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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MS SQL 의 데이터를 Oracle 로 Migration 

- 10g 및 11g 테스트 진행 / MS SQL Server 2008 R2 

2. 테스트 장비 및 Tool Version 

- 10.2.0.5 / sqldeveloper64-3.0.04.34-no-jre 

- 11.2.0.4 / sqldeveloper-4.1.3 

3. SQL Developer 환경셋팅 (모든 SQL developer 버전 동일) 

- SQL Developer 에서 MS SQL 로 접속하기 위해서 JDBC 드라이버 추가 필요 

- jtds-1.3.1-dist.zip (http://sourceforge.net/projects/jtds/) 파일을 다운 받아서 압축풀기 

- sql developer -> 도구 -> 환경설정 -> 데이터베이스-> 타사 JDBC 드라이버 -> 항목 

추가 (압축 푼 Jar 파일 등록) 

 

 



4. Oracle 접속 및 MS SQL 접속 

※ Oracle 권한은 가급적 DBA 권한을 부여하여 진행 (Migration 작업 시 오류 발생

하며, 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음) 

- 2개의 DB에 모두 동시에 접속이 가능 

- MS SQL Server 접속 

  

- Oracle 접속 

 

- 접속 확인 

 



5. 저장소 생성(Repository) 

- Migration 하기 전에 저장소를 반드시 생성 

- 저장소는 메타 데이터를 수집 및 변화를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곳 

The Migrations Repository is a database schema that stores the meta_data collected and 

transformed in the migration process. 

- 저장소 생성(저장소는 Oracle 에서 생성) 

 저장소를 생성할 신규 유저(DBA 권한을 보유한 유저)로 진행 

CREATE USER MIG_USER IDENTIFIED BY MIG_USER DEFAULT TABLESPACE USERS; 

GRANT CONNECT, RESOURCE, DBA TO MIG_USER; 

 생성한 유저(MIG_USER) 로 접속한 후 저장소 생성 

 도구[탭] -> 이전 -> 저장소 관리 -> 저장소 생성 

 저장소 생성 시 해당 접속 정보(11g_MIG_USER)로 생성 

 

 

 



6. Migration 진행 

6-1. MS Server To Oracle 11g 

A. Migration 하려는 MS sql 데이터 베이스를 우클릭 하여 [Oracle 이전]을 선택 

 

B. [이전 마법사] 대로 진행 

 

 저장소의 경우 

앞에서 진행하면서 생성한 

저장소를 선택 

 

 

 

 



 

 이름 및 폴더 

디렉토리를 지정(Log 가 

저장) 

 로그 폴더에 

Migration script 가 생성 

및 저장 

 

 

 

 온라인으로 진행 시 

현재 MSSQL DB 의 

내용을 가져오게 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 시 

Dump 파일을 이용하여 

MSSQL DB 의 내용을 

가져오게 된다. (MSSQL 

의 dump 는 *.ocp 파일을 

선택) 

 

 데이터 Type 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Data type 을 확인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 

참고) 블로그 1 

 

 

 변환할 Object 들을 

선택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Oracle 에 

스크립트가 생성 

  오프라인으로 

설정할 경우 생성 

스크립트가 설정한 

디렉토리에 저장 

 

  

DATETIME -> TIMESTAMP(6) 에서 

DATETIME -> DATE 로 

BIGINT -> NUMBER(10,0) 에서 

BIGINT -> NUMBER(19,0) 

http://kor2u.tistory.com/entry/SQL-Develper%EB%A5%BC-%EC%9D%B4%EC%9A%A9%ED%95%9C-MS-SQL-to-Oracle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Oracle 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저장소에서 만든 

경로에 스크립트가 생성 

 

 

 마지막으로 확인 및 진행 

 

 

 

 

 

 완료 

 

 확인(User 생성 여부) 

 

 Table 및 객체 생성 확인 

 



 - Migration 이 완료 되면 우측과 같이 저장소에 해당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 가능 

 - Oracle 에서는 Mig 라는 유저가 생성되어 생성된 유저로 MS 

SQL 의 정보들이 migration 이 된 것을 확인 

 

 

 

 

6-2. MS Server To Oracle 10g 

 10g 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되, 다음과 같은 버전으로 진행(하위버전) 

 sqldeveloper64-3.0.04.34-no-jre 

7. 비고 

A. 설정 시 문제 사항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는 중 오류 발생: 

I/O Error: SSO Failed: Native SSPI library not loaded. Check the java.library.path system property. 

위의 jtds-1.3.1-dist.zip 을 푼 파일에서 \jtds-1.3.1-dist\x64\SSO 내의 ntlmauth.dll 를 

C:\Windows\System32 내에 붙여 넣은 후 종료 후 다시 실행하여 진행 

 

SQL Developer 실행 시 "Unable to create an instance of the Java Virtual Machine error" 오류 

발생 : "SQL Developer 설치 폴더"\ide\bin 폴더 내의 ide.conf 파일을 편집기로 열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 

AddVMOption -Xmx256M  

SQL Developer 실행 후 브라우저 창이 안 보이는 경우 : 윈도우 탐색기 옵션에서 "보호된 운영 

체제 파일 숨기기"을 해제해야 하고 "숨김 파일 및 폴더 표시"을 설정 

"C:\Users\사용자 계정명\AppData\Roaming" 폴더 내의 "SQL Developer" 폴더 삭제 후 다시 

SQL Developer 실행 

 

B. 추가 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