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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문서는 ArcGIS 제품 내에서 사용되는 Java 에 대한 설명과, Oracle 의 Java 라이선스 정책 

업데이트에 따른 ArcGIS 제품 내 Java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한국에스리 

기술문서입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건의 등을 원하신다면, 다음의 연락망을 통하여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 (유지보수 고객 대상)  

o 고객지원 홈페이지 : http://www.esrikr.com/self-service/  

o 이메일 : help@esrikr.com  

o 전화 : 080-850-091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24 시간 기술지원 리소스 :  

o 한국에스리 기술자료 : http://esrikr.com/article-categories/technical/  

o Esri 기술지원 페이지(영문) : http://support.esri.com  

 ArcGIS Pro 도움말 : http://pro.arcgis.com/en/pro-app/help/ 

 ArcMap 도움말 : http://desktop.arcgis.com/en/arcmap/ 

http://desktop.arcgis.com/en/arc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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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in ArcGIS 10.7 

2018 년 Oracle 에서 Java 에 대하여 변경된 라이선스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변경된 

라이선스 정책이 2019 년 1 월 31 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Esri 에서는 ArcGIS 제품에서 

사용하던 Oracle’s Java Runtime Environment(JRE)를 AdoptOpenJDK JRE 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곧 출시될 ArcGIS 10.7 은 이러한 변경이 반영되어 ArcGIS Desktop(ArcMap), ArcGIS 

Engine, ArcGIS Enterprise 에 AdoptOpenJDK JRE 이 사용됩니다. 

10.7 이전 버전 소프트웨어의 기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Java 

Add-in, Java 기반의 확장 기능이나, 어플리케이션을 ArcGIS 와 함께 사용하는 사용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관 내 정책으로 인하여 ArcGIS Desktop 같은 

응용프로그램 내장 Java 버전을 제어 할 경우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1. Oracle JRE 에서 AdoptOpenJDK JRE 로 변경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Esri 

소프트웨어 

JRE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ArcGIS Desktop (ArcMap) 10.6.1 이하 버전 

 ArcGIS Engine 10.6.1 이하 버전 

 ArcGIS Enterprise 10.6.1 이하 버전 또는 ArcGIS 10.4.x for Server 

 

 

2.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발생하는 영향 

1) ArcGIS Desktop (ArcMap)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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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없으며, 만약 Java Add-in 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새롭게 출시되는 ArcGIS Desktop 버전에서는 Java Add-in 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 년 1 월 31 일 이후에는 ArcGIS Desktop 10.6.1 이하 버전의 Java 런타임 환경의 

Add-in 은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2) ArcGIS Engine 10.6.1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ArcGIS Engine 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중지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 년 1 월 31 이후에는 ArcGIS Engine 10.6.1 이하 버전에서 ArcObject SDK for 

Java 를 이용하여 구성한 ArcGIS Engine 응용프로그램은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3) ArcGIS Enterprise 10.6.1 이하 또는 ArcGIS 10.4.x for Server 

Enterprise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장의 “FAQ. ArcGIS Enterprise 에서 Java 사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 Esri 제품 사용자들의 조치 사항 

1) ArcGIS Desktop (ArcMap) 10.6.1 

 2019 년 1 분기 말에 출시되는 10.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다음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응용프로그램 및 Add-in 의 버전을 10.7 로 업그레이드 

○ ArcMap Add-in 의 워크플로우를 ArcGIS Pro 로 이전하고, ArcGIS Pro 

SDK 를 이용하여 해당 워크플로우를 커스터마이즈 

○ 사용 중인 Add-in 을 .NET 기반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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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cGIS Engine 10.6.1 

 2019 년 1 분기 말에 출시되는 10.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다음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rcGIS Engine Java application 을 ArcGIS Runtime SDK for Java 100.4 로 

이전 

○ ArcGIS Engine Java application 을 ArcGIS Engine 10.7 로 이전 

○ ArcGIS Engine Java application 을 ArcObjects SDK for .NET 으로 재작성. 

  

3) ArcGIS Enterprise 10.6.1 이하 또는 ArcGIS 10.4.x for Server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의 “FAQ. ArcGIS 

Enterprise 에서 Java 사용에 대한 업데이트”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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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rcGIS Enterprise 에서의 Java 사용 

1. ArcGIS Enterprise 에서 Java 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Java는 ArcGIS Server, Portal for ArcGIS, ArcGIS Data Store를 포함하여 ArcGIS 

Enterprise의 핵심 구성 요소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 

 ArcGIS Enterprise에서 Java 기반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JRE(Java Runtime 

Environment)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JRE는 ArcGIS Enterprise에 내장되어 있으며 ArcGIS Enterpris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서만 접근 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및 액세스하도록 노출된 시

스템 전반의 JRE는 아닙니다. 

 

 

2. ArcGIS Enterprise 에서 사용되는 Java 버전은 무엇입니까? 

 ArcGIS for Server 10.4.X 와 ArcGIS Enterprise 10.5 ~ 10.6.1은 모두 Java 8을 기반으로 

합니다. 

 ArcGIS Enterprise의 각 릴리스 마다 개발 당시 적용 가능한 최신 Java 버전을 이용하

여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ArcGIS Enterprise 10.6 은 1.8.0_151 버전

을 포함하고 있으며, ArcGIS Enterprise 10.6.1 은 1.8.0_162 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ArcGIS Enterprise 10.6.1 이전의 모든 버전은 Oracle의 Java Runtime Environment를 

사용합니다. 

 

3. 기관 내 정책에 의하여 최신 Java 버전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자체적으로 

ArcGIS Enterprise 의 Java 버전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ArcGIS Enterprise 내장 Java 버전을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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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GIS Enterprise가 설치 한 파일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지

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버전의 ArcGIS Enterprise에서 Java와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Esri는 필요

한 경우 제품에 포함 된 Java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등 적절한 보안 업데이트를 실행

합니다. 

 보안 문제가 있는 고객은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080-850-0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Oracle 이 Java 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을 변경한 것이 ArcGIS Enterprise 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rcGIS Enterprise 10.7부터는 AdoptOpenJDK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기반의 Java를 

포함합니다. 이 변경 사항과 관련해서 고객이 체감하는 차이점은 없습니다. 

 

Esri는 표준 제품 수명주기 정책에 따라 ArcGIS Enterprise의 기존 버전인 10.7 이전 버전에 

대하여 패치를 제공하며 계속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어떤 고객도 Esri 제품의 Java 구성 요소에 있어서 Oracle의 추가 라이센스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ArcGIS Enterprise 버전 10.7 이전의 Java 업데이트는 AdoptOpenJDK를 기반으

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