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세미나에 참석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Oracle 10g Database New Features”

iSeminar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세미나는 컴퓨터를 통한 음성방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발표내용의 청취를 원하시면 다음의 전화 번호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1544-3355
iSeminar중 청취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은 “Chat” 기능을 이용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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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비져닝(Provisioning)

– 자동화

–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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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그리드 컴퓨팅의 정의…

“수많은 작은 서버들을
적절한 관리 하에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해주는 컴퓨팅
개념”



오라클의 그리드 컴퓨팅은?

전사적 기업 그리드

Enterprise 
Gri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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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10g – 구성요소

Database
Grid

Storage
Grid

Grid Control

Application 
Server
Grid



Oracle 10g – 목표

저 비용의 모듈화된 구성

균일한 관리비용

단일 장애 극복

저비용의 기업 서비스

오라클 그리드

값비싼 부품으로 구성

관리 비용의 증대

단일 장애 취약

고 비용의 기업 서비스

대용량 전용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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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제어 – 프로비져닝

자동자동 프로비져닝프로비져닝

한꺼번에 많은 시스템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양호하게 검증된 구성환경 복제

자동화된 패치 및 업데이트 관리

관리 정책 기반의 표준 수행

성능, 보안, 구성환경



ASM
Automatic Storage Management



자동화된 스토리지 관리 (ASM)

Automatic Storage
Management

기종에 독립적인 고 성능 클러스터

파일시스템

온라인 디스크 추가 및 삭제

데이타는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여러 디스크에 거쳐서 분산(Striping) 
및 자동 rebalancing

여러 디스크에 걸쳐서 통합 미러링

3’rd Party 볼륨매니저나 파일시스템

등의 필요성 제거



ASM의 장점- 기존방식과의 비교

1.Storage 용량 산정

2.Volume Manager설치

3.File System 설치

4.hot spot을 피하기 위한 데이터 설계

5.Logical volumes 생성

6.File system 생성

7.Database s/w 설치

8.Database 생성

1.Storage 용량 산정

2.ASM 설치

3.Disk Group 생성

4.Database s/w 설치

5.Database 생성

Disk Setup

ASM

1.OS에 Disk 추가

2.Volume Manager로 필요 볼륨 생성

3.생성된 볼륨에 대한 File System 생성

4.추가된 Disk로 이전될 데이터 확인

5.새로운 file로 데이터 이전

6.Database file 이름 변경

7.I/O tuning 실시

1.OS에 Disk 추가

2.Add Disk 명령 입력

Add Disk

ASM



ASM을 통한 DBA의 업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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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ble Tablespaces

오라클오라클 데이타파일을데이타파일을 단지단지 ““unplugunplug”” 및및 ““plugplug””하면하면 됨됨

데이타베이스 데이타를 Unload / Reload하지 않고

이동하여 공유 가능

Plug/unplug 성능은 테이블스페이스 크기에 달려있음

여러 개의 데이타베이스에 읽기전용 테이블스페이스를

마운트 할 수 있음

New:  New:  이제는이제는 이기종간에도간에도 Plug/UnplugPlug/Unplug가가 가능해졌음가능해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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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10g Data Pump

고성능의고성능의 Import / Export

Oracle9i export보다 60% 빠름 (single thread기준) 

Oracle9i import보다 15배에서 20배 빠름(single 

thread기준)

Import / Export

병렬병렬 쓰레드를쓰레드를 통한통한 성능성능 확장확장 보장보장

네트워크상에네트워크상에 연결된연결된 데이타베이스간에데이타베이스간에 중간매체의중간매체의
개입개입 없이없이 곧바로곧바로 실행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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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관리(Self-Managing) 
Oracle Database 10g

Reduce Capital
Expenditure
Reduce Capital
Expenditure

관리 비용절감관리 비용절감

장애 처리비용 절감장애 처리비용 절감

시스템 자원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SQL 관리

저장장치 관리

스페이스 관리

백업 및 복구 관리

시스템 자원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SQL 관리

저장장치 관리

스페이스 관리

백업 및 복구 관리



ADDM
Automatic Database Diagnostic Monitor



자가관리(Self-Managing)                               
Oracle Database 10g

Alerts &
Advisories

Automatic
Tasks

Workload
Repository
Workload
Repository

서버 차원의 경보

자동 유지보수

어드바이저 기반구조



자동 데이타베이스 진단 감시 기능 (ADDM)

문제 해결을 위한 추천안 제시
능동적 수행
적은 자원활용으로 인한 업무 영향력 미비

수많은 전문적 진단 및 추천안 탑재
애플리케이션 & SQL
스페이스
백업 및 복구
스토리지
시스템자원

-DB속의 DBA

-성능 문제 진단

-근본적 원인 분석체계

utomatic atabase iagnostic onitorAA DD DD MM



ADDM Performance Findings

1

2



Automatic Shared Memory 
Management



공유(Shared) 메모리 자동 튜닝

작업부하의 변화에
따라 자동 동적 재분배

메모리 사용의 극대화
및 성능 향상

단지 2개 Pool 영역
SGA
Pool

PGA
Pool

대량의

배치 작업

sort

Java Pool

SQL Cache

Large Pool

Buffer Cache

SQL Cache

sort

온라인

사용자

Large Pool

Buffer Cache

Java Pool



자동 SGA 관리

SGA 변수를 하나로 통합

DB_CACHE_SIZE
SHARED_POOL_SIZE
LARGE_POOL_SIZE
JAVA_POOL_SIZE

활성화(enable) 
Automatic Shared Memory Management

SGA_TARGET



통합관리 - Enterprise Manager Grid Control

Manage from a BrowserManage from a Browser

Monitor and manage

Grid-wide view

End-to-end

Top-to-bottom

From anywhere

EM2Go     EM2Go     …… or a PDAor a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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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
Real Application Cluster



전통적 구성방법

Gigabit Ethernet

Fiber Channel

서버 Oracle RAC애플리케이션

공유 디스크



Oracle 10g RAC

공유 디스크

Clustering with InfiniBand

애플리케이션 서버 Oracle RAC

10 Gigabit
interconnector



전사적 그리드 – 업무부하 관리 (Workload 
Management)

Reporting Order EntrySpare

평상시 업무별 서버 할당



전사적 그리드 – 업무부하 관리 (Workload 
Management)

Reporting Order Entry

크리스마스 특수



전사적 그리드 – 업무부하 관리 (Workload 
Management)

Order EntryReporting

크리스마스 특수 이후



전사적 그리드 – 업무부하 관리 (Workload 
Management)

Reporting Order EntrySpare

업무별 서버할당의 정상화



전사적 그리드 – 업무부하 관리 (Workload 
Management)

Reporting Order EntrySpare

서버 장애 발생



전사적 그리드 – 업무부하 관리 (Workload 
Management)

Reporting Order Entry

업무적 복구



전사적 그리드 – 업무부하 관리 (Workload 
Management)

Reporting Order Entry

2차 서버 장애발생



전사적 그리드 – 업무부하 관리 (Workload 
Management)

Reporting Order Entry

업무부하에 따른 2차 복구



서비스 무정지 상의 업그레이드

Clients on A, Patch B

B

2 A B

Patch

1 A B

Initial RAC Configuration

A

BA

Patch

3

Upgrade Complete

4 A B

Clients on B, Patch A



기타 고 가용성 기능

보다보다 빨라진빨라진 디스크디스크 중심의중심의 백업백업 및및 복구복구

플래쉬백플래쉬백 (Flash Back) (Flash Back) 복구복구

데이타데이타 가드가드 (Data Guard)(Data Guard)

모든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의애플리케이션들의 신속한신속한 페일오버페일오버



FlashBack



플래쉬백(Flashback) 장애복구

모든 수준의 복구 가능

고객원장

주문내역

테이블 수준

플래쉬백 테이블을 통하여 원하는 시점으로
해당 테이블들의 로우들을 복구

- 데이타베이스의 UNDO 활용

플래쉬백 Drop을 통하여 Drop된 테이블 및
인덱스를 복구할 수 있다.

데이타베이스데이타베이스

로우 수준

플래쉬백 Query를 통하여 원하는 시점으로
로우를 복구

데이타베이스 수준
플래쉬백 데이타베이스를 통하여 원하는
시점으로 모든 데이타베이스를 복구

- 플래쉬백 로그 사용



Demo
RAC / ASM



Q  U  E  S  T  I  O  N  SQ  U  E  S  T  I  O  N  S
A  N  S  W  E  R  SA  N  S  W  E  R  S

질문을 원하시면 “14”를,  이미 신청한 질문을 취소 하고 싶으시면
“15”를 전화상에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http://www.oracle.com/lang/kr/database/

http://otn.oracle.co.kr/

http://otn.oracle.com/products/database/oracle10g/index.html

다음 세미나는 …

Oracle Enterprise Manager 10g Grid Control7월 15일

향후 세미나 계획은 http://isdapac.oracle.com 을 참조 바랍니다.

http://www.oracle.com/lang/kr/database/
http://www.oracle.com/lang/kr/database/
http://otn.oracle.co.kr/
http://otn.oracle.co.kr/
http://otn.oracle.com/products/database/oracle10g/index.html
http://otn.oracle.com/products/database/oracle10g/index.html


추가 상담 및 문의 …

전화 상담 :  수신자 부담 전화 080 2194 114

Email     :  oracledirect_kr@oracle.com

추후 iSeminar 계획:

http://isdapac.oracle.com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자료 : 
http://www.oracle.com/kr/download/iseminar/index.html

iSeminar에 참석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mailto:oracledirect_kr@oracle.com
http://isdapac.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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