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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테넌시 ORACLE 12C 개념 미리 보기 

㈜엑셈 컨설팅본부/DB컨설팅팀 김 동수 

개요 

그 동안 오라클은 RDBMS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시장에서 우의를 점유해 

왔다. 그 중에 하나로 RAC를 꼽을 수 있으며, 근래에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엑사데이타를 통해 

한발 더 앞서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라클 오픈 월드에서 멀티테넌시를 위한 Pluggable 

Database를 Larry Ellison CEO가 소개하면서, 조만간 선보일 12C의 베일이 점차 벗겨지고 

있다. 12C의 ‘C’는 클라우드를 의미한다고 한다. 4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초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오라클은 클라우드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

된 DB를 직접 선보이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었던 

선택으로 예상된다. 

사실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의 중심인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소개할 기능을 겸비한 오라클 12C를 이용하

여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내에 구축 한다면, 운영 및 확장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현재까지 제공된 관련정보는 부족하지만, 인터넷 공간 여기 저기에서 언급된 자료를 통해 

12C의 Pluggable Database 특징에 대해 미리 살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멀티테넌시(Multi-Tenancy)란?  

대부분의 기업들은 멀티 유저나 테이블의 분리를 통해 동일 데이터베이스에서 멀티테넌시를 사

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 관리나 감사 등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궁여지책으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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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서 여러 인스턴스를 구동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각의 메모리공간,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파일시스템 등을 갖게 되므로 서버의 부담이 가중되고, 별도의 백업작업이 수반되는 

등 관리적인 부담 또한 발생한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에 동시에 통합 유지하여 확장성이나, 용량적으로 높은 ROI를 제공하려는 것이 오라클이 12C

의 개념을 변경한 목적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방식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위 그림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로서 ERP, CRM, DW등 각 어플리케이션이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형태로

서 각각의 SGA,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데이터 파일을 가지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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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12C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내에 통합된 

하나의 SGA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통해 ERP, CRM, DW등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플러그인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 확장성의 증가 및 하드웨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여러 개의 DB를 하나의 DB로 관리가 가능하므로, 업그레이드와 패치 및 백업 등 관

리 적인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한다. 

CDB(Container Database)와 PDB(Pluggable Database)의 개념  

앞으로는 CDB와 PDB로 줄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CDB는 

여러 개의 화물(ERP, CRM, DW)을 달고 있는 긴 화물 기차로, 각각의 화물은 PDB로 비유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포장된 화물들을 서로 다른 고객의 배송지로 효율적으로 배송하기 위해 각각

의 트럭에 적재하여 동시에 배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연료와 운전기사의 비용만

을 놓고 본다면, 하나의 엔진이 이끄는 긴 화물기차가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유리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CDB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각 PDB는 12.1이전 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되며, 개발과 응용프로그램의 DB연결부분의 변화는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이 기존과 동일하나, 각 PDB들이 하나의 CDB에 속하는 차이점 만이 다를 

뿐이다. 응용프로그램에서 PDB로 연결 시에는 “database service”를 통해서만 접속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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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ORACLE_SID는 database instance를 기술하여 접속하므로 확장성과 호환성이 떨어

지게 된다. 

 

위 그래프는 동일장비에서 오라클 11g와 12c의 리소스와 확장성을 비교한 그래프로서 하드웨

어리소스 측면에서는 6배, 확장성 측면에서는 5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Split Data Dictionary 

그렇다면 CDB와 PDB의 데이터 딕셔너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일까? 오라클은 CDB가 속한 

“root”라고 칭하는 영역에서 CDB와 PDB의 딕셔너리를 관리하며, 이곳에 “Oracle System” 

딕셔너리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곳은 오라클에서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각 PDB는 “read 

only” 복사본 형태의 사용자 개별 소유의 딕셔너리나 메타데이터를 가지며, 이를 가리켜 “Split 

Data Dictionary” 아키텍처라 부른다. 이를 통해 다른 CDB간의 이동이 간단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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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B Administrator 

12.1부터 “CDB Administrator”라는 새로운 관리자 롤 개념이 도입되었다. CDB 

administrator는 “CBD root”로 접속하여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모든 명령어의 수행이 가능하

다.  

Unplug and Plug PDB 

12C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념들을 통해 database를 unplug 시키거나 다른 container 

database로 plug 작업이 가능하며 아래 나열한 DBA의 작업들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데이터베이스 이관  

 새로운 하드웨어로 데이터베이스 이관 

 새로운 DB버전으로 데이터베이스 이관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동  

 시스템이동간에 데이터베이스 가용성 증대  

Faster Provisioning, Patching & Upgrades 

Unplug와 plug작업이 가능하므로, 다른 플랫폼이나 버전간에 배포가 보다 쉽게 처리 될 수 있

다고 한다. CDB의 업그레이드 작업 시에는 모든 PDB가 업그레이드 된다. 이는 DB업그레이드, 

패치, 배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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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Administration & Granularity Control 

 

CDB로 모든DB의 관리가 가능하므로 RMAN을 사용한 백업이나 Data Guard를 이용한 재난

복구 설정 등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작업이 보다 수월해 질 것이다. 물론 선택한 PDB만의 백업작

업 또한 가능하여 지정한 시점으로 PDB의 리스토어와 리커버리 작업도 가능하다고 한다. 

개별 PDB의 작업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하는 버전이나 패치의 새로운 CDB를 생성하여 해당 

영역으로 PDB를 unplug/plug 작업을 통하여 PDB레벨의 작업들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론 및 예상되는 문제점 

12C로 전환되면서 관리적으로나 확장성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

무중요도가 높거나 대량데이터를 보관하는 모든 DB에 위 개념을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만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2C에서 하나의 SGA와 백그

라운드 프로세서로 많은 DB를 관리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

도가 다소 떨어지는 여러 개의 DB를 하나로 관리하면서 관리적인 부담은 줄겠으나, 최적화 되

지 못한 DB에서의 자원 과다사용에 따른 전체적인 성능 지연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근래 엑사데이타에서 리소스 매니저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 때, 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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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매니저를 통해 PDB간의 CPU등 자원 사용 제한을 두어 장애로 이어지는 문제들을 예방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당면 과제  

향후 시스템 분석 시 SGA, 백그라운드 프로세서와 DB간에 1:M의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문제 

발생시 모니터링 및 분석 작업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적화 되지 못한 시스템의 

성능 관련 이슈는 더욱 증가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작업은 깊이 있는 지식과 능력이 요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오라클도 자체적인 성능 분석을 위해 EM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공격

적인 마케팅을 전개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참조자료 

http://medianetwork.oracle.com/video/player/18697497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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