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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오라클은 300,000여 건의 설치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SAP 고객 사이에서마저 업계를 선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잡은 데다 고객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분히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라클에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다만 수많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고객이 겪고 있는 몇 가지 고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만만치 않은 총소유비용(TCO)을 들 수 있습니다. 총소유비용에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둘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고객은 
끊임없이 성능, 가용성과 보안을 걱정해야 합니다.1 마지막으로, 오라클 측의 가상 환경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정책에 한계가 있어 대다수 기업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가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서에서는 오라클 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오라클 평생 유지보수 정책을 요약하고(가상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에 관한 오라클 정책 포함), 오라클 연간 유지보수에 따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특정 릴리스를 이용 중인 고객의 전략적 로드맵을 분석하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권장 사항을 결론에 설명합니다. 주된 요점:

	  기능이 풍부하게 탑재된 현재 데이터베이스 릴리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ROI)이 높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지관리 비용 및 관련 원가를  

절감하면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릴리스로 앞으로  

몇십 년은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험을 완화하고 신기술을 도입할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용하던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 대신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로 바꾸면 십 년간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총액의 최고 90%, 연간 5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값비싼 강제 업그레이드를 
피함으로써 절약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서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선택하면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탁월한 대응성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고급 
기능을 이용하는 동시에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백 곳의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미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가 효력이 검증된 선택지임을 입증한다는 것도 리미니스트리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1 2019 IOUG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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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평생 유지보수 정책
오라클에서는 유기적으로 개발하고 인수한 다양한 제품군 전체에 걸쳐 자사 유지보수 정책을 
표준화해놓았습니다. 이 정책을 지금은 일명 오라클 평생 유지보수 정책(Lifetime Support 
Policy)이라고 하는데,2 이를 통해 대부분의 오라클 제품에 일관된 유지보수 정책, 가격과 기한 
등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표준화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오라클에서 자사의 표준 
평생 유지보수 정책에 예외를 허용하거나 이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를 꺼려 한다는 
입니다.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표준형 평생 유지보수 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Premier 유지보수: 오라클의 표준형 유지보수 서비스로, 대개 정식 출시(GA) 시점부터 
5년간 유지되며 라이선스 비용의 22%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갱신할 
때마다 연간 비용 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tended 유지보수: Premier 유지보수 서비스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10%, 2년 차와 3년 
차에는 추가로 20% 더 인상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제한된 수준의 버그 수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호운용성 업데이트와 타사 플랫폼 인증에 대한 책임이 줄어듭니다. 
Extended 유지보수 서비스는 Premier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뒤 3년간 지속되며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Sustaining 유지보수: Premium 유지보수 단계 중에 발생한 문제 해결, 업데이트 및 중요 
패치 업데이트(CPU) 등을 포함합니다. Sustaining 유지보수에서는 신규 업데이트, 문제 
해결, 보안 경고, 데이터 수정, CPU 및 신제품 인증은 명백히 서비스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비용은 원래 라이선스 비용의 22%이며 무기한 지속되는 서비스입니다.

오라클 가상화 유지보수 정책
오라클 측에서는 3자 공급업체를 통해 가상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상황은 별로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오라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라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오라클 제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오라클이 
지원하지 않는 컴퓨팅 환경에서 가동 중인 경우, 오라클은 해당 고객의 사례를 VMware에 
인계하여 추가 지원을 받도록 조처하며 오라클에서는 필요에 따라 VMware에 도움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3 이런 정책 때문에 공급업체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객은 필요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가상 머신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2 Oracle Corporation, 오라클 평생 유지보수 정책, 오라클 기술 제품,2020년 6월.
3 https://blogs.vmware.com/apps/2019/10/oracle-on-vmware-support-

policy-changes-oct-9-2019-metalink-note-249212-1.html

이범태 ,

General Manager,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그룹
현대 기아 자동차 

"리미니스트리트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  외에도  건실하고  대응  능력이  
뛰어난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저희는  
리미니스트리트와  이제  막  함께  
시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혁신을  도모하고  고객을  
위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https://blogs.vmware.com/apps/2019/10/oracle-on-vmware-support-policy-changes-oct-9-2019-metalink-note-249212-1.html
https://blogs.vmware.com/apps/2019/10/oracle-on-vmware-support-policy-changes-oct-9-2019-metalink-note-2492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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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릴리스 분석
릴리스 정식 출시일 Premier 유지보수 

서비스  
종료

Extended 유지보수 서비스 종료 Sustaining  
유지보수  
서비스 종료

8.1.7 2000년 9월 2004년 12월 2006년 12월 무기한

9.2 2002년 7월 2007년 7월 2010년 7월 무기한

10.1 2004년 1월 2009년 1월 2012년 1월 무기한

10.2 2005년 7월 2010년 7월 2013년 7월 무기한

11.1 2007년 8월 2012년 8월 2015년 8월 무기한

11.2.0.3  
이전 버전 2009년 9월 11.2.0.3 및 그 이전 버전은 오라클 터미널 패치 정책에 따라 버그 수정, 패치, CPU/SPU, PSU 

또는 BP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기한

11.2.0.4 2009년 9월 2015년 1월 2020년 12월** 무기한

12.1.0.1 2013년 6월 12.10.1은 오라클 터미널 패치 정책에 따라 버그 수정, 패치, CPU/SPU, PUS 또는 BP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기한

12.1.0.2 2013년 6월 2018년 7월 2022년 7월 무기한

12.1 SE  
및 SE1 2013년 6월 2016년 8월 이용 불가 무기한

12.1 SE2 2015년 9월 2018년 7월 2022년 7월 무기한

12.2.0.1 2017년 3월 2020년 11월 오라클 오류 수정 정책에 따라 심각도(Severity) 1 프로덕션 수정 및 
보안 수정에만 국한하며, 2022년 3월 31일까지만 해당됩니다.* 무기한

12.2.0.2(18c) 2018년 7월 2021년 6월 이용 불가 무기한

12.2.0.3(19c) 2019년 4월 2024년 3월 2027년 4월 무기한

그림 1: 릴리스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 날짜    출처: 오라클 평생 유지보수 정책, 오라클 기술 제품 적용 범위, 2020년 6월.
*https://mikedietrichde.com/2018/07/30/clarification-support-periods-for-oracle-12-2-0-1-and-18c/ 
**11.2.04의 경우 심각도 1에 한하여 시장 중심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 가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1과 초기 릴리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1 이전 릴리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미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므로 전체 유지보수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오라클 12.1 스탠더드 에디션 및 오라클 12.1 스탠더드 에디션 1 사용자도 동일).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 단계를 "유지보수 서비스 해제 
(de-support)" 단계라고 부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고객 중 전체의 74%는 이미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에 접어든 인스턴스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4

놀랍게도 오라클 고객들은 고작 오래된 패치와 수정 사항을 받기 위해 여전히 (원래 라이선스 비용의) 22%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1 이전 릴리스 사용자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유지보수 서비스는 Sustaining 단계에 국한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자체에는 아마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래 라이선스 비용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이 CPU도 제공하지 않는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수정 
사항을 적용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19c는 멀티테넌시라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 외에 비즈니스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릴리스 레벨 8, 9 및 10.1에서 19c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복잡한 2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11g로 업그레이드하는 중간 단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리미니스트리트에서는 19c 기능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업그레이드하기 보다 보류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4 리미니스트리트 설문조사 보고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에 관한 감춰진 진실", 2017년.

https://mikedietrichde.com/2018/07/30/clarification-support-periods-for-oracle-12-2-0-1-and-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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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nie Mirchandani
Deal Architect

5 https://mikedietrichde.com/2018/07/30/clarification-support-periods-for-oracle-12-2- 0-1-and-18c/
6 2019년 6월 1일 현재 94% – https://www.brightworkresearch.com/oracle/2019/06/01/what-

percentage-of-oracle-customers-are-on-what-oracle-database-version/
7 평생 유지보수 정책, 오라클 기술 제품 적용 범위, 2020년 6월 
8 위의 자료.
9 위의 자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2 12c, 18c 및 19c 릴리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능을 제공하며 문제점도 거의 없습니다. 11.2 패치 세트에 관해 고민해볼 몇 가지 요소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2.1.0.1, 11.2.0.3 이전  패치  세트  고객이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

	  11.2.0.3 이전 패치 세트를 이용 중이라면 11.1 릴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릴리스는 엄밀히 말해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오라클 
"오류 수정 정책"에 따르면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버그 수정이 
되지 않고 패치 업데이트가 없으며 CPU/SPU도 없고 PSU도 없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28일을 마지막으로 BP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5

	  12.1.0.1도 12.1.0.2로 대체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버그 수정, 패치,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으며 오라클의 터미널 패치 정책에 따라 경고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오래된 수정사항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면 운영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위험이 있는데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정가를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1.2.0.4, 12.2.01 및  18c 고객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항:

누구나 비즈니스 중단과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난관에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비 
지출만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2020년에는 원치 않는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고객 인스턴스의 94%는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에 돌입합니다.6 이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새 업데이트, 수정 사항, 보안 알림, 데이터 수정 사항 및 중요 패치 업데이트 없음 

	  신규 업그레이드 스크립트 없음 

	  오라클 또는 타사 신제품/최신 버전으로 인증 안 됨7 

	  11.2.0.4는 2020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가 시작됩니다.

	  12.2.0.1의 경우 2020년 11월 말에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가 

시작됩니다(오라클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제한된 오류 수정 기간을 갖기로 
발표했는데,8 이는 심각도 1의 수정 사항과 보안에만 적용됨).

	  18c는 오라클에서 "단기 릴리스"로 지정한 릴리스이며9 지금까지 활용률이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단기 릴리스로서 이 제품의 전체 지원은 2021년 6월부로 중단됩니다. 

	  18c 이전 릴리스라면 어느 버전이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민해야 합니다. 

	� 업그레이드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길을 택하기에 앞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대하는 ROI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키지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모델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가치'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임의로  산정한  
18%나, 22%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  
컨베이어벨트에  계속  머무르면서  
공급업체에  계속  보상을  주지   
마세요. …  ”

https://mikedietrichde.com/2018/07/30/clarification-support-periods-for-oracle-12-2-0-1-and-18c/
https://www.brightworkresearch.com/oracle/2019/06/01/what-percentage-of-oracle-customers-are-on-what-oracle-database-version/
https://www.brightworkresearch.com/oracle/2019/06/01/what-percentage-of-oracle-customers-are-on-what-oracle-database-version/
https://www.oracle.com/us/assets/lifetime-support-technology-0691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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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ttps://sqlmaria.com/2017/11/02/oracle-autonomous-database/
11 https://www.oracle.com/database/technologies/datawarehouse-bigdata/adb-faqs.html
12 https://www.oracle.com/cloud/data-regions.html

비즈니스상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하다는 타당한 이유를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오라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가정을 근거로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용자는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사례를 정립하기 위해 많을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 실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사안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역량과 리소스에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라클 유지보수를 그만 이용하기로 선택한다면 최신 릴리스와 패치 세트를 보관해두었다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치에 닿는 시점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능력을 비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c 고객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항

19c는 오라클에서 광범위한 도입을 예상하는 최신 릴리스이자 오라클의 최대 기대작입니다. 이미 
19c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티켓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요해서 

이용한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오라클 유지보수를 일종의 보험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보험에 그만큼 비싼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정말 있을까요?

	  이미 19c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앞으로 5년 이상은 제품에 매우 만족해야 합니다. 

오라클에서 귀사에 ROI를 제공할 중요한 최신 기능을 출시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자율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관한  유의사항

오라클에서 18c와 19c를 출시할 때 대대적으로 "자율 데이터베이스"라고 광고하기는 했지만, 
18c와 19c는 사실 '자율(autonomous)'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율 데이터베이스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8c [및 19c]를 기반으로 다른 부가 서비스와 함께 실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으로 성능과 가용성 SLA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10 

	  자율 기능: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오라클 Cloud@Customer에서 자율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 상품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락인(lock-in): 일단 오라클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나면 특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고가의 오라클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 
락인(lock-in)되고 말 것입니다. 

	  제한된 기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 ADB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11(ADB = 자율 데이터베이스(Autonomous Database)) 

	  제한된 플랫폼과 인프라: 이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12 

Mark Wikingstad,  
최고 정보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UCI International

"왜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로  바꿔야  할까요? 진짜로  
효과가  있으니까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확실한  무사건  
무사고 (nonevent)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탄한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죠. 고객이  
관계를  주도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완벽한  서비스입니다."

https://sqlmaria.com/2017/11/02/oracle-autonomous-database/
https://www.oracle.com/database/technologies/datawarehouse-bigdata/adb-faqs.html
https://www.oracle.com/cloud/data-reg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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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고객 스냅샷:

글로벌 물류 기업

업종: 운수/유통

매출: $20억

직원 수: 3,700명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8.1, 9.2,  
10.2 및 11.2

이 회사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를 위해 리미니스트리트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50% 절감했습니다.

시스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문가가 성능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시스템 성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세워준 
것이(추가 비용 없음) 특히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비용을 
절감한 덕분에 전략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이니셔티브에 자금과 리소스를 
다시 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IT 글로벌 인프라 및 유지보수 서비스,  
상무(Executive Director)
글로벌 물류 기업

“우리  회사는  연초에  오라클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예산을  활용한  
덕분에  멋진  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기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신규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이 릴리스와 
관계없이 항상 고려해야 할 점

거의 이용하지 않는 유지보수 서비스에 라이선스 비용의 22% 이상을 계속 지출해야 합니다. 
더구나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라면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로 전환하세요. 리미니스트리트 고객에게는 전담 PSE(Primary Support 
Engineer)를 지명하여 고객의 유지보수 요청에 10분 이내에 대응합니다. (실제 평균 대응 시간은 
5분 미만입니다.) 리미니스트리트 PSE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기능 전문가팀과 긴밀히 
공조합니다. 대응성이 탁월한 이 서비스를 연중무휴,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와 
함께하면 나중에 공급업체 서비스를 해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는 고객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치에 닿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라클에서 세운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벗어나 PostgreSQL과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세요.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장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업체를 리미니스트리트로 선택했을 때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합니다. 

	  비용 절감: 오라클 연간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50% 이상을 절약하면서 원하는 기간 동안 

현재 데이터베이스 릴리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15년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심층적인 전문 지식: 리미니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 대상 프로그램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속한 다양한 측면과 구성 요소 
전체를 포괄하는 유지보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Active Data Guard

	� Application Express

	� Data Masking

	� Database Diagnostics and  
Configuration

	� Database Vault

	� Enterprise Manager

	� In-Memory Database Cache

	� OLAP

	� Partitioning

	� Performance Tuning

	� RAC(Real Application Clusters)

	� Warehouse Builder

	  추가 비용 없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자문 서비스 제공: 리미니스트리트에서 제공하는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사의 전략적 유지보수 서비스 전문가를 통해 
모범 사례, 구성 및 하드웨어 등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상호운용성과 보안은 물론 최적의 시스템 성능까지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지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든 관계없이, 

리미니스트리트는 고객과 협력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판단합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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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ji Tomooka,  
대표이사(Managing Executive Officer) 
겸 CIO,
Fujitec

13 IOUG – DBA—SECURITY SUPERHERO, 2014 IOUG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안 설문조사.

9 Gartner, “가트너 IT 주요 지표 데이터, 2019년 판, IT 엔터프라이즈 요약 
보고서(Gartner IT Key Metrics Data, 2019, IT Enterprise Summary 
Report)” 2019년 12월.

	  맞춤형, 전체론적인 보안 관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중 전체의 74%는 최소한 

1회 이상 CPU 주기에 뒤처졌다고 답했습니다.13 CPU 주기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 실제로 패치가 적용됩니다. 그것도 오라클에서 마침내 패치를 출시한 
뒤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라클에서 전혀 패치를 적용하지 않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에서는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보안에 접근하도록 고객을 안내하여 
끊임없이 패치를 적용하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추후에 최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선택권 제공: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업체를 리미니스트리트로 선택하면 추후 고객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이 업그레이드를 원할 때 필요한 업데이트, 패치, 스크립트, 문서와 파일의 범위를 
파악하여 보관하도록 조처하기 때문입니다.

비싸고 시대에 뒤처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 모델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 모델의 공정성과 개연성에 드는 의구심
주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는 지금까지 자사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하며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윤의 90%를 유지보수 사업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객이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10달러라면 해당 공급업체가 실제로 유지보수에 들이는 돈은 
1달러밖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공급업체 유지보수 모델이 좋게 말해 시대에 
뒤처진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 극히 불공정한 
형태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업계 애널리스트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합니다. 귀사에서도 지금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에 지불하는 큰 비용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가치만을 회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운영 비용은 대개 IT 예산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즈니스 혁신 
이니셔티브를 위해 투자할 예산은 10%에 불과합니다.14

고비용, 저가치 유지보수 경비 지출은 혁신의 걸림돌
IT 지출 경비 범주*

"리미니스트리트로  바꾼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었는데, 특히  IT 비용을  절감한  
것이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전  직원이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현장에서와  같은  
열의를  가지고  헌신해주는  
공급업체와  일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90% 10%
Ongoing Operations 
and Enhancements

Business Transformation
Initiatives

IT SPENDING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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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미니스트리트 설문조사 보고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서비스에 관한 
감춰진 진실", 2017년.

16 애버딘 그룹, "패치를 넘어서: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위험 경감(Beyond 
the Patch: Reducing the Risk of Database and Application Vulnerabilities)” 2016년 
10월, 애버딘 그룹, “가상 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효과적인 보완 대책(Virtual 
Patching and Database Security: An Effective Compensating Control)” 2013년 4월.

가상 패치 적용은 보호 대상인 
리소스 외부의 정책 적용 
지점입니다. 취약점 익스플로잇이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식별하여 가로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보완 
대책입니다. 

가상 패치 적용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효과적인 보안 대책(Virtual Patching 
and Database Security: An Effective 
Compensating Control)
애버딘 그룹, 2013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련 우려 사항

오라클의 기존 패치 적용 모델은 대체로 낡고 비효율적이라고 간주됩니다. 패치가 불완전하거나 
게시가 늦을 수도 있고 적용 속도가 느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로 몇 달간, 심하면 
몇 년간 방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 기업에서는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가동 중지 시간과 인력 부담으로 인해 일 년에 한 번, 공휴일에 패치를 
적용합니다(그것도 간혹). 

앞서 언급했듯이, 고객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대부분 이미 오라클 Sustaining 유지보수 
단계에 돌입했거나 곧 해당 단계를 앞둔 상황이라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문조사 결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 중 전체의 74%는 
공급업체에서 오라클 보안 패치를 제공하지 않는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15

또한 애버딘 그룹(Aberdeen Group)에 따르면,16 일반적인 공급업체 패치 적용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패치 가용성 지연: 취약점이 공개된 시점과 공급업체에서 패치를 제공하는 시점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은 몇 달 동안 취약한 
상태로 방치됩니다. 

	  제한된 범위: 알려진 취약점의 42%는 일 년 내에 공급업체에서 패치를 적용하여 해결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과한 부담: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안 패치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관계로 많은 기업에서 패치 적용을 늦추거나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비싼 비용: 연구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100개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공급업체 보안 패치 적용 모델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약 4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  ADS(Advanced Database Security)와 같은 가상 패치 적용 솔루션을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간(time-to-protect)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기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패치 적용 대비). 가상 패치 적용은 보통 기존의 공급업체 
패치 적용에 비해 더 종합적이고 빠르고 안전하며 적용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취약점에 대하여 더욱 빠른 보호 시간을 달성할 수 있고 프로덕션 시스템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고도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iministreet.com/advanced-database-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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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업체 선택지 알아보기

더 나은 선택: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의 가치 실현을 돕는 리미니스트리트
수백 곳의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미 자사의 요구사항에 가장 잘 부합하고 예산에 적합한 수준의 연간 유지보수 제공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연간 유지보수 프로그램 대신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리미니스트리트에서는 
프리미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 10년 이상 필수 업그레이드 없이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기업에서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대폭 절감: 리미니스트리트에서는 공급업체 연간 유지보수 비용과 비교해 50% 이상의 비용 절약을 보장합니다.

	  탁월한 대응력, 개연성 있는 최첨단 서비스 모델: 리미니스트리트는 탁월한 대응성을 보장하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안, 

상호운용성 및 성능 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 등 프리미엄 기능도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추가 비용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보강: 리미니스트리트는 비용이 많이 드는 업그레이드를 피하고 현재 이용 중인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릴리스의 수명을 

연장해주므로 다음 세대의 검증된 기술 플랫폼이 나올 때까지 대비하면서 위험도를 경감하는 데 유리합니다.

절감액 계산: 연간 유지보수 비용의 5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피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면 
다른 면에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서는 대략 얼마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간편하게 계산해보려면  
www.riministreet.com/kr/savings-calculato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업에서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전략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절약한 자금을 시스템과 관련된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시 할당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사에 적합한 속도로 신기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공급업체의 릴리스 일정과 어젠다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사용 기업
최근 가트너에서는 "3자 유지보수는 이제 특이한 일도 아니고, 평균 이상의 위험 부담을 짊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구매자 중에도 3자 
유지보수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체 개발 코드, 지원, 상호운용성 지원 및 글로벌 
세무, 규제 및 보안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17 

이 글에서는 공급업체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매우 실제적인 사안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경비,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대응성, 그리고 
강제 업그레이드 등입니다. 이 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리미니스트리트의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릴리스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안정적이고 자리를 잘 잡은 데이터베이스의 수명을 연장하고 비즈니스 가치가 없는 업그레이드를 

피합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리미니스트리트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급업체 서비스를 중단한 시점의 최신 버전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르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독립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해 절약한 비용을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혁신이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강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메모리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알려진 취약점과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가상 공격이 데이터베이스에 도달하기도 전에 공격 시도를 차단합니다.

리미니스트리트에서는 Microsoft SQL Server, SAP HANA Database, SAP Sybase(SAP Adaptive Server Enterprise(ASE), SAP SQL Anywhere,  
SAP IQ 및 SAP Advantage DB Server)와 IBM Db2를 대상으로도 대응성이 탁월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를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riministreet.com/kr/contact-us  
또는 info@riministreet.com을 통해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7 가트너 2020년 예측: 마켓플레이스 성장을 관리하고 레거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계약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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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3993 Howard Hughes Parkway, Suite 500 

Las Vegas, NV 89169
수신자 부담: 888-870-9692  |  기본: 702-839-9671 
팩스: 702-973-7491 
info@riministreet.com     www.riministreet.com/kr

한국 리미니스트리트 주식회사
우편번호 06164
서울 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7층
Tel 전화 +82-2-6007-2201 
Fax 팩스 +82-2-6007-2703

리미니스트리트(Nasdaq: RMNI)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오라클 및 SAP 소프트웨어 제품에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Salesforce®파트너 업체이기도 합니다. 당사에서는 대응 능력이 극히 뛰어난 최고급 통합형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엔터프라이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기업에서 비용을 대폭 절약하고 혁신을 위한 여유 리소스를 확보하며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견기업, 공공 부문은 물론 다양한 업종의 
기타 기업 조직과 단체에서도 리미니스트리트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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