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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Java SE 에 대한 
투자 가치 보호하기 
 

소프트웨어 성능 유지 관리 및 패칭은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Oracle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은 라이선스와 지원을 간편한 구독 
형태로 결합하여 고객이 전사적인 Java SE 설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Java SE 의 주요 기여자이자 관리자인 Oracle 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기반으로 장기 
지원 및 업데이트를 보장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Oracle 의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을 
구입하면 지속적인 업데이트 관리 및 기업의 자체 Java 런타임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전담 Java SE 지원 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Java SE 에 대한 투자 가치 보호하기 
Java 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문 개발 언어이자 개발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클라우드용 
언어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개발자들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Oracle 과 Java 커뮤니티는 Java 
SE 를 위한 6 개월 릴리스 주기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결과 개발자들에게 혁신 기술이 제공되는 
주기 역시 단축되었습니다. 과거 2-3 년 주기로 대대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제공되던 주요 기능 
릴리스(Major Release)와 달리 6 개월 주기 기능 릴리스(Feature Release)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덕분에 고객이 Java 의 혁신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 버전의 
릴리스로 나아가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더욱 커진 예측 가능성, 일관성은 물론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이드바에 소개된, 다양한 
업그레이드 방식별 상대적 비용 절감 효과에 관한 2019 년 9 월 대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Java 개발자들은 손꼽아 기다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기까지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릴리스 
주기를 감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최신 JDK 릴리스로의 무료 업그레이드를 통해 매 6 개월마다 
새로운 기능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Oracle 은 고객의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Linux 배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하 OpenJDK 구축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Java SE 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기업의 Java SE 
라이선스 허가 방식을 간소화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구형 JDK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Oracle 은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Java 버전 선택이 제공하는 최고의 
유연성을 선호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이 운영 
환경에 투입될 때 사용된 Java 버전을 
유지하고 싶다고 답했고, 개발 일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일정을 기준으로 새로운 Java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을 통한 Java SE 업그레이드는 
이와 같은 선호도를 충족하며, 고정적인 
업데이트 일정에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1  

 

 

 

기업들은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지원 및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패치에 전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조직에는 수십 가지 다양한 
버전의 Java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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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 11 및 8 업데이트는 개인용, 개발용 및 Oracle 제품과의 혼용 시 무료 사용을 허용하는 OTN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타 용도의 경우 Java SE 구독이 필요합니다. JDK 17 
업데이트는 현재 무료 이용약관 라이선스 하에 제공 중이며, 다음 번 LTS 릴리스(2023 년 9 월 
예정) 이후 약 1 년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를 사용하면 클라우드, 
서버, 데스크탑 배포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 기능, 업데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 관리 
기능들은 기업이 투자한 Java SE 의 성능과 안정성, 보안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은 고객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사적 Java 관리 개선 
 
기업은 종종 전사적 검토 과정에서 어떤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 Java SE 에서 실행 
중인지 발견하곤 합니다. 평균적인 기업들의 경우 수십 가지 버전의 다양한 Java 플랫폼이 
데스크탑, 서버, 클라우드 전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료된 Java 버전을 기업 환경에 유지하는 
경우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항상 최신 성능 및 보안 개선이 포함된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 Java Management Service(JMS)는 모던 Oracle Cloud Infrastructure(OCI) 서비스로, 

클라우드 및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 중인 Java 배포를 모니터링합니다. JMS 는 기업이 
전사적인 Java 사용 내용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인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 관리 기능을 통해 서드파티 클라우드를 포함한 고객의 전체 Java 포트폴리오를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Java Management Service 시작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Oracle Java SE Advanced Management Console(AMC)은 기업 전반에 배포된 Java 
버전을 대시보드 보기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기업은 플랫폼 업데이트 및 보안 수정 
사항들을 더욱 긴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AMC 는 어떤 Java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Java 
버전을 통해 실행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인벤토리를 생성합니다. 

• Java SE 8 을 포함한 Oracle JDK 는 AMC 와 페어링된 로컬 사용 로깅을 제공하여 어떤 Java 
버전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는지 분류함으로써 사실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를 구축합니다. 

• Java SE 8 Deployment Rule Set 의 기능들은 고객이 기업 전반의 브라우저에서 보안 
프롬프트의 제어, 웹 시작 애플리케이션용 기업 허용/거부 정책 적용을 포함한 Java 실행을 
제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양한 Java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다양한 버전의 
Java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 세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구식 Java 버전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또는 여러 Java 버전을 지원해야 하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 Java Flight Recorder 와 Java Mission Control 은 최소 성능 오버헤드로 운영 환경 내 진단 
기능을 제공해 가동 시간을 개선해 줍니다. 

• Java SE 8 MSI 커스텀화: System Administrators 는 Java Installer Customization 
Tool 을 사용해 MSI 를 리패키지하여 관리형 시스템에서의 Java 설치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원 
Oracle 을 선택한 43 만여 고객이 자사의 기술 투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Oracle Support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서버, 데스크탑 지원은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의 핵심입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구입으로 고객은 숙련된 Oracle 
Java 지원 팀이 연중무휴로 제공하는 Oracle Premier Support 를 누릴 수 있습니다. Oracle Java 
SE 제품 Oracle Premier Support www.oracle.com/kr/support/premi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Lifetime Support Policy https://www.oracle.com/kr/support/lifetime-
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 및 지원 로드맵 정보 
페이지 www.oracle.com/java/technologies/java-se-support-roadmap.html 에서는 
Oracle 의 독보적인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의 전체 지원 커버리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중단으로 인한 시간당 
평균 비용은 수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게다가 
다운타임은 브랜드, 평판, 고객 만족도에도 
종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사이버 공격 성공으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때 가장 많은 비용이 
초래됩니다.2 

 

 

 

 

 

 

 

 

 

 

 

 

 

 

 

 

 

 

 

 

 

 

 

https://www.oracle.com/kr/support/premier/
https://www.oracle.com/kr/support/lifetime-support/
https://www.oracle.com/kr/support/lifetime-support/
https://www.oracle.com/kr/support/lifetime-support/
https://www.oracle.com/java/technologies/java-se-support-roadma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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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SE Universal 고객들은 Oracle Java SE 바이너리를 위한 Oracle Premier 지원과 더불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런타임을 포함한 전체 Java 포트폴리오에 대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Java SE 지원 리소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해 
집니다:  
  
• Java 문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록 및 해결 
• 문제 해결 기간 단축 및 Java 지원 비용 최소화 
• Java 애플리케이션 가동 시간 극대화 

Java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Java 8 업데이트는 2019 년 4 월 이후로 OTN 라이선스에 따라 릴리스됩니다. 이후 귀사는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다양한 Java 파트너들과의 폭넓은 협력 경험을 가진 Oracle 은 대부분의 대규모 
조직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버전의 Java 를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Java 버전에 제약을 두는 조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은 고객이 유지 관리 중인 Java 
버전에 훨씬 커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의 기간 기준 라이선싱 및 지원을 사용하면 버전 전환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사용 중인 Java 플랫폼의 안정성과 최신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구식 
Java 버전을 시스템에 유지하면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업데이트를 설치해 
최신 성능과 보안 개선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 조직은 기업 또는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여러 의무 사항의 준수 대상일 수 있으며, 특히 가용한 
모든 보안 패치를 설치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은 귀 조직이 이와 같은 의무 사항을 
손쉽게 충족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보유한 Java 버전의 공개 업데이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신 Java 릴리스를 보유해 

업그레이드 경로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Java 버전을 나란히 두고 실행하는 기능을 간소화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간 호환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Java 를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성능 
• JDK 8 서버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구독자 및 OCI 사용자는 Java SE Subscription Enterprise 

Performance Pack(Enterprise Performance Pack)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성능 팩은 
JDK 9-JDK 17 에서 개발된 획기적인 개선 사항들을 JDK 8 워크로드에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JDK 15 이 제공하는 초저대기시간 가비지 콜렉터 ZGC 와 같은 상당한 수준의 메모리 관리 및 
성능 개선과 JDK 9 의 Compact String 이 제공하는 메모리 절약이 포함됩니다. JDK 8 을 
위한 이 드롭 인 교체로, 메모리 또는 CPU 용량에 가까운 워크로드를 실행 중인 고객은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부 및 파트너 테스트 결과 과용량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사용량 및 성능이 최대 40%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모던 마이크로서비스를 위한 다언어 기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런타임 GraalVM Enterprise 도 
함께 제공됩니다. GraalVM Enterprise 는 사전 컴파일링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작 기능 
개선과 추가적인 메모리 절약 이점을 제공합니다. GraalVM EE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해당 
데이터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요약 

• 기업 클라우드, 서버, 데스크탑 배포에 
필요한 모든 Java SE 라이선싱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Java 버전에 성능, 안정성,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함으로써 Java SE 에 
대한 투자 가치를 보호합니다. 

• 최대 유연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Java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실행 중인 모든 Java 버전을 고객의 
일정에 따라 업데이트합니다. 

• 가장 최신 버전의 Java 업데이트 및 
보안 수정을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 전사적인 Java SE 8 Desktop 사용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 Java 배포,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성능 

• Enterprise Performance Pack 에는 
JDK 8 서버 워크로드를 위한 JDK 17 

Performance 가 포함됩니다. JDK 

8 을 위한 드롭 인 교체가 제공됩니다. 
서버측 Linux(Intel ARM), 64 비트, 
헤드리스 

• GraalVM Enterprise 는 모던 
마이크로서비스를 위한 고성능 
런타임을 제공합니다. 

•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고객과 Oracle Cloud 

Infrastructure(OCI) 사용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Enterprise Performance 

Pack 및 GraalVM Enterprise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oracle.com/a/ocom/docs/tools/graalvm-ee-data-she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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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기간 기준 전사적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모델에는 클라우드 배포, 서버, 데스크탑 
라이선싱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 

 
• 단순한 직원당 가격 정책의 기본 가격은 직원당 $15/월이며, 볼륨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전체 Java 포트폴리오에 대한 우선 지원에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및 런타임이 포함됩니다. 
• Broad Internal Use License 권한에는 데스크탑, 클라우드 워크로드 및 온프레미스가 

포함됩니다.  
• Java SE 8 Commercial Features 에는 Java SE Subscription Enterprise Performance 

Pack 이 포함됩니다. 
• 최신 및 기존 Oracle Java SE 릴리스 전반의 성능, 안정성, 보안 업데이트 
• GraalVM Enterprise 자격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해당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aalVM EE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세요). 
• Oracle Premier Support 는 MOS(My Oracle Support)를 통해 제공됩니다.  
• 기간 기준 라이선싱 방식입니다. 

리소스 
•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솔루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oracle.com/kr/java/java-se-subscription/. 
• Java SE Subscription Enterprise Performance Pack 블로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s.oracle.com/java/post/introducing-the-java-se-subscription-
enterprise-performance-pack.   

https://www.oracle.com/a/ocom/docs/tools/graalvm-ee-data-sheet.pdf
https://www.oracle.com/a/ocom/docs/tools/graalvm-ee-data-sheet.pdf
https://www.oracle.com/kr/java/java-se-subscription/
https://blogs.oracle.com/java/post/introducing-the-java-se-subscription-enterprise-performance-pack
https://blogs.oracle.com/java/post/introducing-the-java-se-subscription-enterprise-performance-pack
https://blogs.oracle.com/java/post/introducing-the-java-se-subscription-enterprise-performance-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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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Java Health Check 혜택이 필요하다면, Oracle 의 Java 스페셜리스트 팀이 각 단계별 안내를 통해 귀 조직 전반에서 Java 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향후에 사전 예방적으로 Java 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1-800-633-0738 로 전화 주세요. 
 
전사적인 Java SE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질문 

질문 비즈니스 시나리오 및 영향 솔루션 

귀 조직에서 사용 
중인 Java 버전 중 
최신 성능, 안정성, 
보안 수정이 
설치되지 않은 
버전이 몇 개인가요? 

한 비즈니스 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별도의 팀에 
의해 관리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Java 배포 관리에 대한 
단일한 중앙 집중형 정책이 부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Oracle 은 최신 Java 릴리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성능, 보안, 
안정성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제품에 이전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적용하려면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이 필요합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의 강력한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해 전사적인 Java 가시성을 
확보하면, 현재 어떤 버전,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가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주요 릴리스용 Java SE 
플랫폼에 대한 모든 패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든 Java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릴리스로 
업데이트하셨나요? 
최신 얼리 액세스 
릴리스를 사용 
중인가요? 다음 장기 
지원(LTS) 
릴리스로의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Java 버전 간 전환을 위해서는 종종 장기간의 값비싼 QA 
주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시의적절하게 업그레이드할 만큼 충분한 Java 전문성 또는 
리소스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거나 수년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버전의 Java 는 패칭 및 지원 부족으로 귀사의 비즈니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에는 모든 주요 
릴리스용 Java SE 플랫폼을 위한 모든 패치 및 
글로벌 지원이 포함됩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은 구식 버전에 대한 Java 패치 
프로비저닝을 통해 고객이 해당 버전을 보다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버전에도 최신 성능, 안정성, 보안 개선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 조직의 데스크탑 
전반에 어떤 버전의 
Java 가 설치되어 
있나요? Java 
업데이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귀 조직이 자사의 Java 사용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특히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개별 팀이 업데이트를 산발적이고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곤 합니다. 그러면 기업 플랫폼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은 고객이 
조직의 데스크탑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도구 및 업데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다양한 Java 버전이 
필요한 경우, '배포 규칙 세트'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를 통해 어렵고 때로 까다롭기까지 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HIPAA 와 같은 산업 
규정 준수 검토 시 
귀사의 Java 설치 
기반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귀 조직이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경우, 정기적인 PCI 또는 
HIPAA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 환경이 
최신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로 지원되고 있는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의 관리 요소는 
고객이 자사의 다양한 Java SE 환경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고, 전사적으로 사용 중인 다양한 Java 
버전을 보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잠재적인 Java 
플랫폼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Java 플랫폼 관련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터넷에 해결책을 검색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찾은 솔루션은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조사 및 
테스트를 통한 수정은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 발생 시 막대한 비즈니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 을 사용하면 
Oracle 의 전문 글로벌 Java 지원 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Java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경로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위험을 
줄이고, 애플리케이션 가동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1 2019 년에 Wikibon 이 59 개 대기업의 직원 30,000 명 및 Java 애플리케이션 50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데이터. 
2 IDC, Protect Applications by Integrating Security into DevOps, #US430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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