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AZUL 소개

공식리셀러 | (주)아이투섹

오라클자바유료화에따른

최적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 1월 15일 Oracle JDK

1.8 이하를 이용하여 배포된 모

든 JAVA 어플리케이션들은 오

라클에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

니다.

• 귀사의 시스템에 비용 효율적이

고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 및

버그 수정이 가능한 Zulu®

Enterprise 를 고려해 보십시오.

• AZUL은 ISV, 임베디드 시스템

및 IoT를대상으로 하는 멀티플

랫폼으로, 100% 오픈 소스

OpenJDK를 제공하는 세계 최

대의상용 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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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대규모자바라이선스감사돌입"�- 지디넷코리아”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1219134649

”자바유료화, IT서비스·금융권,�거센후폭풍예고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2433

오라클자바 전면유료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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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정책 요약

• 기존영구 라이선스대신서브스크립션(기간별구매)�모델로유료화

• JDK�자바SE를업무용이나상업용,�운영용으로사용할 수없음

• 서브스크립션기간이종료되면모든접근이 금지

• 업데이트및 버그/보안패치도제공하지않음

2019년,오라클은…

오라클 Java�SE�유료화라이센스정책을여기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eol-1357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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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대상

Oracle�JDK�를 사용하는모든산업군과대상 시스템

공공/교육 금융 제조 의료

대내 O O O O

대외 O O O O

Java version JAVA�6,7,8,9,10

Oracle�JDK�
기능

Java�EE�,�Font�Renderer,�Flight�Recorder,�Mission�Control

설명
Java�SE�이상의 JDK�를 사용하여만든산출물을대상으로함

개인사용자,�개발자툴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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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가격 정책

Java SE Desktop Subscription Pricing 
 

Volume Subscription 
Metric 

Monthly 
Subscription Price 

Annual 
Subscription Price 

1-999 Named User Plus US$2.50 US$30.00 
1,000-2,999 Named User Plus US$2.00 US$24.00 
3,000-9,999 Named User Plus US$1.75 US$21.00 

10,000-19,000 Named User Plus US$1.50 US$18.00 
20,000-49,999 Named User Plus US$1.25 US$15.00 

50,000+ Contact for details   

 

Java SE Subscription Pricing 
Volume Subscription 

Metric 
Monthly 

Subscription Price 
Annual 

Subscription Price 
1-99 Processor US$25.00 US$300.00 

100-249 Processor US$23.75 US$285.00 
250-499 Processor US$22.50 US$270.00 
500-999 Processor US$22.00 US$264.00 

1,000-2,999 Processor US$17.50 US$210.00 
3,000-9,999 Processor US$15.00 US$180.00 

10,000-19,999 Processor US$12.50 US$150.00 
20,000+ Contact for details   

 

JAVA�SE�데스크톱 가격 정보

• 가격 예시 :�5000� 명의 데스크톱 사용

자의 경우,�단가는 3,000-9,999� 달러

이며 이는 21�달러입니다.

• 1�년 Java SE�Desktop 구독 가격은

US�$�21� *� 5000� *�1� =�US�$�

105,000

• 3�년 Java SE�Desktop 구독 가격은

US�$�21� *� 5000� *�3� =�US�$�

315,000입니다.

JAVA�SE 가격 정보(서버)

• 가격 예시 :�8�개의 코어를 갖춘 1�개의

Intel� Xeon�시리즈 프로세서의 경우

Oracle� Java� SE�구독 가격은 US�$�25�

*�12� =�연간 단가 US�$� 300입니다.

• 300� 달러 (단가)� *� 8�(코어 번호)� *�1�

(연도 번호)� *�0.5� (핵심 요소)� =�US�$�

1200

1

2

1

2

오라클 Subscription�Global�Price�Lis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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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사 JDK ] [ 아줄사 JDK ]

JAVA는 오픈 소스입니다.

OPENJDK�는 GPL�라이선스를
따르며오라클/Azul이소유

자바는 오라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위 2회사는오픈소스인자바SE를가지고 패키징하여상용화한 대표적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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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 회피방안

100% 호환 및 합리적 가격의 오라클 ‘대체 패키지’를 권장합니다.

•OPEN�JDK�를 이용하여개발

•단점 : 무료이나한시적(6개월)이며 GPL�라이선스제약으로 ‘소스공개를의무적용’

Open�JDK로 대체

•Python 등의타개발도구반영

•단점 : 개발기간, 소요비용,안정화등복잡성과불확실성예상

타 개발언어를이용한마이그레이션

•오라클라이선스에자유로운제3의 JAVA�기술과호환되는솔루션으로대체

•단점 : 사용료가발생되나오라클라이선스보다유연하며저렴

권장 : 오라클 자바대체 패키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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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L�Overview

ü Open�JDK�저작권소유

ü 자바챔피언들로구성된 기술진 / Sun�Microsystem�출신개발진 구성

ü Experience�&�Knowledge(1,000�이상글로벌고객, 97%�renewal�rate)

ü OpenJDK6�프로젝트주도(JCP�Executive�Committee,�OpenJDK committers 핵심맴버)

Azul은 멀티 플랫폼에 100 % 오픈 소스 OpenJDK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상용 벤더입니다.

회사설립 이후
50개이상의특허획득

JAVA와 JVM
Only!

관리 팀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Java 및 비즈니스 지원

최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최고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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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테스트및인증된 Zulu는 Java�6~10까지표준을준수하는Java�SE입니다.

조건없는제품
Zulu는100%�오픈소스독점라이센스이며사용분야의제한이없습니다.

어디서나사용할수 있는 제품
클라이언트,�서버,�클라우드또는가상화등Windows,�Linux�macOS�또는Solaris

필요할때 언제든지기술 지원
Zulu�Enterprise을 도입하시면보안업데이트및버그수정을즉시반영할수있습니다.

Julu® Enterprise

신뢰할수 있는 JAVA�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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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g®

보다 뛰어난 JVM�!

뛰어난성능
LLVM�기술로만들어진 Zing은 Falcon�JIT�컴파일러보다나은성능을보장합니다.

안정적실행
Azul은 Java의 가비지컬렉션(GC)�문제를해결했습니다.응용프로그램타임아웃,�GC의일시
정지,�중단,�지터등골치아픈장애를해소했습니다.

시작 속도
ReadyNow! ® 를 사용하시면Java�응용프로그램실행보다빠른상태를유지합니다.

놀라운가격
꼭견적을의뢰하십시오.또는전화로부담없이문의해주십시오.고객의환경에유연한가격
을제시드리겠습니다.



개요

AZUL 소개

Julu® Embedded

ISV�및 임베디드 시스템을위한오픈 소스 Java�!

100%�오픈 소스
글로벌 인증된 완벽한 OpenJDK 빌드

커스터마이징가능
시스템 용도와 목표시스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라이센스비용 없음
사용 분야 및 재배포에 제한이 없습니다.

IP�보호
액세스 가능한 모든 Java API는 소스에서 검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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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플랫폼

• x86: 64 bit LinuxRHEL 5.2 or later, 6.0 or later and 7.0 or later
• Oracle Linux 6.0 or later and 7.0 or later
• SLES 11 sp4, 12 sp1. sp2
• CentOS 5.2 or later, 6.0 or later and 7.0 or later
• Ubuntu 12.04 LTS, 14.04 and 16.04 LTS
• Debian Stretch, Wheezy, and Jessie
• Amazon Linux (4.9)
• CoreOS 4.13.16

• All Major Linux Distros:
• RHEL 5.2 or later and 6.0/7.0 or later
• Amazon Linux (5.10)
• SLES 11 sp1, sp2 and sp3
• CentOS 5.2 or later, 6.0 or later, 7.0 or later

– Ubuntu 10.04 LTS, 12.04 and 14.04 LTS
• Debian: Stretch, Wheezy and Jessie
• Oracle Linux, Alpine Linux
• Red Hat MRG
• VMware, KVM, Docker
• Amazon AWS, Azure & Multiple Private Clouds  Java Versions: 8, 7, 6
• Hardware: Intel/AMD x64

• Customizable
• Multiple 32 and 64-bit processor architectures
• Customized form factors to meet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target device
• Builds as small as 14 MB (Compact 1) available today
• Custom packaging or standard file types such as ZIP, MSI and .deb
• Java SE 6, 7 and 8; Java SE 9 EA
• Shipping since November 2014
• Millions of devices using Zulu Embedded in the field today

Zing®

Julu® Enterprise

Julu® 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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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자바 대체 방안

현 수준을 진단, 고객 요구에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 제공

•[구조] 어플리케이션 구조의범위와 JAVA 적용수준

•[수준] 기능/기술 적용수준및활용도 수준

•[종합] 종합적으로 현어플리케이션 수준은어떠한가?

어플리케이션 | “ JAVA 환경에 대응이 가능한가 ? ”

• [진단대상] 기업내JAVA를활용한 개발사업수준진단

• [수준] 기업내 인프라, 솔루션및기업내모든시스템

• [종합] 종합적으로 현JAVA 적용수준은어떠한가 ?

개발환경 |“ 적용된 JAVA의 수준은 어떠한가 ?”

• [진단대상] 인프라진단대상및요소도출

• [수준] 기술분류체계, 생명주기에 따른현기술체계진단

• [종합] 종합적으로 현기술체계의수준은 어떠한가?

인프라 | “ 현기술체계의운영변화요소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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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링크 참조 : https://www.azul.com/resources/success-stories/

다양한 분야와 대규모 적용사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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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아마존) Marketplace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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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World-Clas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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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부 | 김현철 이사

M : 010-4769-2323 | E : hkim@i2sec.co.kr

(주)아이투섹 | www.AZUL.kr | www.i2sec.co.kr

P : 02)1661-1473 | F : 02)6455-1987

감사합니다 !

꼭 견적을 의뢰하십시오.

고객의 환경에 유연한 가격을 제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