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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그레이션 준비

• Oracle9i의 부가 기능들을 파악하고 마이그레이션 방법 선택

• 시스템 요구조건과 가용자원, 새 데이터베이스 위치 확인

• 백업 전략 및 테스트 계획 수립

–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테스트

• 테스트 환경 생성

• 업무용 데이터의 부분 집합들을 테스트 환경의 Oracle9i로 마이그레이션

• 가능할 경우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 마이그레이션된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 업무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동일한 테스트 실시

• 결과를 대조하고 일체의 오동작 기록

•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 소스 데이터베이스 준비와 보존

• 환경 및 시스템 변수 확인

• 데이터베이스 운영(DBA) 권한 확보

• 업무용 데이터베이스 폐쇄

• Migration Utility 실행

Migration 수행절차 (Oracle 7 Oracle 9i)

II--1. Migration 1. Migration 수행절차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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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 업무용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 순서 진행

• 업무용 데이터베이스 백업

• Oracle9i를 설치하고 Oracle9i 마이그레이션 순서 진행

– 새 업무용 데이터베이스 Oracle9i의 튜닝 및 조정

• 마이그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 백업 구현 후 작업 수행

• 마이그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하고 결과 대조

• 마이그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 튜닝, 새 기능들 활성화(필요에 따라)

• 전환날짜를 결정하고 마이그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 가동

II--1. Migration 1. Migration 수행절차수행절차
Migration 수행절차 (Oracle 7 Oracle 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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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준비

Oracle9i의 부가기능들을 파악하고 업그레이드 전 순서 진행(현재 버전별로, 업그레이드 방법론, 

시스템 요구조건, 가용자원, 그리고 새 데이터베이스 위치 확인, 백업 전략 및 테스트 계획 수립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테스트

테스트 환경 생성, 업무용 데이터의 부분 집합을 테스트 환경의 Oracle9i로 업그레이드, 가능할 경우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업무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 베이스를 대상으로 동일한 테스트 실시, 결과를 대조하고 일체의 오동작 기록,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 

데이터베이스 운영(DBA) 권한 확보.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를 셧다운한 후 백업, Oracle8i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순서 진행,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베이스 백업

업그레이드 후 작업 수행

여타 특정 컴포넌트들을 업그레이드(필요한 만큼), 운영 작업 수행(설명서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하고 결과 대조,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베이스 조정, 새 기능들 활성화(필요한 만큼), 전환날짜를 결정하고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베이스 가동

Oracle 9i Upgrade 순서 (Ver 8.0 , 8i)

II--1. Migration 1. Migration 수행절차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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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이행을 위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이행될 데이터를 추출(Extracting)하여 새로운 버전의 데이터베이
스내의 더미 테이블로 단순 이행(Importing)하고 Mapping 규칙에 따라 최종적인 목적 테이블로 전환(Mapping)
하며 이러한 이행 작업 과정에서 데이터 이행 평가 기준을 점검(Balancing)하는 4개 유형의 서브시스템으로 구
성합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이행 전환

RDB
Dummy Table

신 시스템
Target Table

점검자료 에러 리스트

에러 리스트

기존 시스템 신 시스템

추출

점검
보정

Flat File

DB Link

Application

Data 이행방안 – 1. Data 이행 Image

II--1. Migration 1. Migration 수행절차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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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Extracting)

– 자료추출 : 이행 데이터 매핑 결과에 의거하여 기존 버전의 시스템에서 신 시스템으로 이행될 내용을 Flat File

형태로 추출

– 무결성 검증 : 기존 자료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하여 오류 자료를 자동적으로 정정하거나 에러

리스트를 산출

– 이행 평가기준 산출: 데이터 이행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항목에 대한 추출 결과를 산출함. 주로

전체 건수, 특정 항목의 합산 결과 등을 자료 추출과정에서 산출하여 최종 자료 전환 결과와 비교함.

•이행(Importing)

– 테이블 이행 : 추출 단계의 결과인 Flat File을 임시 테이블(Dummy Table)로 단순 Load함

•전환(Mapping)

– 기본테이블 전환 : 데이터 이행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 기본 테이블을 1차적으로 전환함

– 계단형(Cascade) 전환 : 기본 테이블을 참조하여 2차적인 테이블을 전환하며 기존 시스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외래키 등의 자료를 생성함.

– 이행 평가기준 산출 : 추출 과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최종적인 데이터 이행 평가 기준을 산출하여 데이터 이행의
성공 여부를 평가함.

•보정(Coordination)

– 비상대책에 해당하는 시스템으로써 데이터 이행 결과 발생된 에러가 추출 단계부터 재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에
러의 심각도에 따라 신 시스템 내부적으로 제한적인 자료 보정을 수행함.

•기존 자료 정비

– 정비 대상 자료 파악 : 기존 자료 중에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정비 대상 자료를 파악함.

– 기존 자료 정비 : 정비 대상 자료의 리스트를 산출하여 담당자별로 통보하고 온라인 또는 배치 작업으로 기존

자료를 정비함.

– 정비 결과 점검 : 자료 정비의 결과를 자료 전환 시스템의 테스트 과정에서 검증하여 미비 사항을 보완함.

Data 이행방안 – 2. Data 이행 절차 항목

II--1. Migration 1. Migration 수행절차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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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시스템의 확장 및 H/W 교체에 따른 데이터 이행에 있어 데이터는 정확한 Production Database의 생성을
위해 정리 작업이 요구되며, 정리를 위한 시간과 인력이 미리 고려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평가데이터 평가 데이터 평가
결과 분석

데이터 평가
결과 분석 데이터 정화데이터 정화

기존시스템기존시스템

데이터
정확도
/Gap

평가 결과

데이터
정확도
/Gap

평가 결과

데이터
정화작업
순서,절차

데이터
정화작업
순서,절차

정화된
데이터

(Oracle)

정화된
데이터

(Oracle)

•전체 데이터 정화업무
관리자 선정

•분야별 업무 책임자 선정
•현 시스템 데이터 분석 지원,
현업 참여

•항목별 평가 작업 수행

•평가 결과에 기초한 쟁점 사항 파악
•대처 방안 검토
•정화작업 순서 및 절차 수립

•시스템 요구 데이터
정화 작업 선 수행

•기타 데이터 정화 작업
•Cut Over 이전 까지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 할 방법 개발

데이터 이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
• 기존 시스템 데이터 값의 부정확
• 부분적인 데이터의 기록 누락
• 새로운 기능 추가에 따른 추가적 관리 데이터
발생
• Data Type의 변환 및 Table의 구성의 수정
• Application의 수정 및 실질적 적용

Data 이행방안 – 3. Data 이행 시 고려사항

II--1. Migration 1. Migration 수행절차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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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 Loader를 이용한 Migration Data 처리

– Oracle DBMS형태 뿐만 아니라 아닌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의 Migration 작업은 SQL*Loader를 이용하여
DBMS에서 사용하는 Table로 데이터를 Upload합니다.

ASCII flat File Staging Area

• 기존 시스템의 자료를 신규 시스템의
데이터 매핑 포맷으로 변환하는 프로
그램 작성하여 Sam File 데이터 생성

• Source 데이터 와 Target 데이터의
변환 시 필요한 Check 수행

• SQL*Loader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임시 테이블인
Staging Area에 데이터
를 로딩 함.

Data Validation 
Check

• API를 이용하여
Staging Area의 데이
터를 신규 시스템에
Loading함.

검증 Application을 이용하여 Oracle DBMS 에서
사용하는 Table간의 논리적인 Duplication 및
Validation 를 수행함.

신규 시스템

FTP/NFS

데이터 검증

기존 시스템기존 시스템

Data 이행방안 – 4. Data 이행 방법

II--1. Migration 1. Migration 수행절차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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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 Loader (Oracle RDBMS 제공)

– SAM파일을 Database 내의 Table Uploading 하는 Utility 입니다.

– 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Parallel 및 Direct Option 등을 제공합니다.

– 이기종간의 데이터 Conversion 및 동 기종에서 데이터 Migration 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기존 시스템 신규 시스템

주요처리내용
•초기의 기존 시스템 데이터를 전환할 때 사용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또는 정기적인 데이터의 일괄 전송 시 사용

장점
•가장 빠른 성능 보장
•SQL 및 DBMS에 대한 기초지식만으로도 바로 활용가능

단점
•단 방향 및 자동화된 처리의 어려움
•Point-To-Point방식의 인터페이스

필요 Resource
•Interface를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음.
•SQL*Loader는 9i DBMS 와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Software로서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음

FTP 
Legacy

Batch
Collect

Program

전송할
SAM
FILE

SQL*
Loader
Pro*c

DB
API 
Load

II--1. Migration 1. Migration 수행절차수행절차
Data 이행방안 – 4. Data 이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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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2. 기타기타 & & QnAQnA

1.1. 기타기타 & & QnA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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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동일동일 Platform Platform 의의 Migration Migration 방법방법

1.1. S/W & DBF Copy S/W & DBF Copy 방법방법

2.2. Oracle S/W Upgrade Oracle S/W Upgrade 

3.3. Export / ImportExport / Import

4.4. CTAS (Create Table As Select)CTAS (Create Table As Select)

5.5. HotHot--Backup Backup 을을 이용한이용한 MigrationMigration

6.6. 기타기타 & & QnA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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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1. S/W & DBF Copy 1. S/W & DBF Copy 방법방법

S/W & DBF Copy 방법

1) 동일 Platform & 동일 OS &  동일 Oracle S/W 인 경우

- OS Platform 및 동일 OS 의 경우 Binary 호환이 지원되므로 Oracle S/W
및 모든 Oracle 관련 File 을 Copy 하여 바로 DB 를 기동할 수 있음

- 만약 OS Patch 가 최신인 경우에는 $ORACLE_HOME/bin/relink all 의
Command 를 실행하여 해당 Library Rebuild 작업을 한다.

- Server Name & IP 가 변경될 경우에는 $ORACLE_HOME/network/admin 
폴더의 listener.ora , tnsnames.ora 파일을 수정한다.

- 신규 Server 의 Resource Spec 이 좋은 경우 $ORACLE_HOME/dbs/ 
init<SID>.ora 파라미터를 적절히 Tuning 하도록 한다.

2) 동일 Platform & OS 및 Oracle bit 가 다른 경우

- OS 가 64bit인 경우 Oracle 은 32/64 bit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OS 가
32bit 인 경우 Oracle 은 64bit 지원불가, 단 IBM 4.3.3 에서는 지원할 수 있음.

- Oracle 32 bit 64 bit로 전환할 경우에 Oracle S/W 는 재설치를 하고,
나머지 Oracle 관련 File 들은 Copy 하여 사용한다.
<Note:62290.1> 를 참조하여, catalog, catproc, utlirp.sql 를 실행한다.

3) 공통사항

- Archive Log Mode 라면 업무 Down-Time 이 거의 없이 Data Migration 가능함.
- 신규 Server 의 File 위치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Controlfile 을 재생성하여야 한다.
- 해당 Object (Table/Index) 등의 Re-Org 효과는 없다.
- Oracle Version 이 Upgrade 를 하여도 위의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
- Single DB RAC 인 경우에도 위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 32 bit 64 bit Conversion 은 <Note:62290.1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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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2. Oracle S/W Upgrade2. Oracle S/W Upgrade
Oracle S/W Upgrade

1) 동일 Platform 인 경우 가장 Simple & Fast 한 방법

- OS Platform 및 Oracle Version 에 Dependant 함 (단, 7.x 과 8.0.X 이후 호환 불가 – ROWID format)
- Oracle Engine (Software) 만 Upgrade 를 하며, 기존 DBF 는 그대로 사용한다.
- Version 에 따라서는 여러 번 Upgrade 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ex: Ver 8.0.5 8.0.6 9.2.0.4 등 ,
각 Version 별 Upgrade 시 실행하는 Script 가 다름. )

- Single / RAC 와 무관하며, Bit 와도 무관하다. (즉, 호환이 됨)
( Sinlge RAC, 32 bit 64bit )

- Compatible 이 Upgrade 된 이후에는 Downgrade 가 불가하다.
(단, 동일 Version 에서의 Release Down-Grade 는 가능함)

2) 일반적인 작업순서

- 기존 Oracle Engine & Data Backup
- 신규 Oracle Engine Install & 최신 Patchset
- startup migrate ore startup upgrade Mode 에서 Script 실행
- Invalid Package Compile 및 Rebuild
- 신규 Version 으로 Upgrade 후 New-Feature 는 수동으로 생성 및 적용

(RBS Undo, Dictionary Managed TBS LMT, ASSM 등..)
- JAVA Package 설치여부에 따라서 Down-Time 이 결정된다.

** ADTSP – 3 (No Downtime)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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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일 시스템 테이블스페이스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Oracle7파일 헤더 블록

Oracle9i
데이터
딕션너리

Oracle7

장 점

• 자동이고, 최소한의 상호작용 요구

• 여타 방법론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디스크 추가공간 요구

• 보다 큰 제어력 제공

단 점

• Oracle7을 Oracle9i로 마이그레이션하는데 국한

• 부분적 마이그레이션 불가능

• 전체 데이터베이스만 마이그레이션 가능

• 오라클을 다른 플랫폼이나 운영체제에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이용할 수 없음

IIII--2. Oracle S/W Upgrade2. Oracle S/W Upgrade
Oracle 7 Oracle 9i : Using Migration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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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2. Oracle S/W Upgrade2. Oracle S/W Upgrade
Oracle S/W Upgrade – 실무사례
- Solaris 2.6 32bit , Single Solaris 2.8 64bit RAC

Cache 8GB

A B A B

a b

ESCON

A B A B

a b

ESCON

A B A B A B A B

a b a b

Fiber Fiber

Unisys

Unisys
IX5820

ESCON

SUN E10K
Solaris 2.6

SUN E10K
Solaris 2.6

SUN Cluster 2.2
H/A

SUN 12K
Solaris 9

SUN 12K
Solaris 9

SUN Cluster 3.0
RAC

638GB
638GB

M1

M2

WorkNet

???GB
???GB

M1
M2

WorkNet 신규서버

신규서버

???GB
???GB

M1
M2

Fiber
SC-LC Fiber

L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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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2. Oracle S/W Upgrade2. Oracle S/W Upgrade
Oracle S/W Upgrade – 실무사례
- Solaris 2.6 32bit , Single Solaris 2.8 64bit RAC

1.  SF12K Server 에 Oracle 9.2.0.4 RAC S/W Install 및 Patchset

2.  E10K Oracle Hot-Bakcup Script 작성

alter tablespace BAK begin backup;
!dd if=/dev/vx/rdsk/worknet/BAK_1 ibs=4096k |rsh f12k "dd of=/dev/vx/rdsk/worknet/BAK_1 obs=8192k";
alter tablespace BAK end backup;  
.....
alter system archive log current;

3.  Current Redo & Current Controlfile
dd if=/dev/vx/rdsk/worknet/CONTROL01 bs=2048k | rsh f12k "dd of=/dev/vx/rdsk/worknet/CONTROL01 bs=2048k“
dd if=/dev/vx/rdsk/worknet/REDO40 bs=2048k |rsh f12k "dd of=/dev/vx/rdsk/worknet/REDO40 bs=2048k";

4.  Oracle Migration 순서
- Remove Obsolete parameters belows
- _system_trig_enabled = false
- #JOB_QUEUE_PROCESSES 
- #AQ_TM_PROCESSES 
- OPTIMIZER_MODE = CHOOSE
- #SNAPSHOT_REFRESH_? 
- REMOTE_LOGIN_PASSWORDFILE = NONE 
- #CLUSTER_DATABASE = FALSE in OPS, RAC !!
- #RESOURCE_MANAGER_PLAN 

SQL> startup migrate
SQL> spool upgrade.log
SQL> @?/rdbms/admin/u0801070.sql



19

IIII--2. Oracle S/W Upgrade2. Oracle S/W Upgrade
Oracle S/W Upgrade – 실무사례
- Solaris 2.6 32bit , Single Solaris 2.8 64bit RAC

SQL> @cmpdbmig.sql

SQL> Select comp_name, version, status from dba_registry; 

SQL> shutdown immediate
. init<SID>.ora
- JOB_QUEUE_PROCESSES = 0
- AQ_TM_PROCESSES  = 0
- REMOTE_LOGIN_PASSWORDFILE = EXCLUSIVE
- compatible = "9.2.0.0.0"
- db_file_multiblock_read_count = 32
- pga_aggregate_target = 25165824

SQL> startup migrate
SQL> @catpatch.sql
SQL> @?/rdbms/admin/utlrp

5. Enable RAC Modules
SQL>  alter database add logfile thread 2 group 4 , 5, 6

2  ('/dev/vx/rdsk/worknet/REDO41','/dev/vx/rdsk/worknet/REDO42')
3  size 106954240;

SQL> alter database enable thread 2;

6. After Upgrade
- Tablespace Migrate to Local

exec  sys.dbms_space_admin.tablespace_migrate_to_local('USERS');
exec  sys.dbms_space_admin.tablespace_migrate_to_local('INDX');
exec  sys.dbms_space_admin.tablespace_migrate_to_local('TO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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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3. Export / Import3. Export / Import
Export / Import

1) 전통적인 이기종간 Migration 방법

- OS Platform 및 Oracle Version 에 독립적 (단, 7.x 9i R2 호환 불가)
- 전체 DB 의 Re-Organization 효과 발생

( Table 및 Index 의 Extents 를 효과적으로 줄여 업무 Performance 향상)
- 순차적인 작업으로 업무 Down-Time 이 많이 발생함

( Import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각 Schema 별로 동시에 Import 할 것)
- Incremental Migration 이 가능함.

2) 일반적인 작업순서

- 신규 System 에 Oracle S/W Install & Patch
- 신규 System 에 Tablespace 생성 등 필요한 작업
- 구 System 의 조회 업무로 전환 (Read-Only)
- 구 System 에서 Full Export

(TNS 를 이용한 Network 을 통한 Export 도 가능)
- 신규 System 으로 Dump file 이관(ftp , rcp, 기타…)
- 신규 System 에서 Imprt 진행
- 신규 Server 에서 마무리 작업 및 업무 Test

3) 제약사항

- DB 의 Character Set 이 다른 경우의 Exp / 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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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3. Export / Import3. Export / Import
Object 의 Export 순서

1. Tablespaces
2. Profiles
3. Users
4. Roles
5. System Privilege Grants
6. Role Grants
7. Default Roles
8. Tablespace Quotas
9. Resource Costs
10. Rollback Segments
11. Database Links
12. Sequences( includes Grants )
13. Snapshots ( includes grants, auditing )
14. Snapshot logs
15. Job Queues
16. Refresh Groups
17. Cluster Definitions
18. Tables(includes grants,column grants,comments,indexes,constraints,auditing)
19. Referential Integrity
20. POSTTABLES actions
21. Synonyms
22. Views
23. Stored Procedures
24. Triggers
25. Default and System Auditing

** 권한 : EXP_FULL_DATABASE , IMP_FULL_DATABASE
9i 이후부터는 통계정보까지 Exp / Imp 되므로, Error 발생시 statistics=none 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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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3. Export / Import3. Export / Import
Direct & Conventional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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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 압축으로 마이그레이션 가능

• 오 라 클 을 다 른 플 랫 폼 이 나 운 영 체 제 에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

• 업그레이드에 이용할 수 있음

단 점

• 압축하지 않으면 속도가 매우 느림

• 대량의 디스크 공간 요구

Oracle7,8,8i 데이터 파일 Oracle9i 데이터 파일

익스

포트

유틸리

티

Oracle

파일 내용

익스
포트
덤프
파일

임

포트

유틸리

티

IIII--3. Export / Import3. Export / Import
Export /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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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3. Export / Import3. Export / Import
Export /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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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3. Export / Import3. Export / Import
Export /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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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3. Export / Import3. Export / Import
Export / Import Upgrade Matrix

Oracle 10g Release 1 – 10.1.0.x

(When Oracle 10g is the target, upgrading an older

database is preferable to EXPORT/IMPORT)

Oracle8 : 8.0.6

Oracle8i : 8.1.7

Oracle9i : 9.0.1 or 9.0.2

Oracle 9i Release 2 – 9.2.0.xOracle7 : 7.3.4

Oracle8 : 8.0.6

Oracle8i : 8.1.7

Oracle9i : 9.0.1

Oracle 9i Release 1 – 9.0.1.xOracle7 : 7.3.4

Oracle8 : 8.0.6

Oracle8i : 8.1.5 or 8.1.6 or 8.1.7

Target Database VersionsSource Database 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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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3. Export / Import3. Export / Import
Fast Export Tip

1. direct=true
2. the first with indexes=n rows=y constraints=n, the second with rows=n.
3. Run multiple exports in parallel

Fast Import Tip

1. Reduce 'db_files' to a minimum to keep the db writer batch size down
2. Data / Index 분리 – nologging parallel 사용
3. sort_direct_writes = true, sort_area_size = large (megabytes not kilobytes), 

sort_write_buffers = 4, sort_write_buffer_size = 65536
4. Big RBS                     9i Undo , RAC , SAP Data Loading 시..
5. buffer=10M
6. Commit=Y | N
7. Recordlength=65535

!! Using forcedirectio on UFS - S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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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3. Export / Import3. Export / Import
Using Manual RBS on 9i

Oracle 9i 인 경우 대량의 Data Bulk Loading 시 Undo Segment 를 사용하지 않고 Manually
RBS (Rollback Segment)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Locally Managed Tablespace 에서도 사용 가능
ORA-01552 : Error Creating a Rollback Segment in a Locally-Managed Tablespace
ORA-01552 : Cannot user system rollback segment for non-system tablespace ‘LOCAL_RBS’

1. init<SID>.ora 에서 undo 관련 Parameter 를 모두 # (Remark) 처리한다.
#undo_management = AUTO
#undo_tablespace = UNDOTBS1
#undo_retention = 10800
#undo_suppress_errors = FALSE
SQL> Shutdown immediate
SQL> Startup

2. Rollback 용 Tablespace 생성
SQL> CREATE TABLESPACE RBS 
DATAFILE ‘/home/oracle/oradata/ORCL/rbs01.dbf‘ SIZE 500M AUTOEXTEND ON NEXT 10M MAXSIZE 1000M 
EXTENT MANAGEMENT LOCAL UNIFORM SIZE 5M 
SEGMENT SPACE MANAGEMENT MANUAL;

3. Dummy 용 Rollback Segment 생성
SQL> Create rollback segment r_dummy tablespace system

Storage (initial 10k next 10k minextents 2);
SQL> alter rollback segment r_dummy online;

4. 일반 Rollback Segment 생성
SQL> create rollback segment roll01 tablespace rbs

storage (initial 100m next 10m minextents 10);
SQL> alter rollback segment roll01 online;

5. init<SID>.ora 에서 rollback_segments = (roll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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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4. CTAS (Create Table As Select)4. CTAS (Create Table As Select)
CTAS (Create Table As Select)

** DB Link 를 이용한 방식

- Network Bandwidth 가 중요하며, 여러 Session 에서 Parallel 작업이 가능하다.
- 대용량 Data 의 경우에 이 방법을 권고한다.
- Exp Imp 에 비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DBA 가 준비하여야 할 작업 및 Script 가 굉장히 많다.
-LONG & LOB Column 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Exp/Imp 하여야 한다.
-7.3.x 9.2.0.x 이후 Version 과 호환이 되지 않음.
-구 System 에서 조회업무는 가능하다

** 일반적인 작업순서

- 신규 Server 에 DB Install 및 Tablespace 등 사전 환경구성
- 신규 Server 구 Server 로 DB Link 생성

(Network Channel 이 여러 개라면 여러 개의 DB Link 생성)
- 구 Server 의 업무를 조회 (Read-Only) 로 전환
- 여러 Session 에서 동시에 CTAS 를 실행 (Index , Constraints 별도로..)
- Index  생성 및 Constraints 만 별도로 Import
- LONG & LOB 는 별도로 CTAS 와 동시에 Exp Imp
- 신규 Server 에서 마무리 작업 및 업무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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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4. CTAS (Create Table As Select)4. CTAS (Create Table As Select)
CTAS 실무사례 – V7.3 V8174

** DB Link & LONG exp / imp

1.  신규 System 에 Oracle 8.1.7.4 Install & Patchset & CRDB
- 기본적인 Tablespace & User 생성

2.  신규 기존 Server 로 DB Link 생성
- create public database link CTAS

connect to scott identified by tiger  
using 'ORATEST';

3.  아래와 같은 CTAS Script 를 SQL 로 여러 개로 생성 및 실행
spool dblink_p_01.log
!date
create table STUDENT storage(initial 335544320 next 335544320 pctincrease 0) tablespace TS_STD1 

nologging parallel 8 as select * /*+parallel (A 8) */ from STUDENT@CTAS A;
create table TAMTDISOBEY storage(initial 335544320 next 335544320 pctincrease 0) tablespace TS_TAMTDISOBEY 

nologging parallel 8 as select * /*+parallel (A 8) */ from TAMTDISOBEY@CTAS A;
!date
spool off

4.  LONG Column 이 들어있는 Table 만 별도로 Exp Imp

5.  Full Mode 로 Object 만 Exp 한다.
$ exp system/PWD full=y file=obj.dmp log=obj.log rows=n

6.  Index 생성 Script 분리 및 nologging parallel 4 로 수정
$ imp system/PWD file=obj.dmp indexfile=indexfile.sql rows=n 
$ vi indexfile.sql Index 생성 Script 수정 및 동시에 여러 개로 나누어서 Index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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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4. CTAS (Create Table As Select)4. CTAS (Create Table As Select)
CTAS 실무사례 – V7.3 V8174

** DB Link & LONG exp / imp

7.  Data/Index 를 제외한 나머지 Object 를 Import 한다.
$ imp system/PWD file=obj.dmp rows=n indexes=n log=imp_log.log commit=y buffer=10240000 feedback=100

8.  업무 및 Data 건수 Check

** 3번과 4번 업무는 각각 여러 개의 Script 를 동시에 실행한다.
만약 Network Card 가 Multi 라면, Network Card 별로 DB Link 를 생성하여 실행한다.

** CREATE Table 시에 기존 Table Re-Org 효과를 위해 적절한 initial parameter 를 지정한다.

** LONG Column Table 의 Exp / Imp 는 별도로 동시에 진행한다.

** Parallel Option 사용시 주의 점

1.  Data 순서가 Parallel DML 에 의해 순서에 관계없이 입력 됨.
2.  sort_area_size 값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Memory 부족 현상이 없어진다.
8.  반드시 적정한 Storage 값을 주어야 한다. (initial 10m next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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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4. CTAS (Create Table As Select)4. CTAS (Create Table As Select)
CTAS 실무사례 – 대용량 Data

** 대용량 Partitioned Table 인 경우

1.  DB Link 생성.
2.  원본 DB 에서 각 Partition 별로 Query 하는 View 생성

SQL> create or replace view t_cust_1 
as select * from t_cust_hash partition (par_hash_1); 

3.  Target DB 에서 DB Link 를 통해 View 를 Query 하는 CTAS 작성 및 Parallel 하게 실행
SQL> create table t_cust_1 

storage (initial 5M next 5M pctincrease 0) 
nologging
tablespace njh
as 
select /*+ parallel(x 4) */ * from t_cust_1@remote x;

4.  Target DB 에서 Partitioned Table 생성 후 Partition Exchange
SQL> ALTER TABLE cust EXCHANGE PARTITION par_cust_1 WITH TABLE

t_cust_1 WITHOUT VALIDATION ;
5.  Target DB 에서 Global / Local Index 를 unusable option 으로 생성

CREATE INDEX EMP_IDX1 ON EMP (DEPTNO) 
GLOBAL
PARTITION BY RANGE (DEPTNO) 
(PARTITION PAR_10 VALUES LESS THAN (‘20’) TABLESPACE TBS1, 

…
PARTITION PAR_MAX VALUES LESS THAN (MAXVALUE) TABLESPACE TBS5)

UNUSABLE;
6.  Global / Local Index 를 각 Partition 별로 Parallel Rebuild

SQL> ALTER INDEX EMP_IDX1 REBUILD PARTITION PAR_10 PARALLEL 4; ---‘ index1.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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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5. Hot5. Hot--Backup Backup 을을 이용한이용한 MigrationMigration
Hot-Backup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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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Backup 이용 : ES40 AS8200

1. AS8200 oracle install & Patch
- init<SID>.ora , listener.ora, tnsnames.ora 파일 복사 및 수정

2. ES40 에서 Begin Backup 실시 or 기존 Backup 본 사용
SQL> alter system archive log current;
SQL> ALTER TABLESPACE SYSTEM BEGIN BACKUP;
SQL> !dd if=/dev/rdrd/drd1 bs=4096k | rsh kvmc_as82 "dd of=/dev/rdisk/dsk45a bs=4096k"
SQL> ALTER TABLESPACE SYSTEM END BACKUP;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데이터 파일에 대해 beg_backup, end_backup 을 실시

3. AS8200 에서 사용할 Controlfile Script 수정 및 Archived Log 전송
- rcp /arch/arch*  kvmc_as82:/arch

4. AS8200 에서 Datafile 위치가 바뀐다면 Controlfile 재 생성 및 DB Mount
SQL> recover database ;                            ES40 Server 는 업무 중에 AS8200 서버에서 Recovery 시작함.

Current Redo or 마지막 Archived log 까지 적용을 함.

6. ES40 DB Down or Read-Only 전환 업무 Down-Time 시작 !!
- Redo Log file 전송

SQL>  alter system archive log current;
SQL>  shutdown immediate
$ dd if=/dev/rdisk/dsk46d bs=8192k | rsh kvmc_as82 “dd of=/dev/rdisk/dsk5d bs=8192k”

5. AS8200 에서 완전복구 or 불완전복구 실행 Data 손실은 없음 !!
- ES40 DB 를 내리고 Current Controlfile 을 복사/전송할 수 있으면 완전복구( recover database; )

ES40 DB 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Current Controlfile 이 없으므로 불완전 복구 및 Resetlogs DB Open
( recover database  using controfile … , alter database open resetlogs)

6. 업무 및 HA (fail over ) TEST

IIII--5. Hot5. Hot--Backup Backup 을을 이용한이용한 MigrationMigration



35

RMAN 이용 – 동일 OS , Version , Bit (9.2.x 에서 Test)

1. Host_B oracle install & Patch
- init<SID>.ora , listener.ora, tnsnames.ora 파일 복사 및 수정

2. rman 을 이용하여 Host_B Connect
% rman target sys/change_on_install@host_b rman/rman@rcat

3. Host_B Instance startup nomount
RMAN> startup nomount;

4. Controlfile Restore
run { allocate channel ch1 type disk;      

restore controlfile;      
alter database mount;     

}

6. 가장 마지막 SCN 번호를 찾는다. 
SELECT min(scn)   FROM (SELECT max(next_change#) scn
FROM v$archived_log GROUP BY thread#);

5. 마지막 SCN 번호까지 DB Recovery 실행
run { set until scn = 500;                           use appropriate SCN for incomplete recovery      

allocate channel ch1 type 'sbt_tape';      
restore database;      
recover database;      
sql "ALTER DATABASE OPEN RESETLOGS";   

}     

6. 업무 및 HA (fail over ) TEST

IIII--5. Hot5. Hot--Backup Backup 을을 이용한이용한 Migration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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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6. 6. 기타기타 & & QnAQnA

1.1. 기타기타 & & QnA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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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이기종이기종 Platform Platform 의의 Migration Migration 방법방법

1.1. Using Using VeritasVeritas SolutionSolution

2.2. Export / Import :: Export / Import :: IIII--2 2 참조참조

3.3. CTAS (Create Table As Select) :: CTAS (Create Table As Select) :: IIII--3 3 참조참조

4.4. 기타기타 & & QnA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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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1. Using 1. Using VeritasVeritas SolutionSolution
Migrating F/S on PDC-Based Volumes

Solaris Platform (Big endian) Linux Platform (Little endian)

0. Using PDC(Portable Data Containers)
# vxdg init ora_dg cds=on

1. Check VxFS for Potential Conversion Problems
- fscdstask validate Linux /ora_fs

2. Converting a VxFS File System
Sol# umount /ora_fs
Sol# fscdsconv –f /rcvy/recovery.dat /dev/vx/rdsk/ora_dg/ora_vol
Sol# vxdg deport ora_dg

3. Using a Converted File System
Lnx# vxdg import ora_dg
Lnx# vxvol –g ora_dg startall
Lnx# mount –t vxfs /dev/vx/dsk/ora_dg/ora_vol /ora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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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1. Using 1. Using VeritasVeritas SolutionSolution

Checking a VxFS File System to Target Platform

Migrating F/S on PDC-Based 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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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1. Using 1. Using VeritasVeritas SolutionSolution
Migrating F/S on PDC-Based 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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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1. Using 1. Using VeritasVeritas SolutionSolution
Migrating F/S on PDC-Based Volumes



42

IIIIII--1. Using 1. Using VeritasVeritas SolutionSolution
Oracle Migration with PDC-Based Volumes

1. Export. 
Run the Oracle exp utility to extract the data to be moved to an export dump file in a VxFS file system on 
a PDC-based volume

2. Convert.
Run the VSF fscdstask utility to ensure that the file system containing the export dump file is compatible with 
the target platform, and if necessary, the fscdsconv utility to convert file system metadata endian format.

3. Transfer.
Deport (a VxVM operation) the VSF disk group that contains the export dump file’s file system from the source 
platform, import (a VxVM operation) it on the target platform and mount the file system.

4. Import.
Run the Oracle imp utility to import data from the export dump file into a pre-existing “receiver” database on 
the target platform

5. Verify
Verify that migration succeeded using an application-dependent procedure. The sections that follow describe 
these steps in mor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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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Exporting Database Data to an Export Dump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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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File-System Pre-Check and Conversion

Step-3: Moving Data to the Targe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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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Importing Migrated Data into an Oracle Database

Step-5: Verifying the Correctness of the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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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ify transportability.
Run Oracle-supplied utilities to verify that the tablespaces selected for transportation are self-contained

2. Create a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An internally consistent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of files for migration is created, either using live data, 
Oracle scripts, or VSF Database FlashSnap snapshots

3. Convert tablespaces.
Tablespaces in the transportable set are converted to the target platform’s Oracle metadata format 
(alternatively, this can be done on the target platform after data is moved)

4. Move data.
The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a collection of files) is moved to the target platform by deporting the disk 
group on which the transportable tablespace files are stored and re-importing it on the target platform

5. Insert data into target database.
Data in the transported and converted tablespaces is inserted into the targe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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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Verifying Tablespace Self-Containment

Step-2: Creating a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1) – Use L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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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Creating a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2) – Use Duplicates of Tablespaces

Step-2: Creating a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3) – Use Copies of Tablespac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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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Creating a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4) – Use split mirror of Virtual Volume

Step-2: Exporting Tablespace Metadata From an Oracl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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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Converting the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for Use on the Target Platform

Oracle database data is converted for use by a different platform in two steps:

• If source and target platform endian formats differ, the fscdsconv utility is run on
the source platform to convert the metadata endian format of the file system containing
the transportable tablespaces. If source and target platforms use the same endian
format, this step is not required.

• Oracle’s RMAN utility is run to convert database metadata and data within the migrated
tablespaces. This conversion may be done on the source platform, prior to file system
conversion, or it may be done on the target, after the storage devices containing the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have been imported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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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Migrating the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Step-5: Inserting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Data into the Target Database

** If the database block sizes of the transported tablespaces and the target database differ, 
a DATABASE_nK_CACHE_SIZE initialization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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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Inserting Transportable Tablespace Set Data into the Targe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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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TC & ETC & QnA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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