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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엔지니어드 시스템으로 초당 최대 수강신청 건수
300% 증가해 학생들의 수강신청 만족도 향상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6-2 HA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를 통해 대학교 시스템의 핵심과제인 수강신청
피크 타임에 발생하는 시스템 부하 이슈를 해결했다. 초당 최대 수강신청 건수가 300%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강
신청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
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이종완, 전산기획팀 팀장, 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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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제품

· Oracle Database Appliance X6-2 High Availability
· Oracle Database 12c

도전 과제

도입 효과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 6-2 HA 와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 12c 가 제공하는

업그레이드해 수강신청 기간의 피크 타임에

높은 성능을 통해 초당 최대 수강신청 건수가 300% 증가했고, 건당 33개의 SQL 구문을 신

발생하는 시스템 부하로 인한 학생들의 증가

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수강신청 시스템의 응답 시간을 50% 단축했다.

하는 불만을 해결하고자 했다
・.학사 행정, 성적 조회 등의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장 가
능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해 스토리
지 용량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
고자 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6-2 HA을 통해 이전에는 100% 였던 CPU 사용률을
5%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의 향상된 안정성으로
수강신청에 대한 항의 전화 및 게시글이 크게 감소했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가 제공하는 높은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용량으로 학사
행정, 강의계획서, 성적 조회, 전자출결서비스 등 점점 증가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
킬 수 있는 데이터 관리의 확장성을 확보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하나로 구현한 오라클 데이터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함으로써
대학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고속 네트워크망, 스토리지 등의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
감했다.
・오라클 재해복구(DR) 솔루션인 액티브 데이터 가드(ADG) 기능을 활용해 다운타임 없이
실시간 백업이 가능해져 데이터 손실에 대한 우려를 없앴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의 높은 성능으로 개발자들이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됐으며, 데이터베이스 운영 중에도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신속
한 리포팅이 가능해져 전산팀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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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오라클 통해 초당 최대 수강신

학기 진행되는 수강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

구축 과정(Execution)

청 건수 300% 증가, 수강신청 시스템의 응

기 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을 확보하고

선문대학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

답 시간 50% 단축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X 4-2 모델을 업
그레이드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

선문대학교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으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스 X6-2 HA의 도입을 결정하고 2개월간의 테

며, 총 학생 수 1만명, 80개국 1,000 여명의 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를 이미

스트 및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거쳤다. 1개월

학생으로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 선문대학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

후 선문대학교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Active

교는 훌륭한 교수진의 강의와 최고의 교육 프

스 어플라이언스 X 6-2 HA에 대한 높은 신뢰

Data Guard) 옵션을 시스템에 추가했다.

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도를 갖고 있었고, 성능 및 안정성 측면에서 가

가하고 있다.

장 신뢰할 수 있었다. 이에 기존 시스템과의 가
장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는 오라클 솔루션을

선문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추가 도입하게 됐다.”

증가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매

– 이종완, 전산기획팀 팀장, 선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