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장성우 상무(sungwoo.chang@oracle.com), 김철민 부장(chulmin.kim@oracle.com), 한국오라클 Tech Sales Consulting

Trend 05

개요 

오라클 DBMS 11gR2가 2009년 가을에 세상에 나왔으니 

발표된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직도 예전 버전의 오라클 DBMS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기존 시스템이 24*7
로 작동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운타임을 가

져갈 수 없기 때문이거나 혹은 아직도 새로운 버전이 안

정성이 미심쩍다거나 하는 이유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심각하

게 11g로의 업그레이드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

면 비즈니스와 기술 환경 모두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필

요성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

전 버전의 오라클 DB의 11g로의 업그레이드의 필요성

을 비즈니스와 기술 관점에서부터 살펴보고 그 필요성

을 만족하는 솔루션과 이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필요성 

먼저 11g로의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은 크게 비즈니스적

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 

가장 큰 비즈니스적인 필요성은 고객의 비즈니스 상황

의 변화에 따른 IT 시스템의 변화, 즉, (1) 비즈니스 성

장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안정성 확보 내

지는 (2) IT 비용 감소를 위한 시스템 효율화에 대응하

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 통합 등을 진행할 경우이다. 비

즈니스 확장 및 효율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능 개선 및 

안정성 증대를 이룰 필요가 있을 때 심각하게 11g로

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때 화

두는 ‘Better Performance , High Availability , Simple 

Management’가 되는데, 11g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

로운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필요성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민감한 

정보들(고객 데이터, 회사 주요 정보 등)에 대한 관리 및 

보안 기준이 강화되면서 암호화 등 기술 강화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 강화 작업을 위해서도 

역시 새로운 보안 기능을 포함하는 11g로의 업그레이드

가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래 IT 트렌드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때문

이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대응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그룹사 전체 시스템을 묶어 통합한 후 

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만큼만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는 Private Clou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 클라우드 아키텍쳐를 이루기 위

해서는 역시 11g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된다.

11g Upgrade의 

필요성 및 수행 방안

오라클의 솔루션 : Consolidation/Private Cloud 

그렇다면 이런 모든 비즈니스/기술적인 필요성을 충족

하면서 동시에 11g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IT 

아키텍쳐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까? 오라클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바로 기존의 단위 시

스템들을 통합하면서 미래를 위한 IT 구조를 갖추는 

Consolidation & Private Cloud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Consolidation 작업은 기존에 다양한 복수의 서버 상에

서 분산되어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던 DB 시스템들을 

하나의 단일 서버 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때 오라

클이 권장하는 것은 Extreme Performance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라클이 선보인 ExaData 상에 기존의 시스템

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Data끼리의 ADG 기반 DR 구조

를 통해 MAA(Maximum Availability Architecture) 구

조를 이루어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Private Cloud의 구축은 Consolidation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ExaData 기반으로 기존 시스템들을 통합

하여 Consolidated System을 구축하면 이제 ExaData
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필요에 따라 서비스 형

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특정 작업을 위

해 필요한 CPU숫자, 메모리 크기, 디스크 크기 등을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사용량은 

EM(Enterprise Manager)의 metering & chargeback 기

능을 통해 계산되어 사용 부서에 실사용량 만큼의 비용 

할당(cost allocation)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술적인 관점 

앞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일부 언급한 것처럼 몇몇 비

즈니스상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들

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11g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

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11g 및 관련 option이 제

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비즈니스 목적

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11g로의 업그레이

드가 필요하다. 많은 새로운 것들이 있지만 11g의 새

로운 기능 및 옵션들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1) ADG(Active Data Guard)를 활

용한 Maximum-availability architecture(Primary DB
는 Read/Write 가능한 상태에서 Secondary DR DB
를 Standby가 아니라 Active/Read-Only로 쓸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기능), (2) 개선된 TDE(Transparent Data 

Encryption)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암호화

할 수 있는 기능(이전 버전에서는 특정 컬럼만 암호화 

할 수 있었음), (3) RAT(Real Application Test)를 활용

한 실제 운영 시스템의 업무 부하의 기록 및 재생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기술적인 이유로는 SLC(Software Life Cycle)에 대

한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Oracle 8i, 9i, 10g 버전에 

대한 신규 Patch 제작이 지원되는 Premier Support 기간

은 현재 모든 버전에 대하여 종료된 상태이다. 10g의 경우

에는 별도의 Extended Support 계약을 통해 별도의 Patch
를 받을 수도 있지만, 9i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Extended 

Support도 종료되어 별도의 Patch를 받을 수가 없다. 따

라서, 이러한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11g로의 업그레이드

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그림 1] 참

조)

<그림 2>  Consolidatio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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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B 버전별 Support 지원 현황

Release GA Date
(출시일) 최종 PatchSet Premier 

Support Ends 비 고 

8.1.7.4 Sep 2000 8.1.7.4 2004년 12월  PS기간 종료

9.2 Jul 2002 9.2.0.8 2007년 7월 PS기간 종료

10.1 Jan 2004 10.1.0.5 2009년 1월 PS기간 종료

10.2 Jul 2005 10.2.0.5 2010년7월 PS기간 종료

11.2 Sep  2009 11.2.0.2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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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기존에 각 부서마다 존재하던 서버들을 전사

적으로 통합한 후 통합 시스템 위에서 고성능 고가용성

의 서비스를 받은 후에 실제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사용 

부서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구축사례 : 일본 라쿠텐 증권사의 Consolidation 사례 

라쿠텐 증권은 약 111 만명 (2011 년 5 월말 현재)이 이

용하는 일본 내 2위의 온라인 전문 증권회사로서, 인프

라 강화를 훨씬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는 거래 수에 대

응하기 위해 최고의 가용성을 실현하고 급격한 트랜잭

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목표로 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1년 

3월말에 종료된 통합&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HP Superdome 기반의 2 Node RAC x 4개 Set 

에서 운영중이던 Mission Critical  Securities Trading 

System을 Exadata V2 Full Rack 1대로 전환하였다. 또

한 Trading 시스템의  고가용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Oracle MAA(Maximum High Availability 

Architecture)를 구현하여 또 다른 Exadata Full Rack 1
대를 ADG 기반으로 DR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라쿠텐 

증권은 Oracle Exadata 의 도입으로 거래 처리 시간에서 

최대 700% 속도 향상이 있었으며 절전에 의한 연간 약 

5,000만엔(한화 약 7억원)의 비용 절감도 실현하였다.

고객들의 주요고민 및 해결방안

DB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중 주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DB upgrade 시, Application 성능 검증 및 수정 때문

에  막대한 리소스가(시간, 인력, 비용 등) 투입되지 않

을까?

<그림 3>  라쿠텐 증권의 Consolidation 사례

•  DB upgrade 시, 서비스 다운타임이 길어지지 않을까?

•  DB upgrade 후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한 새로운 

문제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해결 방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고객들의 고민 중에서 DB 업그레이드 시에 발생

하는 기존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수작업으로 

전수 또는 부분 검사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

려움이었는데 이 부분을 RAT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기

능으로 효율적인 전수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추정된 데이터로 불완

전하게 업그레이드 상황에서 리허설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도 RAT를 통한 업그레이드 영향도

를 기존의 실제 환경과 동일한 업무 부하를 줌으로써 

리얼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가상의 인공적인 부

하 테스트를 현재의 실제 운영 부하 재현을 통한  손쉬

운 테스트 수행을 함으로써 기존의 월 단위로 걸리던 단

위 테스트 작업을 일 단위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작업 기반의 전후 분석을 통

합UI(EM) 통한 업그레이드 전후 애플리케이션 영향

도 비교분석을 통해 자동화 기반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다. 이때, Application서버/DB서버 등 테스트 환경 준

비 부분을 DB부하 캡쳐 후 Replay 방식으로 진행함으

로 Application서버 준비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기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게 된다.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개발 및 튜닝,OS 

및 DB 변수 변경, OS 및 DB patch 등 지속적으로  변경 

전/후 변화  관리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이슈는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전환 시에 많은 시간 Business Downtime이 발생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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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AT를 활용한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 검증 방안

① DB부하캡처

② SQL캡처

[Upgrade 전]

운영환경 테스트환경
[Upgrade 후]

 통합 Ui

Replay Driver

As-was:  2 Node RAC on HP Superdone x 4개 Set As-Is:
Oracle Exadata Machine Full Rack 2대

- Active Data Guard 구성
Online Trading System

2 HP 
Superdome 

 - 노드당 32 CPU
 - HP-UX 11i

 - Oracle RAC 
9.2.0.6

 EMC Storage

Node-1 Active 
Data 

Guard

Primary Standby

마이그레이션 수행방안 

구 버전으로부터 최신의 11g R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작업은 다음과 같이 Direct Path 와 Indirect Path 방법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Direct Path는 11g R2 
버전으로 직접 upgrade하는 것이 가능한 경로를 말하

는 반면, Indirect Path는 Double Version Upgrade, 즉, 

Direct Path가 가능 한 버전으로 일단 먼저 upgrade 한 

후 다시 한 번 11g R2 버전으로 upgrade하는 것을 말한

다.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객들은 비즈니스 성장에 따

른 성능 증대나 안정성 확보, 비용 효율화를 위한 시스

템 통합 등을 위해 오라클 DB의 최신 버전인 11gR2의 

도입을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

은 미래 IT 아키텍쳐의 도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된다. 

 

11g의 새로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러한 비즈니

스/기술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아키텍

쳐는 시스템 통합을 통해 Consolidation을 이루고 더 나

아가 통합 자원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쓴 만큼 비용을 

할당할 수 있는 Private Cloud를 구축하는 길이다.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존 애플리케이

션의 적합성 검사와 다운타임 최소화와 같은 이슈들은 

ATS와 OGG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였다. 이 부분은 오라클의 OGG 실시간 복제 솔루션으

로  Downtime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업그레이드

와 마이그레이션 시 수작업으로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

하는 작업을 UI방식으로 간편하게 데이터 정합성 검증

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일의 경후 업그레이드

와 마이그레이션 시 복잡한 백업 및 원복 정책 수립 때문

에 새로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그레이드 전후 

버전 공존으로 인해 빠르게 기존 시스템으로 원복이 가능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동일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이기종  플랫폼 환경에 대한  실시간 복제, 

CDC, 백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B Version별 기술문의 비율(2011년 4월 

조사)을 조사한 결과 11g 사용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그림 6 참조), 11g R2 업그레이드 후 안정적 

운영 사례도 통신, 금융, 제조, 공공 등 여러 산업에서 

많은 11g 적용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은 

이제 안심하고 11g로 업그레이드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림 7>  버전별 Migration Path

<그림 5>  OGG를 활용한 다운타임 최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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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버젼별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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