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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QL Performance Analyzer
본 문서 18c(12.2.0.2)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ORACLE SPA(SQL Performance Analyzer)에 대한
설명서 입니다.
SPA 는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작업이 실제 SQL 구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ORACLE 의 RAT(Real Application Testing) 옵션 중에 하나 입니다.
본 문서는 API 방식으로 DBMS_SQLTUNE 을 이용한 방식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EM 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Master Note for Real Application Testing Option (문서 ID 1464274.1)
* RAT : 운영 환경에서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실제 시스템의 변경 사항이
시스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평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하드웨어
교체 및 OS 변경을 쉽게 수행 할 수 있는 옵션
-

DATABASE REPLAY : 운영서버에 가해지는 부하를 그대로 Capture 한 파일을 가지고 테스트

-

SQL Performance Analyzer: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SQL 문장들을 대상으로 분석

1.1. 목적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또는 인덱스 추가와 같은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SQL 문의 실행 계획이
변경되어 SQL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시스템을 변경하면 SQL 문이
회귀하여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회귀 SQL 문의 경우 SQL Performance Analyzer 는 튜닝 권
장 사항과 함께 적절한 실행 계획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SQL 문이 후행하는 경우 사전에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SQL 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 성능
이득을 확인하고 측정 할 수 있습니다.

1.2. 이점
-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작업이 사전에 미리 사용자가 부정적인 결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시스템을 프로덕션 환경으로 변경하면 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

SQL 실행계획/통계정보를 통해 변경 전/후 성능정보 차이 비교 가능합니다.

-

업그레이드전 잠재적인 위험요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특정 SQL 구문 또는 전체 애플리케이션 SQL 워크로드의 실행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 할수 있
습니다.

-

시스템 변경에 따른 예측 가능합니다.

-

성능 차이 Report 를 통한 분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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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 환경
SPA 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모든 유형의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한 SQL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할 수 있습니다.
.
-

DATABASE Upgrade 전

-

12c (PDB) 통합 테스팅

-

OS/Hardware 구성 변경

-

SCHEMA 변경

-

DATABAE Parameter 변경사항

-

OPTIMIZER 통계 Refresh

-

Validation SQL tuning

1.4. 작업 순서

① 운영 서버에서 STS(SQL Tuning Set)를 사용하여 SQL Capture
② STS 를 Test 서버로 이동
③ SPA 작업(SQL Performance Analyzer Workloa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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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경 전 SQL 실행 통계를 생성하고 저장
⑤ Make changes (1.2 환경, ex) upgrade, 통계수집 등)
⑥ 5 작업 후 SQL 실행 통계를 생성하고 저장
⑦ Performance 비교 분석
⑧ SPA 에서 수행한 분석을 통해 변경 가능
- SQL plan baseline 을 설정 하여 regress SQL 을 수정
- 분석 결과(4 번의 결과와 6 번의 결과)를 비교
- Report 출력

1.5. Compare Database Replay
정의

Database Replay

SPA

동일한 Application 을 서로 다른

실제로 업무처리에 사용되

Database 시스템에 그대로 재연

기 전에 SQL 성능 변화가

Database 변경이 Application 수행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

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테스트
목적
사용 환경

작업량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

SQL 응답 시간 변화에 따른

(SQL 에 미치는 영향 파악 불가)

영향 평가

DATABASE / OS Upgrade

1.3 확인

구성 변경 (Single -> RAC)
Storage / Network 변경
Hardware Migration
작업 순서

1. Workload Capture

1.4 확인

2. Caputre 정보를 처리
3. 재실행 (DML, Query 포함)
4. 분석 및 보고서 출력

1.6. Availability Information
11g 이전 데이터베이스 릴리스에 Real Application Testing 기능을 설치하려면 opatch 유틸리티를
사용해야합니다. Database Replay / SQL Performance Analyzer 만 사용하려면 특정 기능에 대한
패치 만 적용하면 됩니다. Database Replay 와 SQL Performance Analyzer 를 모두 사용하려면 두
기능에 대한 패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문서 ID 560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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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Requirments
RAT Option 이 TRUE 여야 합니다.
SQL> SELECT * FROM V$OPTION WHERE PARAMETER =’Real Application Testing’;
PARAMETER

VALUE CON_ID

---------------------------------------- ---------- ---------Real Application Testing

TRUE

0

2. Configuration
2.1. Capture SQL
SPA 를 사용하기 위해선 운영 서버에서 분석하려는 SQL WORKLOAD 부하를 위해 캡처를 해야
합니다.
캡처를 하려면 STS(SQL Tuning Set)을 사용하는데, STS 는 실행 통계 및 실행 context 와 함게 SQL
문으로 구성 됩니다.
캡처 된 후 STS 는 SQL 성능 분석이 수행 되는 테스트 or 다른 서버로 전송 될 수 있습니다.
(문서 ID 1271343.1)
** 10gR1 이전에는 STS 기능이 없기 때문에 trace 를 캡처하고 메타 데이터를 10gR2 이상의 데이
터베이스에 매핑 한 다음 STS 를 생성 해야 합니다. (문서 ID 562899.1)
n

Capture SQL 문 안의 포함되어야 할 항목

- SQL TEXT
- 실행 환경
- SQL Bind
- Parsing Schema
- SQL 문이 실행되는 파라미터를 포함한 컴파일 환경
- SQL Execution 횟 수

2.1.1. Capture SQL Features
-

운영서버 성능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

SQL 작업 부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보다 잘 나타냅니다

-

가능한 한 많은 SQL 문을 캡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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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reate STS
STS 생성을 하기 위해선 DBMS_SQLTUNE.CREATE.SQLSET 프로시저를 사용 합니다.
n

DBMS_SQLTUNE.CREATE_SQLSET

데이터베이스에 SQL STS 오브젝트를 작성 합니다.
n

Parameter

- sqlset_name : STS 이름
- description : STS 설명 (optional)
- sqlset_owner : STS owner
n

STS 생성
1. EM 환경
[성능-SQL-SQL 튜닝 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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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SQL 튜닝 집합 생성]

* 생성 테스트 목적이므로 [빈 SQL 튜닝 집합을 생성합니다.] 체크
[생성 검토]

[생성 확인]

2. CLI 환경
[예제 1]
SQL> EXEC DBMS_SQLTUNE.CREATE_SQLSET(SQLSET_NAME => ‘ASIS_SQLSET_01');
[예제 2]
SQL> BEGIN
DBMS_SQLTUNE.CREATE_SQL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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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SET_NAME => 'ASIS_SQLSET_02',
DESCRIPTION => 'STS to store SQL from the private SQL'
);
END;
/

2.1.3. Load SQL
생성한 STS 안에 비교 할 SQL 문을 LOAD 합니다.
SQL Load 방법은 DBMS_SQLTUNE.LOAD_SQLSET 프로시저를 사용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파라
미터 설정을 하여 다양하게 Load 할 수 있습니다.
n

DBMS_SQLTUNE.LOAD_SQLSET

STS 를 선택한 STS 로 Load 하는 procedure 로서, 여러 번 호출하여 새 SQL 문을 추가하거나 기
존 명령문의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Parameter

n

- sqlset_name : STS 이름
- populate_cursor : 채울 cursor 이름
- load_option : insert/update/merge 선택, 명령문이 STS 에 Load 되는 방법 (insert default)
- update_option : load_option 옵션의 update/merge 를 사용 할 경우 update 방법 지정
- replace : object 목록이나 bind 목록을 사용하여 update (default)
- accumulate : attribute 결합
- update_condition : update 실행할 where 절 지정 , 조건이 true 인 경우에만 수행
- update_attributes : merge/update 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특성 중 지정
- null : 입력 커서 내용 (default)
- basic : 통계정보 및 bind
- typical : basic + SQL plan
- all : 모든 속성
- ignore_null : null 인 경우 update 하지 않음
- commit_rows : commit 된 row 만 load
- sqlset_owner : STS owner 및 현재 스키마 소유자
n

SQL Load 방법

- Cursor Cache 를 이용
- AWR 이용 (SNAPSHOT/BASELINE)
- 다른 STS
- 10046 trace file (11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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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M 을 이용한 방법

[성능]-[SQL]-[SQL 튜닝집합]-생성

[참고]
https://docs.oracle.com/en/database/oracle/oracle-database/18/tdppt/tuning-sqlstatements.html#GUID-5E55434F-A235-45A7-8A4E-6CEFFD2F5974
n

Cursor Cache 를 이용한 LOAD

[예제 1] SQL_ID 이용
SQL>
DECLARE
CUR SYS_REFCURSOR;
BEGIN
OPEN CUR FOR
SELECT VALUE(P)
FROM TABLE(DBMS_SQLTUNE.SELECT_CURSOR_CACHE('SQL_ID = ''2pfv21b37mbzy''')) p;
DBMS_SQLTUNE.LOAD_SQLSET('ASIS_SQLSET_01', cur);
CLOSE CUR;
END;
/
[예제 2] – execution 이 1000 번 이상인 SQL LOAD
SQL>
DECLARE
CUR SYS_REF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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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OPEN CUR FOR
SELECT VALUE(P)
FROM TABLE(DBMS_SQLTUNE.SELECT_CURSOR_CACHE('SQL_TEXT LIKE ''%20190508_형상
관리%'' AND EXECUTION >= 1000')) P;
DBMS_SQLTUNE.LOAD_SQLSET(‘ASIS_SQLSET_01’, CUR);
CLOSE CUR;
END;
/
n

AWR 이용한 LOAD

[STS 생성]
SQL> EXEC DBMS_SQLTUNE.CREATE_SQLSET('AWR_SQLSET_01');
[예제 1] AWR Snapshot 통한 Load
SQL>
DECLARE
CUR SYS_REFCURSOR;
BEGIN
OPEN CUR FOR
SELECT VALUE(P)
FROM TABLE(DBMS_SQLTUNE.SELECT_WORKLOAD_REPOSITORY(BEGIN_SNAP => 1343 ,
END_SNAP => 1345)) P;
DBMS_SQLTUNE.LOAD_SQLSET(‘AWR_SQLSET_01', CUR);
CLOSE CUR;
END;
/
[예제 2] STS 까지 같이 생성
SQL>
DECLARE
OWN VARCHAR2(30) := '&OWNER';
BID NUMBER := '&BEGIN_SNAP';
EID NUMBER := '&END_SNAP';
STSNAME VARCHAR2(30) :='&STSNAME';
STS_CUR DBMS_SQLTUNE.SQLSET_CURSOR;
BEGIN
DBMS_SQLTUNE.CREATE_SQLSET(SQLSET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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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SNAME,

SQLSET_OWNER

=>OWN);
OPEN STS_CUR FOR
SELECT

VALUE(P)

FROM

TABLE(DBMS_SQLTUNE.SELECT_WORKLOAD_REPOSITORY(BID,EID, NULL, NULL, NULL,
NULL, NULL, 1, NULL, 'ALL')) P;
DBMS_SQLTUNE.LOAD_SQLSET(SQLSET_NAME => STSNAME,
POPULATE_CURSOR => STS_CUR,
LOAD_OPTION => 'MERGE');
END;
/
[예제 3] AWR Baseline 을 사용한 Load
SQL>
DECLARE
MY_INTEGER PLS_INTEGER;
BEGIN
MY_INTEGER := DBMS_SPM.LOAD_PLANS_FROM_SQLSET(
SQLSET_NAME => 'AWR_SQLSET_01', SQLSET_OWNER => 'SPA_TEST', FIXED => 'NO',
ENABLED => 'YES');
DBMS_OUTPUT.PUT_LINE(MY_INTEGER);
END;
/
n

다른 STS 를 이용한 LOAD

[STS 조회]
SQL> SELECT NAME, OWNER, STATEMENT_COUNT FROM DBA_SQLSET;
[예제 1] ASIS_SQLSET_02 를 이용하여 NEW_STS 로 LOAD
SQL>
DECLARE
CUR SYS_REFCURSOR;
BEGIN
OPEN CUR FOR
SELECT VALUE(P)
FROM TABLE(DBMS_SQLTUNE.SELECT_SQLSET(SQLSET_NAME => 'ASIS_SQLSET_02’,
SQLSET_OWNER => 'SPA_TEST', BASIC_FILTER => 'SQL_TEXT LIKE ''%SW_TEST%''')) P;
DBMS_SQLTUNE.LOAD_SQLSET('NEW_STS', CUR);
CLOSE 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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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n

10046 trace file 을 이용한 LOAD

SQL> CREATE DIRECTORY MY_DIR AS '/HOME/ORACLE/TRACE';
[예제 1] DIRECTORY LOAD QUERY
SQL>
DECLARE
CUR SYS_REFCURSOR;
BEGIN
OPEN CUR FOR
SELECT VALUE(P)
FROM
TABLE(DBMS_SQLTUNE.SELECT_SQL_TRACE(DIRECTORY=>'MY_DIR',
FILE_NAME=>'%.TRC')) P;
DBMS_SQLTUNE.LOAD_SQLSET('ASIS_SQLSET_02', CUR);
CLOSE CUR;
END;
/
n

SQL Load STS 조회

[STS 에 load 된 sql 수 check]
SQL>
SELECT NAME ,OWNER, CREATED, STATEMENT_COUNT
FROM DBA_SQLSET
WHERE NAME='ASIS_SQLSET_01';
[STS sql_id 확인]
SELECT SQL_ID, SUBSTR(SQL_TEXT,1, 15) TEXT
FROM DBA_SQLSET_STATEMENTS
WHERE SQLSET_NAME = 'ASIS_SQLSET_01'
ORDER BY SQL_ID;
[STS sql 실행계획 조회(sql_id)]
SELECT * FROM table
(DBMS_XPLAN.DISPLAY_SQLSET(''ASIS_SQLSET_01','2pfv21b37mb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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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odifiy STS
UPDATE_SQLSET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STS 이름 및 SQL ID 로 식별되는 기존 STS 에서 SQL 문을
갱신하거나 DELETE_SQLSET/DROP_SQLSET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n

Parameter

DBMS_SQL_TUNE.DELETE_SQLSET
- sqlset_name
- basic_filter : SQL 필터링, where 절과 동일함
- sqlset_owner
DBMS_SQL_TUNE.UPDATE_SQLSET
- sqlset_name
- sql_id
- attribute_name : 수정할 attribute 이름
- attribute_value : 수정할 attribute 값
DBMS_SQLTUNE.DROP_SQLSET
- sqlset_name
- sql_owner

n

Delete

[예제] ASIS_SQLSET_01 안에 fetches 100 이상 삭제
SQL> BEGIN
DBMS_SQLTUNE.DELETE_SQLSET (
SQLSET_NAME => 'ASIS_SQLSET_01',
BASIC_FILTER => 'fetches >= 100'
);
END;
/
n

Drop

[예제] ASIS_SQLSET_01 STS 삭제
SQL>
EXEC DBMS_SQLTUNE.DROP_SQLSET ('ASIS_SQLSET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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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n

[예제] STS 안에 sql id ‘351sw012j4a1r’ 에 속성(priority 12) 추가
SQL>
BEGIN
DBMS_SQLTUNE.UPDATE_SQLSET (
SQLSET_NAME => 'ASIS_SQLSET_01',
SQL_ID => '351sw012j4a1r',
ATTRIBUTE_NAME => 'PRIORITY',
ATTRIBUTE_VALUE => 12
);
END;
/

2.3. Transport STS
운영 시스템에서 SQL 작업 세트를 SQL 튜닝 세트로 캡처 한 후에 작업 부하가 캡처 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성능 분석기 분석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자
원 집약적 이므로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워크로드를 캡처하여 분석을 수행 할 수있는 별도
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운영 시스템에서 SQL 튜닝 세
트를 내보내고 시스템 변경 사항을 테스트 할 별도의 시스템으로 가져 오면 됩니다.

(문서 ID 751068.1)

2.3.1. 작업 절차
SQL 을 비교(as-is 와 to-be) 하기 위해 as-is 에서 SQL load 가 완료된 STS 를 To-be 에 이동하기
위하여 Table 에 넣습니다. 작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n

1.

STS 생성 및 Load

2.

SQLSET_TAB 을 이용한 stgtab 생성

3.

stgtab 에 Packing

4.

Packing 한 STS Export (Datapump 사용, DB Link 를 사용 할시에는 생략됩니다)

5.

Test 서버에 Import (Datapump 사용, DB Link 를 사용 할시에는 생략됩니다)

6.

STS unpacking

DBMS_SQLTUNE.CREATE_STGTAB_SQLSET

스테이징 테이블 생성 프로시저, STS 를 export/import 하기 위해선 스테이징 테이블을 미리 생성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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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arameter

- table_name : 생성할 스테이징 테이블 이름 (대소문자 구분)
- schema_name : 테이블을 만들려는 소유 스키마 이름 (대소문자 구분)
- tablespace_name : 스테이징 테이블을 저장할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
현재 사용자의 default 테이블스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null 선택 (대소문자 구분)
- db_version : 스테이징 테이블의 형식을 결정하는 DB 버전
- NULL
- STS_STGTAB_10_2_VERSION
- STS_STGTAB_11_1_VERSION
- STS_STGTAB_11_2_VERSION
- STS_STGTAB_12_1_VERSION
- STS_STGTAB_12_2_VERSION
n

특징

-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DDL)
- 스테이징 테이블안에는 인덱스 등 내부에 포함되어있는 object 등이 있어서 이름을 변
경하면 안됩니다.
- STS 를 packing 하기 전에 한번 호출만 하면 됩니다.
- 다른 스테이징 테이블에서 다른 STS 를 넣으려면 여러 번 호출 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스키마/테이블 에서 CREATE TABL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n

DBMS_SQLTUNE.PACK_STGTAB_SQLSET

CREATE_STGTAB_SQLSET 프로시저로 생성 된 스테이징 테이블로 복사하는 프로시저
n

Parameter

- sqlset_name : pack 으로 설정되는 STS 이름(대소문자 구분)
- sqlset_owner : STS owner(대소문자 구분, %를 사용 할 경우 현재 owner)
- staging_table_name : packing 할 스테이징 테이블 이름 (대소문자 구분)
- staging_schema_owner 스테이징 테이블을 소유한 owner (대소문자 구분)
- db_version : DBMS_SQLTUNE.CREATE_STGTAB_SQLSET 와 같음
n

특징

- DB Link / Data Pump 를 이용하여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시저는 각 STS 를 packing 한 후 commit 을 발행 해서 오류가 중간 실행중에
발생하게 되면 행을 삭제하여 스테이징 테이블을 지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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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BMS_SQLTUNE.UNPACK_STGTAB_SQLSET

Packing 스테이징 테이블의 STS 를 tobe DB 에 unpack 하기 위한 프로시저
n

Parameter

- sqlset_name : pack 으로 설정되는 STS 이름(대소문자 구분, 특수문자 % 만 허용가능)
- sqlset_owner : STS owner(대소문자 구분, 특수문자 % 만 허용가능)
- staging_table_name : packing 할 스테이징 테이블 이름 (대소문자 구분)
- staging_schema_owner 스테이징 테이블을 소유한 owner (대소문자 구분)
- replace : 기존 STS 를 대체 할지의 여부
n

특징

- 이 프로시저 절차가 완료 되야지만 스테이징 테이블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STS 를 Load 한 후에 commit 하는 방식

n

DBMS_SQLTUNE.REMAP_STGTAB_SQLSET

생성한 스테이징 테이블을 변경 및 수정하는 프로시저
n

Parameter

- old_sqlset_name : pack 으로 설정되는 STS 이름(대소문자 구분, 특수문자 % 만 허용가
능)
- old_sqlset_owner : STS owner(대소문자 구분, 특수문자 % 만 허용가능)
- new_sqlset_name
- new_sqlset_owner
- staging_table_name : packing 할 스테이징 테이블 이름 (대소문자 구분)
- staging_schema_owner 스테이징 테이블을 소유한 owner (대소문자 구분)
n

DBMS_SQLTUNE.DROP_TASK

STS Task , Data 가 모두 Drop 하는 프로시저
n

Parameter

- old_sqlset_name : pack 으로 설정되는 STS 이름(대소문자 구분, 특수문자 % 만 허용가
능)
n

DBMS_SQLTUNE.DROP_SQLSET

STS 를 DROP 하는 프로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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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arameter

- sqlset_name
- sqlset_owner

2.3.2. Export STS
DB Link 를 사용 할 시에는 Export/Move/Import 스텝은 생략됩니다.
n

PL/SQL
1. Sgtab 생성

[예제]
BEGIN
DBMS_SQLTUNE.CREATE_STGTAB_SQLSET (
TABLE_NAME => 'TB_ASIS_SQLSET_01',
SCHEMA_NAME => 'SPA_TEST',
TABLESPACE_NAME => 'SPA_TEST',
DB_VERSION => DBMS_SQLTUNE.STS_STGTAB_12_2_VERSION
);
END;
/
2.

Packing

[예제]
BEGIN
DBMS_SQLTUNE.PACK_STGTAB_SQLSET (
SQLSET_NAME => 'ASIS_SQLSET_01',
SQLSET_OWNER => 'SPA_TEST',
STAGING_TABLE_NAME => 'TB_ASIS_SQLSET_01',
STAGING_SCHEMA_OWNER => 'SPA_TEST',
DB_VERSION => DBMS_SQLTUNE.STS_STGTAB_12_2_VERSION
);
END;
/
3.

Export (DATAPUMP)

[예제]
$ expdp spatest/test DIRECTORY=STS DUMPFILE=TEST_STS.dmp LOGFILE=TEST_STS.LOG
TABLES=TB_ASIS_SQLSET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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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Moving STS
expdp 를 사용하여 생성된 dumpfile 을 FTP 등을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이동
시킵니다.

2.3.4. Import STS
본 문서는 개발 데이터베이스 18c(12.2.0.2) 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DATAPUMP 를 이용하여 Import 후에 STS unpacking (필요시 mapping 절차로 수행합니다.
n

PL/SQL
1.

Import (DATAPUMP)

[예제]
$ impdp spatest/test directory=test dumpfile=test_sts.dmp logfile=imp_test_sts.log
tables=TB_ASIS_SQLSET_01
2. Unpacking
[예제]
BEGIN
DBMS_SQLTUNE.UNPACK_STGTAB_SQLSET (
SQLSET_OWNER => 'SPA_TEST',
SQLSET_NAME => '%',
REPLACE => TRUE,
STAGING_TABLE_NAME => 'TB_ASIS_SQLSET_01');
END;
/
3.

Mapping (소유자 변경 시)

Tobe 쪽의 계정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unpacking 하기전에 remaping 한 후에 진행합
니다.
[예제] ASIS_SQLSET_01 -> NEW_ASIS_SQLSET 으로 변경 및 소유자 변경
EXEC DBMS_SQLTUNE.REMAP_STGTAB_SQLSET(
OLD_SQLSET_NAME => 'ASIS_SQLSET_01', OLD_SQLSET_OWNER => 'SPA_TEST',
NEW_SQLSET_NAME => 'NEW_ASIS_SQLSET', NEW_SQLSET_OWNER => 'NEW_TEST',
STAGING_TABLE_NAME => 'TB_ASIS_SQLSET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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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DB Link를 이용
1. Table 생성 (to-be)
[as-is table meta 추출]
SQL>
SELECT

DBMS_METADATA.GET_DDL('TABLE','TB_ASIS_SQLSET_01'

,'SPA_TEST')

FROM

DUAL;
[추출한 정보를 to-be 에 생성]
CREATE TABLE "SPA_TEST"."'TB_ASIS_SQLSET_01"
<생략> ;
2. Table import (to-be)
[DB LINK 생성 예제]
SQL>
CREATE DATABASE LINK ASIS CONNECT TO SPA_TEST IDENTIFIED BY test USING 'ASIS';
[LINK 를 활용하여 TABLE Import]
SQL>
INSERT INTO TB_ASIS_SQLSET_01 SELECT * FROM SPA_TEST.TB_ASIS_SQLSET_01@ASIS;
[조회]
SQL> SELECT PARSING_SCHEMA_NAME, COUNT(*)
FROM TB_ASIS_SQLSET_01
GROUP BY PARSING_SCHEMA_NAME;
SQL> SELECT * FROM TB_ASIS_SQLSET_01;
추후 스탭은 3. Analyze 로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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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alyze
3.1. SPA Task
3.1.1. Create STS task
STS 로 분석 할 SQL workload 를 캡처하면 SPA 를 실행하여 시스템 변경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할 수 있습니다. SPA 를 실행하려면 Task 를 생성해야 합니다.

n

DBMS_SQLPA.CREATE_ANALYSIS_TASK

하나 이상의 SQL 문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task 를 생성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른 형식을 이용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Text 가 있는 단일 SQL

-

해당 식별자가 있는 커서 캐시에서 단일 SQL

-

AWR 을 이용한 snapshot

-

STS

n

Parameter

- sql_text : report 로 출력할 task name
- bind_list : bind 값 세트
- parsing_schema : 명령문을 compile 할 수 있는 스키마 명
- task_name : task 이름 설정
- description : task_name 에 대한 설명 (최대 256 자)
- sql_id : SQL id 설정
- plan_hash_value : SQL 실행 계획의 해시 값
- begin_snap : snapshot 시작 id 설정
- end_snap : snapshot 종료 id 설정
- sqlset_name : STS 이름 설정
- sqlset_owner : STS 소유자 설정
- basic_filter : STS 에서 SQL 필터링
- order_by : 선택한 SQL 에 대한 정렬 방법
- top_sql : top sql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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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as-is 결과를 가지고 tobe 에서 task 생성
DECLARE
T_NAME VARCHAR2(100);
BEGIN
T_NAME := DBMS_SQLPA.CREATE_ANALYSIS_TASK (
SQLSET_OWNER=> 'SPA_TEST' ,
SQLSET_NAME => 'ASIS_SQLSET_01',
TASK_NAME => 'ASIS_SQLSET_TASK_01');
END;
/
[확인]
SELECT A.*, SQL_TEXT
FROM

DBA_SQLSET_STATEMENTS A

WHERE SQLSET_NAME = 'ASIS_SQLSET_01';
[분석 관련 파라미터 설정]
문서 ID 2082289.1, 문서 ID 1512840.1
[파라미터 정보 링크]
https://docs.oracle.com/en/database/oracle/oracledatabase/18/arpls/DBMS_SQLPA.html#GUID-CFE070C1-80F3-4A20-96B0-3B38139338D8
ORA-16957: SQL Analyze time limit interrupt 방지 (초 단위)
EXEC DBMS_SQLPA.SET_ANALYSIS_DEFAULT_PARAMETER('LOCAL_TIME_LIMIT', 600);
STS 의 각 SQL 을 한번 실행하게 변경
EXEC
DBMS_SQLPA.SET_ANALYSIS_DEFAULT_PARAMETER('DISABLE_MULTI_EXEC' ,'TRUE' );

3.1.2. Drop STS task
SQL Analysis task 를 삭제하며, task 및 모든 결과의 데이터가 삭제 됩니다.
n

DBMS_SQLPA.DROP_ANALYSIS_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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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_SQLPA.DROP_ANALYSIS_TASK( task_name => ‘ASIS_SQLSET_TASK_01’;

3.1.3. Execute STS task
DBMS_SQLPA.CREATE_ANALYSIS_TASK 로 생성된 STS task 를 분석 작업을 위해 실행합니다.
DBMS_SQLPA.EXECUTE_ANALYSIS_TASK 를 이용하여 실행 합니다.
n

DBMS_SQLPA.EXECUTE_ANALYSIS_TASK
n

Parameter

- task_name : task 이름
- execution_type : 작업 유형 설정 , null 인경우 [TEST] EXECUTE 가 실행 됩니다.
- [TEST] EXECUTE(default) : 모든 SQL 실행하여 실행계획, 통계를 수집합니다.
수집 결과는 advisor framework 에 저장됩니다.
- EXPLAIN PLAN : SQL 워크로드의 모든 명령문에 대한 explain plan 을 생성합니다.
- COMPARE [PERFORMANCE] : SQL 데이터의 두가지 버전을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EXPLAIN_PLAN / TEST_EXECUTE 가 이미 실행하여 task 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
능합니다.
- CONVERT SQLSET : STS 에서 캡처된 통계를 읽어 모데링하는데 사용하는 옵션
- execution_name : 실행을 식별하는 이름 설정
- execution_params : 지정된 실행에 대한 파라미터
(ANALYSIS_DEFAULT_PARAMETER 를 이용하여 설정 할수 있습니다.)
- execution_desc : 실행에 대한 설명 (최대 256 문자열)
[예제] DB Link 를 이용하여 변경전(asis) SQL 실행
BEGIN
DBMS_SQLPA.EXECUTE_ANALYSIS_TASK(
TASK_NAME => 'ASIS_SQLSET_TASK_01',
EXECUTION_NAME => 'ASIS_SQLSET_TASK_01',
EXECUTION_TYPE => 'TEST EXECUTE',
EXECUTION_DESC => 'ASIS_SQLSET_TASK_01',
EXECUTION_PARAMS => DBMS_ADVISOR.ARGLIST('DATABASE_LINK', 'ASIS')
);
END;
/
[확인]
SELECT A.*, SQL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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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BA_SQLSET_STATEMENTS A

WHERE SQLSET_NAME = 'ASIS_SQLSET_01';
[예제] 변경 후(tobe) SQL 실행
BEGIN DBMS_SQLPA.EXECUTE_ANALYSIS_TASK
(
TASK_NAME => 'ASIS_SQLSET_TASK_01',
EXECUTION_NAME => 'TOBE_SQLSET_TASK_01',
EXECUTION_TYPE => 'TEST EXECUTE',
EXECUTION_DESC => 'TOBE_SQLSET_TASK_01',
EXECUTION_PARAMS => DBMS_ADVISOR.ARGLIST
('LOCAL_TIME_LIMIT',300, 'TIME_LIMIT','UNLIMITED')
);
END;
/
[확인]
SQL>
SELECT EXECUTION_NAME, STATUS, EXECUTION_END,
FROM DBA_ADVISOR_EXECUTIONS WHERE TASK_NAME='ASIS_SQLSET_TASK_01';

EXECUTION_NAME

STATUS

EXECUTION

-------------------------- -------------- ---------------ASIS_SQLSET_TASK_01 COMPLETED

05-JUN-19

ASIS_TOBE_COMPARE COMPLETED

05-JUN-19

TOBE_SQLSET_TASK_01 COMPLETED

05-JUN-19

SQL>
SELECT PLAN_ID, SQL_ID, TASK_NAME, EXECUTION_TYPE
FROM DBA_ADVISOR_SQLSTATS
WHERE TASK_NAME = 'ASIS_SQLSET_TASK_01'
AND EXECUTION_NAME = 'TOBE_SQLSET_TASK_01';
PLAN_ID SQL_ID

TASK_NAME

EXECUTION_TYPE

---------- ----------------- --------------------------- ------------------4 00g25q5v4ytpz ASIS_SQLSET_TASK_01 TEST EXECUTE
5 2pfv21b37mbzy ASIS_SQLSET_TASK_01 TEST EXE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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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7kgz3kwp7nk9 ASIS_SQLSET_TASK_01 TEST EXECUTE

3.2. Compare SQL
DBMS_SQLPA.EXECUTE_ANALYSIS_TASK 를 이용하여 SQL 을 비교 합니다.
[예제 1] 실행결과만 돌려보기
BEGIN
DBMS_SQLPA.EXECUTE_ANALYSIS_TASK(
TASK_NAME => 'ASIS_SQLSET_TASK_01',
EXECUTION_NAME => 'ASIS_SQLSET_TASK_01',
EXECUTION_TYPE => 'CONVERT SQLSET',
EXECUTION_DESC => 'ASIS_SQLSET_TASK_01');
END;
/
[예제 2] asis 와 tobe 를 비교하기 위한 ANALISYS TASK 실행
BEGIN DBMS_SQLPA.EXECUTE_ANALYSIS_TASK(
TASK_NAME => 'ASIS_SQLSET_TASK_01',
EXECUTION_NAME => 'ASIS_TOBE_COMPARE',
EXECUTION_TYPE => 'COMPARE PERFORMANCE',
EXECUTION_PARAMS => DBMS_ADVISOR.ARGLIST
( 'COMPARISON_METRIC', 'BUFFER_GETS', ‘WORKLOAD_IMPACT_THRESHOLD’,0,‘SQL_IMPACT_THRESHOLD’,’0,
'EXECUTION_NAME1', 'ASIS_SQLSET_TASK_01',
'EXECUTION_NAME2', 'TOBE_SQLSET_TASK_01'),
EXECUTION_DESC => 'ASIS_SQLSET_TASK_01_ASIS_TOBE_COMPAR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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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eport SPA
n

DBMS_SQLPA.REPORT_ANALYSIS_TASK

asis 와 tobe 의 동일한 STS 를 가지고 비교하여 report 로 추출합니다.
n

Parameter

- task_name : report 로 출력할 task name
- type : TEXT, HTML, XML
- level : report detail 설정
- ALL : 모든 SQL
- BASIC : typical 과 동일
- CHANGED : 성능 변화만 있는 SQL 만 설정
- CHANGED_PLANS : 실행계획이 변경된 SQL 만 설정
- ERRORS : error 가 있는 SQL 만 설정
- IMPROVED : 향상된 SQL 만 설정
- REGRESSED : 회귀된 SQL 만 설정
- TIMEOUT : TIMEOUT 된 SQL 만 설정
- TYPICAL(default) : 분석 된 모든 SQL 에 대한 정보 ( 변경 및 오류 포함)
- UNCHANGED : 성능 변화가 없는 SQL 만 설정
- UNCHANGED_PLANS : 실행계획 변경이 없는 SQL 만 설정
- UNSUPPORTED : SPA 지원하지 않는 SQL 만 설정
- section : section limit 설정
- SUMMARY(default) : workload summary 만 설정
- ALL : summary, SQL detail 설정
- object_id : STS 의 지정된 SQL object id
- top_sql : top SQL 수 설정
- execution_name : 작업 실행 이름 설정
- task_owner : analysis task 소유자 설정, 기본값은 현재 소유자
- order_by : SQL sort 정렬하는 방법 설정
- CHANGE_DIFF(or METRIC_DELTA) : SQL 성능 변경 차이 순으로 정렬
- NULL(or WORKLOAD_IMPACT, default) : 부하에 미치는 영향으로 SQL 정렬
- SQL_IMPACT : SQL 에 대한 변경 영향으로 인한 SQL 문 순으로 정렬
n

특징

- report 에는 대화 형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EM 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HTML 파일은 ftp 로 이동 후 브라우저에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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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형식으로 바로 보기]
VAR rep

CLOB;

EXEC :rep := DBMS_SQLPA.REPORT_ANALYSIS_TASK('ASIS_SQLSET_TASK_01', 'text', 'typical', 'summary');
SET LONG 100000 LONGCHUNKSIZE 100000 LINESIZE 130
PRINT :rep
[HTML 형식으로 추출하기]
set trimspool on
set trim on
set pages 0
set linesize 1000
set long 1000000
set longchunksize 1000000
spool spa_active.html
SELECT

XMLTYPE(DBMS_SQLPA.REPORT_ANALYSIS_TASK(

'ASIS_SQLSET_TASK_01',

/*

TASK_NAME */
'HTML',

/* TYPE */

'TYPICAL',

/* LEVEL */

'SUMMARY',

/* SECTION */

NULL,

/* OBJECT_ID */

800,

/* TOP_SQL */

'ASIS_TOBE_COMPARE')
).GETCLOBVAL(0,0)
FROM DUAL;
spool off

3.4. Report Description
Report 는 크게 3 세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HTML / TEXT 로 추출 할 경우 동일하며 html 로 추출할
경우에는 강조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제는 HTML 로 설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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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General Information
SQL Performance Analyzer task, 사용 된 STS 및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실행에 대한 기본 정보와
메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예제]

[설명]
위의 예제를 보면 task name 은 ASIS_SQLSET_TASK_01 이며, SAP_TEST 유저로 실행 하였
습니다. 해당 Workload 에는 7 개의 SQL 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sql 문을 실행 할 때 error 는 없으며 Beofre Change Execution 정보와 After Change
Execution 정보를 보고 특정 파라미터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report 는 buffer_gets 수로 비교 하였으며, 실제 영향도는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General Information 세션은 기본 정보와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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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Result Summary
SPA task 결과를 요약한 세션입니다.
실제 비교할 때 이 세션을 보면 되며 이 세션에는 [성능통계] [SQL 문에 대한 성능] [ERROR] 가 있
습니다.
[성능통계 / Overall Performance Statistics]
전체 SQL 작업 부하의 성능에 대한 통계가 표시 됩니다.
시스템 성능이 SQL 작업 부하의 전반적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
이 저하되거나 향상되는지 판별 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Statistics of SQL Statements]
리포트를 html 로 추출 할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SQL 문을 강조(초록색) 표시 합니다.
각 SQL 문의 변경 전 / 변경 후 데이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비교 하게 됩니다.
- SQL 실행 빈도 / 전체 SQL workload 기준으로 시스템 변경 영향도
- 각 SQL 에 대한 시스템 변경 영향도 / SQL 에 대한 실행 계획 변경 여부
[ERROR]
실행중에 발생한 모든 오류를 표시합니다.
[예제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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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all Impact : 시스템 전체적인 성능 영향도 %
- Improvement Impact : 향상된 성능 영향도 %
- Regression Impact : 저하된 성능 영향도
총 SQL 12 개 중에 1 개의 SQL 만 개선이 있으며 7 개는 변경되지 않았고, 4 개는 tobe
버전에서 지원되지 않는 SQL 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L / SQL 블록의 실행은 지원되지
않아 unsupported 라고 표기 됩니다.
SQL_ID 0af4p26041xkv 에 대한 작업 부하 영향은 97 %입니다. Metric Before 와 Metric
After 를 보게 되면 실행 시간을 12766->97 로 변화 하게 됩니다. 즉, '0af4p26041xkv' sql
은 개선점이 있지만, plan change = y 여서 실행계획 또한 변경 되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예제 2]

[설명]
위의 예제는 tobe 에서 더 안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약 13.53% 성능이 떨어지며
workload 에 있는 SQL 모두 성능 향상이 0% 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총 7 개의 SQL 에서 1 개의 SQL_ID 'ftczwaudwvcq8'이 regressed 되고 이 sql 은 튜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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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Result Details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경과 시간이 경과 한 워크로드 영향, 실행 빈도, 이전 메트릭 및 애프터 메
트릭과 같은 SQL ID 및 메트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port 를 출력 할 때 ‘ALL’ 옵션을 사용해야지만 해당 세션이 포함됩니다.

[예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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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ct on Workload : 시스템 변경이 SQL 작업 부하의 성능과 관련된 영향, execution
을 계산 후 실행 시간에 미치는 백분율로 계산
- Impact on SQL : 특정 SQL 문의 성능에 대한 변경의 로컬 영향
- % Workload Before : 변경 전 시스템 변경이 SQL workload 의 성능과 관련된 영향 %
- % Workload After : 변경 후 시스템 변경이 SQL workload 의 성능과 관련된 영향 %
[설명]
위의 예제를 보면 SQL ID 의 변경 전 / 변경 후 SQL 실행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행전 보다 실행 후 elapsed_time 이 13.04%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예제에세 Impact on Workload 에서 – 표기된 것은 tobe 보다 asis 가 성능이 더 좋
을 경우에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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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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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위 예제는 실행계획은 같으나 SQL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elapsed_time , buffer_gets 등 상당히 향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esult Details 세션은 Result Summary 에서 향상 되었거나 성능이 느려진 sql id 별로
실행 계획, STS 의 SQL 문, execution statistics 등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New Feature
4.1. 18c (12.2.0.2)
n

Configuring the Degree of Parallelism for an Analysis Task

-

DBMS_SQLPA.SET_ANALYSIS_TASK_PARAMETER 프로시저의 TEST_EXECUTE_DOP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병렬 설정 하고 동시에 SQL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SQL 을 실행 할 경우 EXPLAIN PLAN / TEST EXECUTE type 에서만 지원 됩니다.
n

TEST_EXECUTE_DOP parameter

- value
0 인 경우 동시 실행 불가 (default)
2 이상 인 경우에는 동시 실행 및 parallel 가능
n

예제

EXEC DBMS_SQLPA.SET_ANALYSIS_TASK_PARAMETER(task_name => 'parallel_task', parameter => 'TEST_EXECUTE_DOP', value => 4);
n

Validating SQL Result Sets Using SQL Performance Analyzer

-

SET_ANALYSIS_TASK_PARAMETER 프로시저의 COMPARE_RESULTSET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두
가지 TEST EXECUTE type 에서 실행할 때 SQL 결과가 다른지 여부를 감지 하는 기능

-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경우 SPA Report 에서 모든 SQL 문이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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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OMPARE_RESULTSET parameter

- TRUE/FALSE
TRUE: STS 비교가 수행 (default) , FALSE : STS 비교 수행 하지 않음
n

예제

EXEC
DBMS_SQLPA.SET_ANALYSIS_TASK_PARAMETER(:ATNAME,'COMPARE_RESULTSET','TRUE')

n

Encrypting/Decrypting Workload Capture

-

Workload Capture 에 대해 암호화 / 복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

DBMS_WORKLOAD_CAPTURE 프로시저의 ENCRYPT_CAPTURE / DECRYPT_CAPTURE 를 사용합
니다.

-

Workload Caputre 를 암호화 할 경우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

대소문자를 구별 합니다.
n

Encrypt parameter

- src_dir : 암호화 할 캡쳐가 있는 디렉토리
- dst_dir : 암호화 후 암호화된 캡처가 저장되는 디렉토리
- encryption : 암호화 알고리즘
n

예제

[암호화]
BEGIN
DBMS_WORKLOAD_CAPTURE.ENCRYPT_CAPTURE(src_dir => 'dec10',
dst_dir => 'dec10_enc',
encryption => 'AES128');
END;
/
[복호화]
BEGIN
DBMS_WORKLOAD_CAPTURE.DECRYPT_CAPTURE(src_dir => 'dec10_enc',
dst_dir => 'dec10');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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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9c (12.2.0.3)
RAT 의 database replay 에 대한 옵션만 있습니다.

5. Reference
Incomplete Report and Broken Hyperlinks in SQLPA Analysis Report (문서 ID 2065418.1)
Generating a SPA Report With Calls to DBMS_SQLPA.REPORT_ANALYSIS_TASK Results in Dead
Active HTML Links for the SQL IDs in the Report (문서 ID 1670932.1)
SQL Performance Analyzer Example (문서 ID 455889.1)
How to Load SQL Plans into SQL Plan Management (SPM) from the Automatic Workload
Repository (AWR) (문서 ID 789888.1)
How to Load Queries into a SQL Tuning Set (STS) (문서 ID 1271343.1)
How to Move a SQL Tuning Set from One Database to Another (문서 ID 751068.1)
How are "Total Metric Before" and "Total Metric After" Calculated for Metric Elapsed Time in a
SQL Performance Analyzer (SPA) Report (문서 ID 2149753.1)
PL/SQL Anonymous Blocks Associated with a SQLID in a SQL Tuning Set (STS) Are Not Executed
in a SPA Trail (문서 ID 2156371.1)
https://docs.oracle.com/en/database/oracle/oracle-database/18/ratug/release-changes.html#GUIDBB36E3B4-51BD-4A37-B812-F3CC0B09600F
https://docs.oracle.com/en/database/oracle/oracle-database/19/ratug/release-changes.html#GUIDBB36E3B4-51BD-4A37-B812-F3CC0B096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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