로 결단을 내리고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망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퍼블릭 클라우드(SaaS)에서의 큰 
성공은 Salesforce(고객 경험 또는 CX), SuccessFactors(HR), Arena Solutions(BOM) 및 
Concur (여행 및 경비 관리)에 한정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제품을 홍보하는 주된 동기는 지속적인 구독 매출 흐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예상 수익이 상승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기반 매출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투자자 커뮤니티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압력으로 인해 추진됩니다.  

클라우드 워싱은 애플리케이션 
및 판매의 클라우드 기반성을 
과장해서 강조하고자 할 때 
벤더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면모를 강조한 
프레젠테이션은 고객, IT 분석가 및 
월가 투자 커뮤니티 등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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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foworld.com/article/2612266/cloud-computing/if-ibm-cloud-washed-its-earnings-results--it-s-likely-not-alone.html
http://searchcloudcomputing.techtarget.com/podcast/SEC-investigates-IBM-for-possible-cloud-washing
http://searchcloudcomputing.techtarget.com/podcast/SEC-investigates-IBM-for-possible-cloud-washing
http://www.infoworld.com/article/3079773/cloud-computing/cloud-washing-goes-beyond-the-oracle-lawsuit.html
http://www.infoworld.com/article/3079773/cloud-computing/cloud-washing-goes-beyond-the-oracle-lawsu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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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주로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판매해온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는 회사보다 수익성이 더 
좋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 Salesforce와 Workday는 가장 큰 SaaS 공급업체 중 두 곳입니다. 양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는 수익성이 없습니다(연간 기준). (출처: Steven Brooks, 
Did Workday hit a profit at last?, June 1, 2016; Trefis Team, Salesforce 2016Q4 
Earnings: Revenue Growth Sustainable; But Profitability Nowhere in Sight, 
February 16, 2016)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및 SAP이며 
각각 다른 수준의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BM의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만 별도로 
보면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월가의 주장과는 달리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가 아닌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판매가 지난 수년간 이러한 주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출처: Synergy Energy Group: Reno NV, August, 2016)

다음과 같은 SaaS,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인용구를 보면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 공급업체 로 인식되는 데서 오는 수익성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본지 의견은 괄호 안에 개진).

“... 최근 상장된 26개의 지수 회원 기업 중 21곳이 GAAP 기준으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을 합쳐 보면 지난 분기 3
억8,77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러한 손실은 대부분 간과되고 
있으며] 현재 상장 거래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은 28곳이며 
그 가치는 최소 1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 분야 외 투자자들도 
기술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이 브라우저, 
모바일기기 위에서 작동하는 더 단순한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예전 패키지 
형태의 데스크탑 소프트웨어가 교체되고 있다...” 

Ari Levy, “Wall Street’s ongoing struggle to make sense of the cloud,”  
February 12, 2015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로부터의 압박과 소프트웨어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업계와 상관없이 기업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적응해야 합니다. 코닥(Kodak)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기술 발전의 성질에 따라 끊임없이 매출 전략을 재평가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불행히 고객 입장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이러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재 가용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인식 및 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교묘한 CEO의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업체들의 경우 주요 클라우드 ERP 공급업체가 되기까지 과정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
출처: Steven J. Vaughan-Nichols, Oracle is not a cloud power, October 3, 2016)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기술 
발전의 성질에 따라 끊임없이 매출 
전략을 재평가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불행히 고객 입장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이러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재 가용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인식 및 
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http://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16/02/26/salesforce-2016q4-earnings-revenue-growth-sustainable-but-profitability-nowhere-in-sight/
http://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16/02/26/salesforce-2016q4-earnings-revenue-growth-sustainable-but-profitability-nowhere-in-sight/
http://www.forbes.com/sites/greatspeculations/2016/02/26/salesforce-2016q4-earnings-revenue-growth-sustainable-but-profitability-nowhere-in-sight/
https://www.srgresearch.com/articles/amazon-leads-microsoft-ibm-google-chase-others-trail
https://www.cnbc.com/2015/02/12/wall-streets-ongoing-struggle-to-make-sense-of-the-cloud.html
https://www.cnbc.com/2015/02/12/wall-streets-ongoing-struggle-to-make-sense-of-the-cloud.html
https://www.zdnet.com/article/oracle-is-not-a-cloud-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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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워싱
클라우드 워싱은 오래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요즘 유행어인 ‘클라우드’와 연계하여 
리브랜딩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출처: Margaret Rouse, WhatIs.com)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보다 더 많은 매출이 클라우드에서 오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클라우드 
워싱이라고 합니다. SAP는 월스트리트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면서도 여전히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처: Vinnie Mirchandani, SAP Nation 2.0: an empire in disarray, page 
110 of 146 Pages, last visited February 9, 2017. See SAP Nation 2.0 110쪽: SAP Nation 
2.0을 보면 SAP는 월스트리트에 클라우드 큰 매출 흐름을 보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점을 일부 고객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대폭 할인된 
거래에서 조차도 SAP 클라우드 가격이 과도하다고 고객들은 말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사라진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SAP가 한 입으로 두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AP는 계속 클라우드 중심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클라우드 기반 및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써 매출을 극대화하길 원합니다.  

사실 이게 더 큰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계속해서 매출을 
창출하고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형태로든 소프트웨어를 판매합니다. 이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클라우드 기반 
성장세가 과장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클라우드 기반 제품 전환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ERP 고객은 클라우드 기반 제품으로 이동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보다 강력한 온 프레미스 ERP 제품과 비교할 때 클라우드 기반 제품 기능의 
단점으로 인해 마이그레이션에 있어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고객은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ERP 공급업체는 레거시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고객에게 강요해왔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종종 기능이 
더 부족하고 더 높은 TCO를 갖는 클라우드 제품 재구현에 대한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은 ‘더 적은 기능을 장기적으로 더 높은 라이선스, 지원 비용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처: Dean Petracca, 
PricewaterhouseCoopers, January 2007) 이에 따라 S/4 HANA 애플리케이션, HANA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저조한 클라우드 도입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ERP 
공급업체는 레거시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고객에게 강요해왔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종종 기능이 더 부족하고 
더 높은 TCO를 갖는 클라우드 
제품 재구현에 대한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https://www.pwc.com/us/en/technology-innovation-center/assets/softwarepricing_x.pdf
https://www.pwc.com/us/en/technology-innovation-center/assets/softwarepricing_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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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HANA와 클라우드

SAP HANA의 설계는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  분석 데이터베이스 설계 : HANA는 분석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AP가 HANA
와 함께 사용하는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은 몇 년 전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SAP는 해당 디자인을 선택하고 이후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의 
이점을 홍보했습니다. 

 ―   인메모리 컴퓨팅 :  HANA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메모리에 로딩합니다. 이 메모리는 
RAM (Read-Access Memory)과 SSD(Solid-State Disk) 또는 HDD(Hard-Disk Drive) 
메모리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 SSD 메모리는 HDD 메모리 스토리지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출처: 
Lucas Mearian, Flash memory’s density surpasses hard drives for first time, 
February 6, 2016) 지난 몇 년간 추진력을 얻은 SAP, 비SAP 설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은 분석 애플리케이션에만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HANA의 두 기능 모두 클라우드와 관련이 없습니다. 열 기반 데이터베이스, SSD 및 
RAM은 모두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HANA 및 인메모리 
컴퓨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12c와 HANA를 비교한 관련 기사‘ 
Considering SAP HANA Versus 오라클 12c’를 참조하십시오. SAP는 HANA를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용도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으로 제안했습니다. 
SAP는 고객이 클라우드 기반 및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하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HANA가 클라우드에서 자주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SAP는 HANA와 
클라우드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SAP는 HANA와 
클라우드 개념을 지난 몇 년간 혼용해왔습니다. 1 HANA, S4가 강력한 클라우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출시된 데에서 이러한 혼란이 일정 수준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혼합사용의 또 다른 예로 HCP(HANA Cloud Platform)를 들 수 있습니다. HCP는 프런트 
엔드 제품으로 기업이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 
HCP는 호스팅을 포함하고 있지만 HANA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호스팅된 구성요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AP HCP를 통해 SAP는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구성 요소에 HANA 
온프레미스 구현이 관련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SAP Store) 

1  HANA와 클라우드 간의 연관성은 SAP IT 부서에서 일하는 비 기술인력과의 대화를 통해 입증됩니다. 우리와 고객
의  
경험을 바탕으로 HANA에 관해 논의할 때, 이들은 데이터베이스인 HANA가 클라우드와 관련 있기 때문에 SAP가  
클라우드로 빠르게 이동한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롭게도 그 누구도 HANA의 주요 경쟁 제품인 Oracle 12c에 대해 동
일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Oracle 12c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Oracle 12c는 여러 기능이 향상되어 복수의 테넌트(tenant)를 호스팅할 수 있기 때문에 HANA보다 클라우드 지원이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HANA처럼 클라우드와 연계되었다고 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는 HANA와 클라우드 간의 연계성이 SAP의 마케팅 방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http://www.computerworld.com/article/3030642/data-storage/flash-memorys-density-surpasses-hard-drives-for-first-time.html
http://www.computerworld.com/article/3030642/data-storage/flash-memorys-density-surpasses-hard-drives-for-first-time.html
https://go.sapstore.com/sapcpselector/?source=ppc-global-google-HCP&gclid=Cj0KEQiAhs3DBRDmu-%20rVkuif0N8BEiQAWuUJr8KwZvfIWDbabrGJVgnFAoOSdJpgVZWZVGyjUZVh1w8aApPb8P8HAQ&gclsrc=aw.ds&dclid=CNfwkP_itdECFZZ6YgodX-wCQQ
https://go.sapstore.com/sapcpselector/?source=ppc-global-google-HCP&gclid=Cj0KEQiAhs3DBRDmu-%20rVkuif0N8BEiQAWuUJr8KwZvfIWDbabrGJVgnFAoOSdJpgVZWZVGyjUZVh1w8aApPb8P8HAQ&gclsrc=aw.ds&dclid=CNfwkP_itdECFZZ6YgodX-wCQQ
http://go.sapstore.com/hcpselector/?source=ppc-global-google-HCP&gclid=Cj0KEQiAhs3DBRDmu-%20rVkuif0N8BEiQAWuUJr8KwZvfIWDbabrGJVgnFAoOSdJpgVZWZVGyjUZVh1w8aApPb8P8HAQ&gclsrc=aw.ds&dclid=CNfwkP_itdECFZZ6YgodX-wCQQ.%20" http://go.sapstore.com/hcpselector/?source=ppc-global-google-HCP&gclid=Cj0KEQiAhs3DBRDmu- rVkuif0N8BEiQAWuUJr8KwZvfIWDbabrGJVgnFAoOSdJpgVZWZVGyjUZVh1w8aApPb8P8HAQ&gclsrc=aw.ds&dclid=CNfwkP_itdECFZZ6YgodX-wC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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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파트너들은 HANA가 클라우드 기반 제품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시중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HANA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출처: Mariadb.com, Webinar: MariaDB MaxScale – Scalability at its Best –  
15. January 2015).  
SAP는 HANA 출시에 막대한 마케팅 자원을 투입했으며 얼마나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세지는 큰 그림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인용문은 HANA 마케팅 메시지와 클라우드의 연관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출처: SAP Store)

“기조 연설에서 SAP의 최고 경영자 빌 맥더못은 수동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SAP의 HANA 플랫폼과 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업들이 ‘데이터 중심적이고 원활한’ 비즈니스 수행을 하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맥더못은 ‘우리는 현재 HANA 세상에 살고 
있고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 포함되어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SAP는 ‘클라우드 우선’ 접근을 도입하며 신규 제품을 먼저 
클라우드 환경에 도입하고 이후 내부 IT 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통상적인 
관행과는 정반대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설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 
구축된 S/4 HANA (SAP’s Business Suite 4 for HANA)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는 S/4HANA 클라우드 에디션 출시를 통해 공용 클라우드로 
확장되었습니다.” 

– V3 

출처: Roland Moore-Colyer, SAP boss wants firms to be ‘data driven and 
seamless’ with HANA, May 6, 2015

SAP의 메시지에 따르면 S4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 유지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HANA 역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SAP는 S4 애플리케이션과 HANA 데이터베이스를 
연계시켜 HANA가 전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라는 인상을 줍니다. 사실 HANA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SAP는 여전히 S4와 
HANA를 클라우드 기반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https://mariadb.com/resources/technical-presentations/webinar-mariadb-maxscale-scalability-its-best-15-january-2015
https://mariadb.com/resources/technical-presentations/webinar-mariadb-maxscale-scalability-its-best-15-january-2015
https://mariadb.com/resources/technical-presentations/webinar-mariadb-maxscale-scalability-its-best-15-january-2015
http://go.sapstore.com/hcpselector/?source=ppc-global-google-HCP&gclid=Cj0KEQiAhs3DBRDmu- rVkuif0N8BEiQAWuUJr8KwZvfIWDbabrGJVgnFAoOSdJpgVZWZVGyjUZVh1w8aApPb8P8HAQ&gclsrc=aw.ds&dclid=CNfwkP_itdECFZZ6YgodX-wC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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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와 아마존 웹서비스  

AWS(Amazon Web Services)가 도입된 이래 클라우드 설계의 초점은 확장성 및 유연성에 
중점을 둡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단일 하드웨어에  걸맞도록 사이즈 
및 설치가 설계되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특정 클라우드 속성을 갖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MariaDB의 확장성을 기본 설계 속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처: Mariadb.com, 
Webinar: MariaDB MaxScale – Scalability at its Best – 15. January 2015)  이로써 
아마존이 전 세계적으로 유수 엔터프라이즈 호스팅 IaaS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SAP는 IaaS 업체가 아니며 SAP 애플리케이션 호스팅을 위해 자체 호스팅 서비스 
제공하기보다는 AWS와 같은 IaaS 업체를 활용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SAP는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온프레미스 용도로 판매합니다. 또 SuccessFactors
등 인수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SAP 클라우드에서 호스팅합니다. SuccessFactors 는 
원래 HANA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오라클 Database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출처: Dick Hirsch, Oracle’s attack on SAP’s Cloud and what it tells 
about SAP’s Cloud strategy, October 3, 2014) SAP의 HANA 설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대신 SAP
는 모든 신규 애플리케이션에 HANA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사용해서 구축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AP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HANA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우선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클라우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대신 SAP는 모든 
신규 애플리케이션에 HANA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사용해서 
구축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AP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HANA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우선적으로 
설계했습니다.

https://mariadb.com/resources/technical-presentations/webinar-mariadb-maxscale-scalability-its-best-15-january-2015
https://mariadb.com/resources/technical-presentations/webinar-mariadb-maxscale-scalability-its-best-15-january-2015
https://diginomica.com/2014/10/03/oracles-oow-attack-saps-cloud-tells-saps-cloud-strategy/
https://diginomica.com/2014/10/03/oracles-oow-attack-saps-cloud-tells-saps-cloud-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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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비 클라우드 제품 혼용

클라우드 워싱 (cloud-washing)은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독자는 HANA 클라우드 플랫폼 
(HCP) 역시 이에 해당되는지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Brightwork Research & 
Analysis, Is the SAP HANA Cloud Platform Designed for Cloud Washing?) SAP는 지난 
2년 동안 마케팅 측면에서 HCP라는 용어에 대한 강조를 강화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HANA 데이터베이스 관련 명명 방식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다음 
인용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Sapphire Now에서 SAP는 기업들이 레거시 하드웨어 위에서 사용하던 
예전 SAP 소프트웨어에서 HANA가 지원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S / 4] 및 HANA Cloud Platform의 더욱 긴밀한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V3

출처: Roland Moore-Colyer, SAP’s ‘Run Simple’ cloud strategy is on a path 
of evolution not revolution, May 8, 2015

HCP는 현재 개발 중인 많은 제품의 집합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HANA가 데이터베이스 개발 환경이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잘못 설명합니다. HANA
는 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HCP는 IaaS(infrastructure-as-a-service)/
PaaS(platform as-a-service)의프론트엔드 제품입니다. 한편, S4는 아래 HCP Cockpit “
스크린 캡처”에 나와 있듯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출처: Saphanatutorial.
com)

수치 1. HCP Cockpit 확인 

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http://www.scmfocus.com/saphana/2016/08/14/hana-cloud-platform-designed-cloud-washing/
http://www.scmfocus.com/saphana/2016/08/14/hana-cloud-platform-designed-cloud-washing/
http://saphanatutorial.com/sap-hana-cloud-platform-free-hana-cloud-trial-account/
http://saphanatutorial.com/sap-hana-cloud-platform-free-hana-cloud-trial-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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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IaaS / PaaS 환경과 마찬가지로 HCP를 사용하면 원격 또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HCP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IaaS/PaaS 환경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AWS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SAP에서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본지는 3년여간 개발에도 불구하고 HCP가 여전히 ‘새로우며 발달 중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HCP는 기존 SAP ERP ECC 애플리케이션 제품 또는 기능을 1 대 1
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P는 HCP를 마케팅 전략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HCP는 HANA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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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호스팅 제공 여부

앞서 본지에서는 SAP가 고객에게 애플리케이션 호스팅을 제안하고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는 SAP의 핵심 역량이 아니며 SAP는 과거 여기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왔습니다. 
SAP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SAP에서 호스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마치 호스팅 역량을 구축하고 고객에게 모든 솔루션 호스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AP가 이러한 노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니 미르찬다니의 저서 “SAP Nation 
2.0: an Empire in Disarray”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SAP S/4 공용 클라우드에 대한 또 다른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독일 
상트레온 로트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SAP의 화려한 월도프 본사와 
위치적으로 가깝지만 그 자체로는 많은 확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Azure, 랙스페이스와 같은 서비스 공급업체의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비해 ‘조급하고 기초적’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실제로 Info 및 Unit4와 같은 경쟁 업체는 규모로 경쟁하기보다 아마존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각각 사용하며 IaaS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아마존 등 기타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강력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AP가 직접 구축하기보다 파트너십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용 클라우드’조차도 여러 호스팅 및 기타 아웃소싱 파트너사에 퍼질 수 
있습니다. 

출처: Vinnie Mirchandani, SAP Nation 2.0: an Empire in disarray, page 43

미르찬다니의 저서는 2015년 8월에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도 SAP는 호스팅과 관련 
마케팅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I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에 
호스팅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SAPPHIRE 행사에서 SAP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HANA,  
S4의 호스팅을 Azure를 통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Microsoft Azure, SAP 
HANA on Azure)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호스팅이 가장 
중요한 점은 분명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WS와 같은 SAP를 위한 호스팅 제공업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SAP가 ERP 고객을 위해 HANA 호스팅 인프라 제공을 위한 
투자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고 이에 따라 대부분 추후 HANA 호스팅 환경은 
SAP에 의해 관리되는 게 아니라 (SAP 호스팅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간주되는) AWS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Azure에 의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SAP에 인수되기 전 클라우드 
기반이었던 기업에 대한 호스팅 문제를 불러옵니다. 미르찬다니 저서 SAP Nation 2.0: An 
Empire in Disarray(43쪽)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가령 SuccessFactors, Concur 고객에게 제공하듯 SAP가 공용 클라우드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별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작고 코로케이션
(co-location) 공급업체에 의해 지원됩니다. SAP의 ‘약 8천2백만 
클라우드 유저는’ 수많은 제품, 지역에 걸쳐 퍼져있습니다. 여지까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통합 시도는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수 요건이 해당 시설의 지역적인 다양성에 영향을 주지만 이 점은 SAP 
경제가 여러 갈래로 분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출처: Vinnie Mirchandani, SAP Nation 2.0: an Empire in disarray, page 43

Vinnie Mirchandani, SAP Nation 2.0: an 
Empire in disarray, page 43

"가령 SuccessFactors, Concur 
고객에게 제공하듯 SAP가 공용 
클라우드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별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작고 코로케이션(co-
location) 공급업체 에 의해 
지원됩니다. SAP의 '약  
8천2백만 클라우드 유저는' 수많은 
제품, 지역에 걸쳐 퍼져있습니다. 
여지까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통합 시도는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수 
요건이 해당 시설의 지역적인 
다양성에 영향을 주지만 이 점은 
SAP 경제가 여러 갈래로 분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virtual-machines/sap-hana/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virtual-machines/sap-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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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찬다니는 우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SAP가 인수한 클라우드 
기반 공급업체들이 스스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SAP 
모델대로 호스팅을 외주처리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IaaS 업체들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IaaS 환경은 매출 측면에서 확연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AWS는 Salesforce,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합친 것 보다도 큽니다. (출처: Alice MacGregor, AWS bigger 
than cloud rivals Google, Microsoft, IBM and Salesforce combined, April 28, 2015)2  
“2016년 ‘클라우드 IaaS를 위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에서 아마존은 
1위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를 이었으며 SAP, 오라클의 경우 상위 14개 기업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출처: Lydia Leong, Gregor Petri, Bob Gill, Mike Dorosh, Gartner 
Magic Quadrant for Cloud Infrastructure as a Service, August 3, 2016) IaaS 시장의 
현 흐름을 보다 자세히 보자면 최근 Salesforce는 고객 호스팅을 위해 AWS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Parker Harris, Salesforce Selects Amazon Web 
Services as Preferred Public Cloud Infrastructure Provider, May 25, 2016)

Lydia Leong, Gregor Petri, Bob Gill, 
Mike Dorosh, Gartner Magic Quadrant 
for Cloud Infrastructure as a Service, 
August 3, 2016

"2016년 '클라우드 IaaS를 위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에서 아마존은 1위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를 
이었으며 SAP, 오라클의 경우 상위 
14개 기업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2 Mihăiță Bamburic 참조, AWS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클라우드를 합친 것보다 인기가 많습니다(2017년  
3월 6일 기준). 본지에서는 왜 AWS가 수익성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존 기업 전체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WS는 아마존 내에서 주요 수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요 경쟁사
인 Azure 역시 수익성이 떨어지며 가장 큰 양대 SaaS 벤더인 Salesforce, Workday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https://thestack.com/cloud/2015/04/28/aws-bigger-than-cloud-rivals-google-microsoft-ibm-and-salesforce-combined/
https://thestack.com/cloud/2015/04/28/aws-bigger-than-cloud-rivals-google-microsoft-ibm-and-salesforce-combined/
https://www.gartner.com/doc/reprints?id=1-2G2O5FC&ct=150519
https://www.gartner.com/doc/reprints?id=1-2G2O5FC&ct=150519
https://www.salesforce.com/blog/2016/05/salesforce-aws-public-cloud-infrastructure.html
https://www.salesforce.com/blog/2016/05/salesforce-aws-public-cloud-infrastructure.html
https://betanews.com/2016/11/01/aws-bigger-than-microsoft-azure-google-cloud-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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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의 전환 수준을 과장  

새로운 소프트웨어 발표가 있을 때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클라우드 발표는 SAP 고객이 아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 커뮤니티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인 독일 업체는 3분기 클라우드 
구독 및 지원 매출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6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클라우드에서 SAP 판매 성공의 핵심 척도인 새로운 클라우드 예약이  
3분기에 2배 증가하여 2.16억 유로를 달성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비IFRS 
기준입니다.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매출은 19% 증가하여 41.2억 유로를 
기록했고 영업 이익은 19% 올라 16.2억 유로로 증가했습니다.

SAP CEO 빌 맥더못은 이러한 결과가 ‘우리 전략을 다시 한번 검증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SuccessFactors Employee Central HR 
시스템이 12개월 동안 79% 성장하여 800곳의 고객을 끌어모았으며 
동기간 Customer Engagement, Commerce 패키지 관련 신규 클라우드 
예약 역시 ‘견조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 ZDNet 

출처: Steve Ranger, Cloud, HANA surge are a validation of our strategy, 
says SAP chief, October 20, 2015

여기서 ZDNet은 맥더못이 SuccessFactors의 성장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uccessFactors는 SAP가 인수하기 전에도 100% 클라우드 기반이었으며 SAP는 핵심  
HR에 SOR(System of Record)을 구축함으로써 SAP의 범위를 확장시켜 고객의 추가 
채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SAP는 비 클라우드 수익을 클라우드 수익으로 계속적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제로 SAP 매출의 어느 부분이 클라우드에서 발생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SAP와 경쟁 업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스트리트는 
클라우드 수익을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공급업체의 신규 소프트웨어 서비스 전환 
능력의 척도로 간주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소프트웨어 전달 모델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수익의 예측 가능성이며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반복 매출 모델은 특히 일회성 거래에 비교하여 예측 가능한 매출이 
반복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2천만달러 
기업에서 매년 80% 매출이 반복된다고 하면 매년 초에 천6백만달러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 수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미리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복 매출이 없는 2천만달러 규모의 사업의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회사는 연초 0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계약이 성사된 매출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대담한 확장 
계획을 전개하기는 어렵습니다.  

– Zuora

출처: Dave Key, 3 Reasons Why Wall Street Loves Subscription Models

Dave Key, Zuora, 3 REASONS WHY WALL 
STREET LOVES SUBSCRIPTION MODELS, 
last visited February 9, 2017

"반복 매출 모델은 특히 일회성 
거래에 비교하여 예측 가능한 매출이 
반복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2천만달러 기업에서 매년  
80%  매출이 계속 반복된다면 
매년 초에 천6백만달러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 수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미리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http://www.zdnet.com/article/cloud-hana-surge-are-a-validation-of-strategy-says-sap-chief/
http://www.zdnet.com/article/cloud-hana-surge-are-a-validation-of-strategy-says-sap-chief/
https://www.zuora.com/guides/three-reasons-wall-street-loves-recurring-revenue-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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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인용구로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Adobe)가 구독 기반 모델로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전환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도비는 2013년 5월 Creative Cloud 
Suite를 구독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8%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섭스크립션 매출 약 2배 증가) 어도비 주식은 2013년 
55% 급증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온라인 툴을 구매하는 고객의 20%가 이러한 전환 전에는 
어도비 고객이 아니었다고 기업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율이 
줄어들고 어떻게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지보다 정확하게 추적 가능하며 
계속해서 개별 유저에게 업데이트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Office 365를 월별 구독 모델로 전환하여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 Zuora

출처: Dave Key, 3 Reasons Why Wall Street Loves Subscription Models

현재 월스트리트가 선호하는 기업 중 하나는 아마존입니다. 엄청난 수의 IaaS 옵션을 
제공하는 아마존의 AWS는 현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SAP 또는 오라클과 달리 
AWS는 보호해야 할 온프레미스 사업이 없습니다. 사실 AWS는 온프레미스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존이 온프레미스 사업을 보호하거나 전환을 시킨다기보다 AWS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가장 투명하게 하며 AWS 사업을 나머지 사업 운영과 분명히 
차별화합니다. 아쉽게도 이 업계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성공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IBM과 같은 조직은 독특한 매출 계산법을 
통해 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IBM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클라우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클라우드 매출이 9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호기롭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수치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중 45억 달러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 있다고 
하며 여기서 여러 의문이 생깁니다.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클라우드 
매출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트너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등 비 클라우드 매출을 클라우드 품목과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출처: Brandon Butler Network World, Feb. 9, 2016 Gartner: Vendors hype 
cloud revenue to impress Wall Street

Brandon Butler Network World, FEB 9, 
2016 Gartner: Vendors hype cloud  
revenue to impress Wall Street, last 
visited February 16, 2017

"IBM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클라우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클라우드 매출이  
9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호기롭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수치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중 45억 달러가 '
서비스' 제공과 관련 있다고 하며 
여기서 여러 의문이 생깁니다. '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클라우드 
매출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트너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등 비 클라우드 매출을 
클라우드 품목과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https://www.zuora.com/guides/three-reasons-wall-street-loves-recurring-revenue-models/
http://www.networkworld.com/article/3031658/cloud-computing/gartner-vendors-hype-cloud-revenue-to-impress-wall-street.html
http://www.networkworld.com/article/3031658/cloud-computing/gartner-vendors-hype-cloud-revenue-to-impress-wall-stre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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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SAP는 IBM과 매우 유사합니다. SAP는 주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 
온프레미스 매출은 이전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독립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SAP의 
클라우드 확산 수준은 월스트리트에게 보고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다음 인용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많은 회원들이 SAP 자산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SAP의 클라우드 
제안을 채택하더라도 유저가 여러 도전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라고 
영국 및 아일랜드 SAP 사용자 그룹의 폴 쿠퍼부회장은 전했습니다. ‘과거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막대한 투자를 한 조직에는 여전히 클라우드 
전환이 사업적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The Register

출처: Jamie Davies, SAP cloud offering lacks clarity — user group survey, 
May 6, 2016

이 관행에 가담하는 것은 SAP만이 아닙니다. 다음 인용문은 클라우드 수익으로 매출을 
얻기 위해 오라클이 어디까지 서슴지 않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고객 영업 팀은 클라우드 거래를 더 큰 계약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천만 달러 거래를 한다면 PaaS(Platform as 
a Service)를 50만 달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형 거래 
중 90%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여전히 판매로 기록이 되고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영업 사원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저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객사의 IT 직원은 이러한 
포함사항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출처: Eric Knorr, Oracle insider: We’re not walking the cloud talk, 
November 9, 2015

클라우드 성장성을 입증하라는 월스트리트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 때문에 SAP 및 오라클과 
같은 조직에서는 클라우드에 전념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http://www.businesscloudnews.com/2016/05/06/sap-cloud-offering-lacks-clarity-user-group-survey/
http://www.businesscloudnews.com/2016/05/06/sap-cloud-offering-lacks-clarity-user-group-survey/
http://www.infoworld.com/article/3002507/cloud-computing/oracle-insider-were-not-walking-the-cloud-talk.html
http://www.infoworld.com/article/3002507/cloud-computing/oracle-insider-were-not-walking-the-cloud-tal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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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 선점 달성을 위한 SAP 마케팅 메시지

SAP는 현재 HANA를 새로운 혁신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그리고 동시에 SAP의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SAP는 ERP ECC 고객에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접근법이 중요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SAP는 아마존의 AWS와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인프라 파트너가 관리할 백엔드에 대한 강조성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SAP는 고객이 클라우드 기반 제품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1. 기본 SAP 애플리케이션 —  S4와 현실적으로 함께 기존 SA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S4/HANA는 기존 SAP ERP ECC 애플리케이션 제품 또는 기능을 1 대 1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S4/HANA는 기존 SAP ERP ECC 애플리케이션 제품 또는 기능을 1 대  
1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S4 외에도 향후 4년간 여러 ECC 모듈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지 
역시 따져봐야 합니다. 

2.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확보 — SAP가 인수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기업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비용이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SAP가 일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나요?  

추측되는 바로는 SAP는 HANA 데이터베이스 고객들에게 다른 클라우드 기반 제품을 파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지 12, 13쪽에서 나타나듯, 2017년 1분기 기준 라이선스 고객이 5,800곳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SAP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고객 여부를 떠나 HANA 데이터베이스 도입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르찬다니의 저서 ‘SAP Nation 2.0: an Empire in Disarray’
의 2쪽 서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SaaS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인프라 및 모바일 광대역을 통해 IT 
비용이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어째서 SAP 
비용은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출처: Vinnie Mirchandani, SAP Nation: a runaway software economy, 
December, 2014, Preface Page 2

SAP가 판매하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장 압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SAP가 SaaS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인수하여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증가시킬 경우 이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SaaS 제안은 소프트웨어가 
소비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영업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고객 반응, 또 영업 사원이 
보상받는 방식 등 다양한 변화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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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SAP 도입 고객 중 상당수는 BW/4HANA(HANA Business Warehouse)와 같은  
HANA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HANA 라이선스 
사용자 중 몇 곳이 궁극적으로 S4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SAP는 S4 애플리케이션이 ERP ECC 비즈니스 스위트 제품과 기능 면에서 동등해질 
때까지 내부적으로 개발된 S4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S4에서 제거되거나 누락된 비즈니스 스위트의 구성 요소를 아래의 수치 2를 참조하여 
확인하십시오. SAP는 이러한 구성 요소 중 어느 것이 S4의 이후 릴리스에서 다시 도입될 
만큼 중요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SAP는 S4가 ECC 비즈니스 스위트 7i와 동등해질 
때까지 S4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한 비즈니스 스위트로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치 2 S.4에서 제거되거나 누락된 비즈니스 스위트의 구성 요소
출처: TEC206 – Architecture and Components of SAP S/4HANA

 ‘클라우드’로 표시된 항목의 모든 항목이 실제로 클라우드 기반인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고객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코드베이스가 한 세트만 
있습니다. 이를 멀티 테넌트(multitenant)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SAP 제안 상품 중 다수는 호스팅된 클라우드 형태를 띠며 이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가장 요지부동이었던 SaaS 벤더조차 최근 인프라를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습니다.   
SaaS 정의의 두 번째 요소는 기본 데이터 모델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사용자 개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플랫폼 패치, 호환성 및 업그레이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SaaS 공급업체는 이후 모든 
고객을 업데이트해 주는 단일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지원 비용이 줄어들며 
이에 따라 SAP의 연간 20% 지원 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게 됩니다. (출처: Gruman, 
Galen. “The Truth About Software As a Service,” CIO Magazine, May 21, 2007) SAP는 
신규 클라우드 환경에서 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제공될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또 SAP 고객들은 SAP 클라우드 제품 구현 성공 수준에 있어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는 증가하는 수의 소프트웨어 벤더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sapevents.edgesuite.net/TechEd/TechEd_Vegas2015/pdfs/TEC206.pdf
http://www.sapevents.edgesuite.net/TechEd/TechEd_Vegas2015/pdfs/TEC206.pdf
http://www.cio.com/article/2439004/enterprise-software/the-truth-about-software-as-a-service--saas-.html
http://www.cio.com/article/2439004/enterprise-software/the-truth-about-software-as-a-service--sa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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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SAP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판매에 중점을 두고 지난 오랜 세월 SaaS를 거부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지난 2년간 클라우드 기반 제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해왔습니다.  
SaaS는 SAP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 부분을 차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SaaS가  
SAP의 장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SAP
는 고객에게 클라우드 기반 제품을 구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SaaS/클라우드에 매진하고 있는 SAP는  ‘자금을 최대한 풀어’ 제품에 
있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여러 기업의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SAP가 
발표한 클라우드 전략과 현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SAP 소프트웨어 솔루션 중 상당수는 멀티테넌트(multi-tenant)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SaaS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호스팅된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현입니다. 반복 매출과 SaaS 공용 클라우드 접근에 따른 비용 절감에 매력을 느끼는 
월스트리트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기대치를 완화하기 위해 SAP는 창의적으로 제품 이름, 마케팅 방식을 정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SAP 제품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P는 모든 클라우드 제품과 HANA를 기본적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HANA는 데이터베이스이며 본질적으로 클라우드 제품이 아닙니다. 

 ―   S4 Finance는 SAP 온프레미스 또는 SAP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S4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호스팅되거나 온프레미스에서 실행되는 S4 Finance 모두 HANA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본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S4를 HANA에 국한할 기술적인 이유가 없지만 
SAP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미니스트리트 백서 ‘Considering SAP HANA Versus Oracle 12c’를 참조하십시오.)

 ―   S4 Finance는 대부분의 경우 사설 클라우드의 일부이자 싱글 테넌트로 호스팅됩니다. 
이는 SaaS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 테넌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개발 없이 구현 가능해야 합니다. S4 Finance의 이전 구현 
(ECC FI / CO)이 거의 구성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SAP 소프트웨어 솔루션 중 
상당수는 멀티테넌트(multi-
tenant)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SaaS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호스팅된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현입니다. 반복되는 
매출과 SaaS 공용 클라우드 접근에 
따른 비용 절감에 매력을 느끼는 
월스트리트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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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의 진술과 실제 SAP 사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면 클라우드 워싱 성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SAP가 앞으로 클라우드에 매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래 SAP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략을 명시해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하고 또 굳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의 다음 발언에 대한 SAP의 반응을 
통해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iba는 오라클에서 실행됩니다. SuccessFactors 도 오라클에서 
실행됩니다. SAP는 막 Concur를 구입했는데 이 역시 오라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HANA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전혀 
모르겠으나 클라우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오라클에서 
실행됩니다.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출처: Cloud Computing at SAP

SAP의 반응 :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SAP는 명확하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SAP HANA에서HCM 포트폴리오 및 Ariba 
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SAP 애플리케이션을 탁월한 혁신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ANA를 
통해 고객은 더 많은 데이터와 거래를 처리하며 보다 실용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Ariba SpendVisibility, SAP Cloud for 
Sales 및 SuccessFactors Workforce Analytics는 HANA에 이미 
적용되었으며 성능이 향상되고 운영이 단순하며 사용자 채택률이 
높습니다. Simple Finance, Customer Engagement Intelligence, 
SAP Cloud for Sales, Mobile Documents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은 
HANA에 구축되었으며 많은 고객들이 생산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TEC206 – Architecture and Components of SAP S/4HANA

SAP는 ‘전략’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합니다. 전략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래리 앨리슨은 (인용 당시)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지만 동시에 SAP는 현재 상태가 아닌 미래 전략 구상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습니다. 

SAP는 S4 Finance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를 촉진하고 HANA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빠른 혁신으로 고객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제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ERP ECC 6.0 라이선스를 보유한 고객 중 일부만 S4 Finance로의 
전환의 사업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SAP는 “입증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보안 및 호스팅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용, 개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출처: TEC206 – Architecture and Components of SAP S/4HANA

http://www.sapevents.edgesuite.net/TechEd/TechEd_Vegas2015/pdfs/TEC206.pdf
http://www.sapevents.edgesuite.net/TechEd/TechEd_Vegas2015/pdfs/TEC2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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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SAP 고객의 경우 구현 옵션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공용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관련된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SAP S4 고객은 온프레미스 또는 사설 클라우드에 구현합니다. 
비-멀티테넌트 공용 클라우드(non multi tenant public cloud) 즉 사설 클라우드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서 다른 업체에 SAP 솔루션 호스팅을 맡길 경우 비용 혜택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면에 있는 SAP의 동기를 이해하면 왜 이러한 부분이 SAP 영업과 고객 
간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SAP 고객들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호스팅이 SAP에 의해 처리된다는 부분만 전달되며 SAP 싱글테넌트 
호스트 관련 비용 영향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SAP는 인수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얻은 클라우드 솔루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SAP 고객이 클라우드 기반 SAP 제품으로의 마이그레이션 관련 요구 사항을 
확인하며 개념 증명을 시도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석 결과에 따르면 ECC 6.0
에서 S4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S4 구현을 고려 중인 고객은 S4 및 HANA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인증 팀을 보유한 시스템 통합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교적 적은 수의 구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합한 S4 애플리케이션, HANA 
데이터베이스 구현 경험을 갖춘 시스템 업그레이드, 통합 컨설턴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독자들이 면밀하고 세밀하게 SAP 클라우드 제안을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고객은 아마 본지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제공되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비교 
대상은 무엇인지, 고객이 어디까지 이미 지불했는지에 대해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에 대한 SAP의 답변은 굉장히 단순하며 SAP가 클라우드 공급업체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있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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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기능 지원 서비스(FSS)

리미니스트리트 FSS 팀은 고객이 현 ERP 시대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로드맵은 소프트웨어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버전 릴리스를 사용하며 동시에 ERP 애플리케이션에 진행한 투자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고객의 전략적 결정을 반영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고객이 현재의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전략적 미래 로드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능 매핑 

 ― 최적화 분석

 ― 혁신 매핑

리미니스트리트는 고객을 대신하여 ERP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 질문에 
답하거나 고객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오라클의 클라우드 전략

 ― SAP HANA와 Oracle 12c 비교

 ― SaaS 가격 및 계약 조건

 ― SAP S4/HANA에 필요한 변화

리미니스트리트는 세계적으로 오라클, SAP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라클, SAP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독립된 제3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SAP 라이선스 유저들이 총 지원 
비용의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05년부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재편해왔습니다. 고객은 향후 최소 15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필요  
없이 현재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nquirykr@riministreet.com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info@riministreet.com
http://info@riministr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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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고지사항  

이 문서는 Oracle Corporation, SAP SE 또는 제3자의 후원, 지원, 또는 연계 없이  
‘리미니스트리트 주식회사’(리미니스트리트)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웨비나 및 관련 문서는 리미니스트리트의 
지적 재산권에 속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의도된 수신자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리미니스트리트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이 이 문서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전체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 
게시, 개조 또는 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현재 상태”로 제공됩니다. 
리미니스트리트가 서면으로 따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미니스트리트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여기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인 
보증도 배제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리미니스트리트는 본 문서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특별한 또는 부수적 손해(이익 
손실, 영업 중단 또는 정보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이 문서 내용의 정확성 또는 완결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변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여기에 설명된 정보, 
서비스, 제품 또는 발명에 대해 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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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일 수 있으며 별도 명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리미니스트리트는 특허권자 또는 언급된 기업들과 어떠한 관련, 후원,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문서는 오라클, SAP SE 또는 제3자의 후원, 지원, 또는 연계 
없이 ‘리미니스트리트 주식회사’(리미니스트리트)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명백하게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리미니스트리트는 특정 목적을 위한 묵시적 보증, 적합성뿐 아니라 제시된 정보의 표현, 
함축된 의미 등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정보의 사용 및 비사용과 관련된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특수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 또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정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4-KR-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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