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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tabase 19c Broker User’s Guide 변경 사항 

1.1. 새로운기능 (New Features) 

- fast-start failover 를 disable 시키지 않고 fast-start failover target 목록에 있는 지정된 멤버로 동적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환경에 영향을주지 않고 fast-start failover 의 observe-only mode 를 사용하여 fast-start 

failoverd 의 작동 방식을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 broker 구성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고 저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broker 구성의 백업을 만들 수 있습

니다.  

- 필요한 경우 내 보낸 파일의 metadata 를 사용하여 broker 구성을 recreate 할 수 있으며, export 

configuration 및 import configuration 명령문은 broker 구성을 내보내거나 가져오는데 사용됩니다.  

- 새로운 명령문은 데이터베이스, far sync instance 또는 recovery appliance 에서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파라미터의 값을 설정, 수정 및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명령문을 사용하여 설정 한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적용되며 broker 구성 파일에는 저장되

지 않습니다. 

 

 새로운 명령문 

- EDIT DATABASE (Parameter) 

- EDIT DATABASE RESET (Parameter) 

- EDIT FAR_SYNC RESET (Parameter) 

- EDIT RECOVERY_APPLIANCE (Parameter) 

- EDIT RECOVERY_APPLIANCE RESET (Parameter) 

- SET TRACE_LEVEL 

- EDIT FAR_SYNC 명령문에 SET PARAMETER 속성이 추가 되었음. 

. 

 

1.2.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능 

(Deprecated Features) 

-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파라미터와 관련된 속성이 19c 릴리스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추후 릴리

스에 대한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ArchiveLagTarget, DataGuardSyncLatency, LogArchiveMaxProcesses, LogArchiveMinSucceedDest, 

LogArchiveTrace, StandbyFileManagement, DbFileNameConvert, LogArchiveFormat, LogFileNameConvert 

이러한 속성은 더 이상 broker 구성 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deprecated 된 속성을 수정하기위한 커멘드로 EDIT DATABASE...SET PROPERTY 를 사용하는 대신에 

EDIT DATABASE…SET PARAMATER 를 사용하여 database 초기화 파라미터의 해당 deprecated 된 속성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InconsistentProperties 속성은 이 릴리스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속성은 항상 value 를 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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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ical standby 에 관한 다음과 같은 속성이 사용되지 않으며 향후 릴리스에 대한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LsbyMaxEventsRecorded, LsbyMaxServers, LsbyMaxSga, LsbyPreserveCommitOrder, 

LsbyRecordAppliedDdl, LsbyRecordSkipDdl, LsbyRecordSkipErrors, LsbyParameter) 

- DBMS_LOGSTDBY.APPLY_SET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logical standby 와 관련된 속성을 구성할 수 있으

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속성은 broker 구성 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1.3.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기능 

(Desupported Features) 

- MaxConnections 구성 속성은 desupported 되었습니다. 

 

1.4. 다른 변화한 부분 (Other Changes) 

- OnlineArchiveLocation 속성 이름이 ArchiveLocation 로 변경되고 OnlineAlternateLocation 속성 이름이 

AlternateLocation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ArchiveLocation, AlternateLocation, StandbyArchiveLocation, StandbyAlternateLocation 의 작동하는데 

약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속성은 metadata 파일의 18c 버전에서 자동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 19c 로 업그레이드한 후 이러한 속성 값을 수동 설정 해야 합니다. 

 

2. Data Guard Broker 개념 

2.1. Broker 개요 

2.1.1. Data Guard 및 Broker 구성 

- Data Guard 구성은 하나의 primary 데이터베이스와 primary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리두받을 standby 

데이터베이스, far sync instances 및 Zero Data Loss Recovery Appliances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ata Guard 구성의 구성원은 Oracle Net 에 의해 연결되며 지리적으로 분산 될 수 있고 서로 통신 할 

수있는 한 멤버 위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Data Guard broker 는 이러한 멤버를 논리적으로 broker

구성으로 그룹화 하여 broker 가 이를 통합 단위로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합니다.   

Oracle Enterprise Manager Cloud Control (Cloud Control) 또는 Oracle Data Guard 명령 행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broker 구성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2.1.2. Data Guard Broker 

Dataguard Broker 는 Dataguard 구성의 생성,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고 중앙 집중화하는 분

산 관리 프레임 워크입니다. 

 

 Broker 가 자동화하고 단순화하는 일부 작업 

- Single databse, Restart, RAC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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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Dataguard 구성에 standby database, far sync instances 및 Zero Data Loss Recovery 

Appliances 추가 

- data guard 구성을 위한 protection mode 관리 

- 단일 명령으로 switchover 또는 failover 를 호출하여 dataguard 구성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복잡한 role 변경을 시작하고 제어합니다. 

- primary 데이터베이스가 손실되면 자동으로 failover 가 수행되도록 구성하여 수동 개입없이 가

용성을 높입니다. 

- 전체 구성의 상태 모니터링, 진단 정보 캡처, Redo Apply 비율 및 Redo 생성률 과 같은 통계 

report,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테스트 및 성능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합니다. 

- 데이터베이스가 primary 데이터베이스가 될 준비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Format VALIDATE DATABASE [VERBOSE] database-name; 

- 데이터베이스간에 network 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VALIDATE NETWORK CONFIGURATION FOR {ALL | member name};. 

 

로컬 또는 원격으로 사용하기 쉬운 broker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관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Cloud Control 의 Oracle Data Guard 관리 페이지 

- DGMGRL 이라는 Oracle Data Guard 명령 행 인터페이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Oracle Data Guard 구성 및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broker 인터페이스와 Sqlplus 를 사용한 구성 관리 비교 

작업 With Broker Without Broker 

일반 primary, standby 데이터베이스 

및 far sync instance 관리를 하나

의 통합구성으로 제공합니다. 

primary, standby 데이터베이스 

및 far sync instance 관리를 별도

로 관리해야합니다. 

Standby 

Database 생성 

standby control file, online redo 

log files, datafiles 및 server 

parameter files 생성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성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자동

화하고 단순화하는 Cloud 

Control wizards 를 제공합니다. 

RMAN 또는 DBCA tool 을 사용

하여 수동으로해야합니다. 

- standby 생성 

- datafile 을 standby 에 복사 

- standby 에서 controlfile 생성 

- standby 에서 server 파라미터 

or 초기화 파라미터 파일 작성 

구성 및 관리 single location 에서 여러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 및 관리 할 수 있

으며 broker 구성의 모든 데이터

베이스를 자동으로 통합합니다. 

다음을 수행하려면 여러 위치에 

수동으로 연결해야합니다. 

- 구성의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redo transport services 와 log 

apply services 를 설정해야 합니

다. 

- primary, standby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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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제어 - redo transport services 와 log 

apply services 를 자동으로 설정

합니다. 특히 RAC 환경 또는 많

은 수의 standby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구성에서 이러한 서비

스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 스냅 샷 대기 데이터베이스로

의 switchovers, failovers, 

reinstatements 및 conversions

을 단순화하여 단일 명령을 통해 

호출 할 수 있습니다. 

- broker 가 데이터 손실이 없거

나 구성 가능한 양의 데이터 손

실이 있는 경우 DBA 개입없이 

failover 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별

하고 지정된 target standby 데이

터베이스로 failover 를 시작할 수 

있도록하여 failover 를 자동화합

니다. 

- Role change 사항을 Oracle 

Clusterware 와 통합합니다. 

- Cloud Control 을 통해 관리 및 

모니터링 가능 

- Oracle Global Data Services 와 

통합하여 역할 별 글로벌 서비스

를 지원합니다. 

수동으로 작업해야합니다. 

- 여러 SQL 문을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관리해야합니다. 

-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명령 시퀀스를 조정하여 

switchover 와 failover 작업을 실

행합니다. 

- Role change 중에 서비스 및 

인스턴스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명령 시퀀스를 조정합니다. 

모니터링 - 구성 상태, 데이터베이스 상태 

및 기타 런타임 매개 변수에 대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합

니다. 

- 통합 된 업데이트 상태 및 상

세 report 를 제공합니다. 

- Cloud Control events 와의 통합

을 제공합니다. 

수동으로 작업해야합니다. 

- 구성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합된 상태보는게 없기때

문에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고정

된 view 를 사용하여 상태 및 런

타임 파라미터를 모니터해야합니

다. 

- Cloud Control events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기위한 사용자 정의 

방법을 제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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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roker 이점 

Oracle Data Guard 구성의 중앙 집중식 관리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Disaster protection 

- broker 는 Data Guard 구성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많은 수동 작업을 자동화함으

로써 Data Guard 고유의 고 가용성, 데이터 보호 및 재난 방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 클라이언트를 통해 Oracle Data Guard 구성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있어 단일 장애 지점이 

없습니다. 

- primary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broker 는 standby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에 대한 프로

세스를 자동화하여 primary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하고 role 을 인계합니다. 

- Data Guard 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가용성으로 데이터를보다 쉽게 보호 할 수 있습니다. 

 

 RAC 를 통한 고가용성 

- Oracle Data Guard 관점에서 볼 때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 중 적어도 하나가 계속 

redo data 를 standby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는 한 primary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broker 와 Oracle Clusterware 가 함께 작동하여 broker 가 primary Data Guard 구성 및 데이터베

이스 역할을 관리하고 Oracle Clusterware 는 해당 역할에 따라 서비스 가용성을 관리합니다. 

- broker 는 지리적으로 분산 된 여러 위치에 걸쳐 하나 이상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복사본을 유지 관리하는 작업을 하여 재해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Oracle Restart 서포트 

- Oracle db 11.2.0.2 버전부터 Dataguard 및 Broker 는 RAC one node 와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One node RAC 구성에 대해 로컬 사이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Data Guard 구성의 자동 생성 

- broker 는 Oracle Net Services 를 사용하여 Data Guard 구성의 구성원간에 자동으로 통신합니다. 

구성원은 로컬 또는 원격, LAN 으로 연결되거나 WAN 을 통해 지리적으로 분산 될 수 있습니다. 

- Cloud Control 은 다음을 포함하여 broker 구성 생성과 관련된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마법

사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standby 데이터베이스 또는 Cloud Control 을 통해 가져온 백업에서 생성 된 새 

standby 데이터베이스 추가 

 standby control file, server parameter file, datafiles 구성 

 standby 와의 통신 초기화 

 standby redo log files 생성 

 fast-start failover 를 사용하려는 경우 Flashback Database 활성화 

 

 추가적인 standby 의 쉬운 구성 

- Data Guard 구성을 생성 한 후 각 Data Guard 구성에 새롭게 또는 기존의 standby 를 추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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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단순화, 중앙 집중화된 확장 관리 

- primary, standby, Zero Data Loss Recovery Appliance, redo transport service, log apply service 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 요소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 broker 가 구성 파일의 변경 사항을 기록하면서 데이터베이스 role 전환을 조정하고 데이터베이

스 특성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broker 는 configuration 및 server parameter file 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변경 사항을 전파합니

다. 

 

 간소화 된 switchover 및 failover 

- broker 는 DGMGRL tool 로 단일 명령을 사용하여 switchover 및 failover 를 호출 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를 단순화합니다. 

- failover 를 통해 수동 개입의 필요성을 줄이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관리 비용이 줄어 

듭니다. 

- failover 가 완료되면 broker 는 FAN(Fast Application Notification) 이벤트를 새 primary 을 사용

할 수 있음을 application 에 알립니다. 

 

 내장된 모니터링, alert 및 제어 매커니즘 

- broker 는 구성에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모니터하는 유효성 검증을 기본적으로 제공

하며 진단 정보를 캡처하고 명백하고 미묘한 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2.3. Broker 구성 요소 

Data Guard Broker 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Oracle Enterprise Manager Cloud Control 

 Oracle Data Guard Command Line Interface (DGMGRL) 

 Oracle Data Guard 모니터 

 

Cloud Control 및 DGMGRL tool 은 primary 및 standby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구성을 정의하고 관리하

는 데 도움이되는 broker client insterface 입니다. 

DGMGRL 에는 fast-start failover 를위한 observer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ata Guard 모니터는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된 broker 서버측 구성요소입니다. 

Data Guard 모니터는 DMON 프로세스 및 해당 구성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고 기동시 동작을 수정하

며 guard 구성의 전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여러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Oracle Data Guard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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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ata Guard Monitor 

broker 의 구성,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은 broker 가 관리하는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서버 측 소프트웨

어 및 구성 파일에 의해 작동됩니다. Data Guard 모니터가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Data Guard 모니터와 

상호 작용하여 broker 구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4.1. Data Guard Monintor Process (DMON) 

- DMON 은 broker 가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Oracle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입니다. Data Guard Broker 를 시작하면 DMON 프로세스가 기동됩니다. 

- DMON 프로세스는 요청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로컬 데이터베이스 및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DMON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는 서버측 컴포넌트입니다. 

 

그림에 표시된 각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는 자체 DMON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Broker (DMON) 프로세스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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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의 지그재그 화살표는 동일한 구성의 데이터베이스의 DMON 프로세스간의 Oracle Net Service 

이며, 데이터베이스간에 요청을 전달하고 broker 구성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Data Guard Broker 프로세스 모니터링 

- V$DATAGUARD_PROCESS view 를 이용하여 다른 Data Guard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broker 프로세스의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DMON 프로세스에 표시된 컬럼, 값 

항목 AS-IS (ORACLE) 

NAME DMON 

ROLE Broker Monitor 

PID os 프로세스 식별자 

PROC_TIME 프로세스가 시작되거나 뷰에 포함되도록 등록 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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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구성 관리 

DMON 프로세스는 broker 구성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바이너리 구성 파일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합니다. RAC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인스턴스가 동일한 구성 파일을 공유합니다. 

 

구성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및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데이터베이스의 

role, 속성 및 구성의 각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기록합니다. 

 

broker 는 구성파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및 시작하고 각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을 

제어하며 DGMGRL 및 Cloud Control 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broker 구성에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정보를 변경할 때마다 각 DMON 

프로세스는 구성파일 사본에 새 정보를 기록합니다. 

 

2.4.3. 데이터베이스 속성 관리 

Broker 구성에서 데이터베이스 속성값을 설정하면 broker 는 구성파일의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Data 

Guard 구성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사항을 전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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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oker 구성 관리 

3.1. Configuration Support 

지원되는 Oracle Data Guard Configuration Support 

 A primary database (Oracle RAC or non-Oracle RAC) 

 A combination of standby databases, far sync instances, and recovery appliances that receive 

redo from the primary database. 

 Oracle Net Services network configuration that defines a connection between the databases 

 Standby (archived redo log files) destination parameters and configuration properties 

 Redo transport services that transmit the redo data from the primary database to the 

standbys and far sync instances 

 Log apply services that apply redo data to the standby databases from the archived redo log 

files or standby redo log files 

 

Data Guard 의 log apply services 는 redo transport services 에 의해 primary database 로부터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redo data 로 standby databases 를 업데이트 합니다. archived redo log files 과 standby 

redo log files 은 복구할 수 없거나 기록 되지 않은 변경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변경이 포함 됩니

다. 

 physical standby databases 에서 Redo Apply 는 primary database 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 redo data 를 적용합니다. 

 logical standby databases 에서 Redo Apply 는 primary database 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redo data 를 적용합니다. 

 snapshot standby databases 에서 redo data 는 받지만 snapshot standby database 가 실제 

physical standby database 로 다시 변환 될 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far sync instances 에서 redo data 가 수신된 후 physical standby database 로 전달됩니다. far 

sync instance 은 데이터파일이 없으며, 수신한 redo data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Broker 의 DMON 프로세스는 Broker 구성을 Single Unit 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object 

group 으로 구성하고 유지보수합니다. 따라서 여러 database 에 영향을 주는 명령을 수행하면 DMON 

프로세스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Primary 에서 명령을 수행 

 명령 요청에 따라 각 database 에 대한 DMON 프로세스와의 조정  

 로컬 시스템의 configuration file 을 업데이트 

 각 database 에 대해 DMON 프로세스와 통신하여 configuration file 의 copy 본을 업데이트 

 

Configuration 을 disable 하면 각 database 에 대한 관리도 disable 됩니다. 추후에 enable 하여 브로커 

관리도 enable 됩니다. 

 

 Oracle Data Guard Broker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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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측은 Primary database, DMON, Online redo logfile 및 archived file 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 

외에 redo tranesparrent service 를 보여줍니다. 

- Primary 측의 standby redo log 는 현재 비활성화 상태이지만 standby role switch 또는 failover 를 대

비하기 위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 Standby 측은 Standby database, redo apply service, DMON, archived file, standby redo logfile 과 같은 

구성 요소로 되어있습니다. 

- Standby database 의 Online redo logfile 은 현재 비활성 상태이지만 Primary role switch 또는 failover 

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Configuration-Wide Service Names> 

Broker 는 각 구성 멤버에 동일한 이름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Configuration-wide service 의 default 이름은 primarydb_name_CFG 이며 CFG 앞의 접미사는 

DB_UNIQUE_NAME 입니다. Configuration-wide service 이름을 변경하려면 

ConfigurationWideServiceName 속성을 변경하면 됩니다. 

 

3.2. Configuration Properties 

Configuration Properties 는 Broker configuration 의 작동을 제어합니다. 

DGMGRL 또는 Cloud Control 을 사용하여 속성값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일부 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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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MGRL 을 통해서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Configuration 속성은 configuration-wide 범위가 있으며 이는 configuration 의 각 database 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Oracle Database 19c 이하 버전에서 log_archive_dest_n, log_archive_dest_state_n 파라미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broker configuration file 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3.3. Setting Up the Broker Configuration Files 

Broker 가 처음 시작될 떄 운영체제의 고유의 기본 경로 이름과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configuration file

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름이 지정됩니다. 

 

Configuration file 의 2 개의 copy file 은 항상 configuration file 의 마지막 valid 상태로 알려진 레코드를 

가지고 각 database 를 관리합니다. 해당 database 에 대해 다음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default 경로 및 

파일이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DG_BROKER_CONFIG_FILE1 

 DG_BROKER_CONFIG_FILE2 

 

<파라미터 설정 시 유의사항> 

- Broker 가 실행중이 아닌 경우에만 설정하거나 변경가능 합니다. (DG_BROKER_START=FALSE) 

- 모든 RAC instance 에 대해 공유되는 ASM, OCFS 또는 ACFS 를 지정해야합니다. 

 

3.3.1. Renaming the Broker Configuartion Files 

ALTER SYSTEM 문을 사용하여 Broker configuration file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roker 의 DMON 프로세스가 실행 중 일떄는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Configuartion file 이름 변경 

[1] DGMGRL 의 disable 명령을 사용하여 broker configuration 을 disable 수행 

 

[2] DMON 프로세스 중지 

SQL> ALTER SYSTEM SET DG_BROKER_START=FALSE; 

 

[3] Configuration file 이름 변경 

SQL> ALTER SYSTEM SET DG_BROKER_CONFIG_FILE1=filename1; 

SQL> ALTER SYSTEM SET DG_BROKER_CONFIG_FILE2=filename2; 

** RAC 의 경우 각각의 파라미터 물리적인 동일한 파일이름을 가리켜야합니다. 

 

[4] 파일이동 

- 파일이 OS F/S 안에 있는 경우 OS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새 위치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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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전 위치 또는 이동하려는 위치가 ASM Disk group 일 경우 DBMS_FILE_TRANSFER.COPY_FILE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을 새 위치로 전송 

 

[5] DMON 프로세스 기동 

SQL> ALTER SYSTEM SET DG_BROKER_START=TRUE; 

 

[6] Cloud Control 또는 DGMGRL 명령으로 Broker 활성화 

 

3.3.2. RAC 환경에서 Broker Configuration file 관리 

RAC 환경에서 모든 DATABASE INSTANCE 는 동일한 configuration file set 를 참조해야합니다. 

DG_BROKER_CONFIG_FILE1, DG_BROKER_CONFIG_FILE2 파라미터가 동일한 값인 물리적 파일이름을 가

리키며 관리됨을 의미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configuration file 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Configuration file 에 CFS 사용 

DG_BROKER_CONFIG_FILE1=$ORACLE_BASE/admin/db_unique_name/dr1db_unique_name.dat 

DG_BROKER_CONFIG_FILE2=$ORACLE_BASE/admin/db_unique_name/dr2db_unique_name.dat 

 

 

 

 Configuration file 에 ASM Disk Group 사용 

ALTER SYSTEM SET DG_BROKER_CONFIG_FILE1 = '+DG/DIRECTORY/DR1.DAT' SCOPE=BOTH; 

ALTER SYSTEM SET DG_BROKER_CONFIG_FILE2 = '+DG/DIRECTORY/DR2.DAT' SCOPE=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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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file 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름을 지정해야하기 떄문에 OMF(Oracle Managed Files)

가 아닙니다. ASM Disk Group 에서 Broker configuration file 을 생성하려면 기존 ASM Disk group 내에 

실제 존재하는 경로를 생성을 하고, DG_BROKER_FILE1 및 2 파라미터에 기입해야합니다 

 

3.4. Broker Start 방법 

Configuration file 을 설정한 후 DMON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각 DATABASE 에 대해 

DG_BROKER_START 파라미터를 TRUE 로 설정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DG_BROKER_START 파라미터는 FALSE 로 설정되어있습니다.  

 

DG_BROKER_START 파라미터 설정 방법 

 Cloud Control 을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STANDBY DATABASE 에 자동으로 TRUE 설정됩니다. 

 DGMGRL 을 사용하는 경우 DG_BOKER_START 파라미터를 TRUE 로 명시적으로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Broker 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SQL> ALTER SYSTEM SET DG_BROKER_START=TRUE; 

System altered. 

 

SQL> SHOW PARAMETER DG_BROKER_START 

NAME               TYPE      VALUE 

------------------------------------ 

dg_broker_start    boolean   TRUE 

 

3.5. Broker Configuration 관리주기 

Broker configuration 및 database 의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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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the Configuration 

DGMGRL 을 사용하는 경우 Primary 및 Standby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해야하며 Primary database 의 

controlfile 및 datafile 의 backup 에서 standby database 를 구성한 다음 recover 를 위한 준비를합니다. 

 

 Enable the Configuration 

Broker 가 Data Guard Configuration 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합니다. 

처음 CREATE 된 Configuration 은 enable 상태로 활성화 가능하게 해주어야합니다. 

다음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database 를 포함한 전체 configuration 

- 각각의 standby database 

 

Broker Configuration 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database 를 쉽게 비활성화 할 수 있

습니다. Primary database 는 비활성화 할 수 없으며, Primary database 를 비활성화하려면 전체 

Configuration 을 비활성화해야합니다. 

 

Configuration 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한 다음 실제 database 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Broker 

configuration 에서 일부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등록 정보는 configuration 이 broker 에 의

해 관리되도록 다시 활성화 될 떄 적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Broker 구성내에 Role Changes 

어떠한 이벤트(장애)로 인하여 Primary database 를 못할 경우 failover 를 통해 Standby database 로 

Primary Role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전 Primary database 에서 Flashback Database 를 활성화 한 경우 failover 완료 후 이전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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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를 새 Primary database 의 Standby database 로 복원(reinstate)할 수 있습니다. 

 

 Snapshot Standby Database 로 변환 

언제든지 현재 Standby database 를 Snapshot Standby database 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Snapshot Standby database 는 Primary database 에서 생성 된 redo data 를 수신하지만 적용하지 않는 

완전히 업데이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napshot Standby database 사용을 완료하면 단일 명령을 다시 실행하여 Physical Standby Database 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Standby Database 로 변환이 완료되면 Redo Apply 가 시작되고 (상태가 

APPLY-ON 이라고 가정하면) 누적 된 redo data 를 모두 적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Database 의 상태 변경 

Configuration 을 처음 활성화하면 default 로 Broker 가 Primary 에서 redo transport 를 시작하고 

Standby 에서 redo apply 를 시작합니다. (Snapshot Standby 제외) 

 

언제든지 Cloud Control 또는 DGMGRL 을 통해 단일 명령을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imary Database 를 TRANSPORT-OFF 상태로 만들고 redo data 를 Standby 

database 로 전송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redo data 를 Standby 로 재 전

송하기 위해 Primary Database 를 TRANSPORT-ON 상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속성 업데이트 

Broker 를 사용하면 Database Prameter 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do transport, standby file management, log apply 와 같은 항목을 동적으로 제어하고 전체 

Configuration protection mode 를 지원하도록 이러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roker 는 Oracle Database Guard 구성의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Broker configuration file 의 변경 사항

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서버 파라미터파일의 파라미터 값에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Data Protection Mode 설정 

Broker 를 사용하면 configuration 에 대한 Data Protection Mode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를 최대화하거나 가용성을 최대화하거나 성능을 최대화하도록 보호모드를 구성 할 수 있습

니다. 

 

 Configuration 모니터링 

Configuration 상태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표시 및 업데이트하고 Cloud Control 이벤트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Cloud Control 은 또한 지정된 간격으로 차트 데이터 및 상태를 자동으로 동적으로 새

로 고치는 동적 성능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성능 차트는 생성 및 적용되는 Redo data 의 양과 범위를 그

래픽으로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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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Operation 활성/비활성화 

Enable / Disable 작업은 Broker 구성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정의됩니다. Broker 구성에 포함

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Broker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Broker configuration 을 비활성화해도 Data Guard 구성의 현재 서비스 및 작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Broker 구성을 비활성화하면 Data Guard 구성의 Redo 전송 및 Redo Apply 는 변경되

지 않고 계속 작동하지만 더 이상 Broker Interface 를 통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비활성화해도 Broker configuration file 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거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 된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계속 변경하고 나중에 DGMGRL ENABLE 

CONFIGURATION 또는 ENABLE DATABASE 명령을 사용하여 Broker 를 관리하거나 Cloud Control 의 활

성화 오변을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Broker configuration 에서 Standby database 를 disable 하면 Primary 장애 발생 시 Broker 가 해당 

Standby Database 를 failover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7. Configuration 상태 

Configuration 상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에서 가져옵니다. 

 

- Configuration 에 가능한 상태 모드 

 Success 

구성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경고나 오류없이 사용자가 지정한대로 작동합니다. 

 

 Warning 

구성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가 지정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DGMGRL> SHOW DATABASE <db-unique-name>  

또는 

Cloud Control 에서 각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해당 상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찾습니다. 

 

 Error 

구성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실패했거나 사용자가 지정한대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DGMGRL> SHOW DATABASE <db-unique-name>  

또는 

Cloud Control 에서 각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해당 상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찾습니다. 

 

 Unknown / Disabled 

Configuration 의 Broker 관리가 사용 불가능하고 Broker 가 configuration 의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모니

터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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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ing Database Maintenance In Progress 

PL/SQL 인 DBMS_ROLLING 패키지를 사용하여 수행된 작업이 진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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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roker 구성의 Member 관리 

4.1. Broker 구성 Member 관리 

Broker 는 configuration file 의 정보를 사용하여 각 Member 상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다른 type 의 member 를 구별하며 적합한 상태 및 속성이 있습니다. 

 

4.2. Broker 구성의 Member 상태 관리 

구성의 Member 는 enable 된 상태에서 다양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Snapshot Standby Database 는 상태가 없고 Redo data 만 받습니다. 

Far sync instances 도 상태가 없고 Redo data 만 수신하여 Standby Database 로 전달합니다. 

Zero Data Loss Recovery Appliances 도 상태가 없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상태 및 설명 (Snapshot Standby Database, Far sync instances, Zero Data Loss Recovery 

Appliances 는 상태가 없기에 제외)  

 

Database Role State Name Description 

Primary TRANSPORT-ON Redo Apply 는 Primary Database 가 read/write 

엑세스를 위해 열려있을 때 Redo data 를 

Standby Database 또는 Far sync instances 로 

전송하도록 설정됩니다. 

 

RAC 의 경우 read/write 모드로 열린 모든 

instance 는 Redo transport 를 실행합니다. 

 

Primary Database 를 처음 사용할 때의 default 

상태입니다. 

Primary TRANSPORT-OFF Primary Database 에서 Redo transport 가 중지

되었습니다. 

 

RAC 의 경우 Redo transport 가 어떤 instance

에서도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Physical 

Standby 

APPLY-ON Physical Standby Database 에서 Redo Apply 가 

시작되었습니다. 

 

Standby Database 가 RAC 인 경우 정확히 하나

의 instance (Apply instance 라고 함) 에서 

Redo Apply 를 시작합니다. 이 instance 가 실패

하면 Broker 는 mount 되었거나 읽기전용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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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instance 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이 새 

instance 는 Apply instance 가 됩니다. 

 

Oracle Database 12.2.0.1 (12c) 부터 Redo apply

는 실행중인 각 Physical Standby Instance 에서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가 이미 여러 Instance 에서 Redo apply 를 실행

하도록 설정된 경우 Broker 속성인 

ApplyInstance 를 사용하여 RAC Physical 

Standby Database 에서 Redo apply 와 관련된 

Instance 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Standby Database 를 처음 사용할 때의 

default 상태는 APPLY-ON 입니다. 

Physical 

Standby 

APPLY-OFF Redo apply 가 중지되었습니다. 

 

RAC 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APPLY-ON

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Apply 를 시작하는 

Instance 가 없습니다. 

Logical 

Standby 

APPLY-ON Logical Standby Database 가 open 상태이고 

Logical Standby Database Guard 가 enable 상태

이면 SQL-Apply 를 시작합니다. 

 

RAC 의 경우 SQL-Apply 는 하나의 Apply-

Instance 에서 실행중입니다. 

 

Logical Standby Database 를 처음 사용할 때의 

default 상태는 APPLY-ON 입니다. 

Logical 

Standby 

APPLY-OFF SQL-Apply 가 중지되었습니다. Logical Standby 

Database Guard 가 enable 상태입니다. 

 

RAC 의 경우 상태를 APPLY-ON 으로 변경할 떄

까지 SQL-Apply 를 실행하는 Instance 는 없습

니다.  

 

4.2.1. Database 상태 전환 

DGMGRL 의 EDIT DATABASE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명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DIT DATABASE 명령은 North_Sales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TRANSPORT-OFF 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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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MGRL> EDIT DATABASE 'North_Sales' SET STATE='TRANSPORT-OFF'; 

Succeeded. 

 

- Primary 및 Standby Database 의 가능한 상태전환을 설명합니다. 

 

 Primary Database 상태 전환 

Primary Database 를 TRANSPORT-ON 상태로 전환할 떄 Broker 는 구성 멤버의 Redo transport-related 

속성과 Primary Database 속성의 RedoRoutes 를 사용하여 Redo transport service 를 설정합니다. 

Redo transport service 설정은 Primary Database 에 LOG_ARCHIVE_DEST_n 및 

LOG_ARCHIVE_DEST_STATE_n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Primary, Standby) 및 far sync 

instances 에서 LOG_ARCHIVE_CONFIG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수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가 

open 되어 있으면 Broker 는 각 thread 에서 log switch 하여 Redo transport service 를 시작합니다. 

 

Primary Database 를 TRANSPORT-OFF 상태로 전환할 때 Broker 는 LOG_ARCHIVE_DEST_STATE_n 파라미

터를 재설정하여 모든 Broker 가 관리하는 Standby 에 대한 Redo transport service 를 중지합니다. 

Log file 은 Primary Database 에 계속 보관됩니다. 

 

Primary Database 가 RAC 인 경우 Broker 는 모든 Primary Instance 에서 동일한 설정으로 Redo transport 

service 를 구성합니다. 

 

 Physical Standby Database 상태 전환 

Physical Standby Database 를 APPLY-ON 상태로 전환할 떄 Broker 는 Redo apply 속성에 지정된 옵션으

로 Redo apply 를 시작합니다. Standby 가 RAC 인 경우 Broker 는 하나의 Standby Instance 에서 Redo 

Apply 를 시작합니다. 

 

Oracle Database 12.2.0.1 (12c) 부터 Redo apply 는 실행중인 여러개의 Physical Standby Instance 에서 실

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Standby Database 에 Active Database Guard 옵션

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Instance 에서 Redo apply 가 실행하도록 설정된 경우 Broker 

속성인 ApplyInstanc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ADG 옵션의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 Redo apply 가 활성화되어있는 동안 Physical Standby Database 를 

open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Real-Time query (실시간 쿼리) 라고 합니다. 

다른 Instance 가 open 되어 있는 경우 Redo apply 를 시작하기 전에 apply-Instance 가 open 되어있어야 

합니다. 

 

APPLY-OFF 상태로 전환하면 Broker 가 전환을 중지합니다. 

 

 Logical Standby Database 상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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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 Standby Database 를 APPLY-ON 상태로 전환할 떄 Broker 는 데이터베이스가 open 될 떄까지 기

다린 다음 Database Guard 가 Logical Standby Database 의 테이블 수정을 방지하고 log apply 관련으로 

지정된 옵션으로 SQL Apply 를 시작합니다. RAC 의 경우 하나의 apply instance 에서 SQL Apply 를 시작

합니다. 

 

APPLY-OFF 상태로 전환하면 Broker 는 SQL-Apply 를 중지합니다. 

 

4.3. Database 속성 관리 

- 데이터베이스 속성의 2 가지 유형 

[1] monitorable (모니터링 가능) 

[2] configurable (구성 가능) 

=> 이 2 가지 유형은 database / instance 별 범위를 갖는 속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가능한 속성 값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 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runtime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속성값을 변경할 수

는 없습니다. 

 구성 가능한 속성 값을 보고 동적으로 update 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속성은 Broker 는 DGMGRL 또는 Cloud Control 을 사용하여 이러한 속성 값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및 해당 member 의 사용가능 여부에 따라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보려면 DGMGRL 의 SHOW DATABASE VERBOSE 명령을 사용하여 North_Sales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SHOW DATABASE VERBOSE 'North_Sales'; 

 

Database - North_Sales 

 

  Role:               PRIMARY 

  Intended State:     TRANSPORT-ON 

  Instance(s): 

    North_sales1 

 

  Properties: 

    DGConnectIdentifier             = 'North_Sales.example.com' 

    ObserverConnectIdentifier       = '' 

    FastStartFailoverTarget         = '' 

    PreferredObserverHosts          = '' 

    LogShipping                     = 'ON' 

    RedoRou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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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XptMode                      = 'ASYNC' 

    DelayMins                       = '0' 

    Binding                         = 'optional' 

    MaxFailure                      = '0' 

    ReopenSecs                      = '30' 

    NetTimeout                      = '300' 

    RedoCompression                 = 'DISABLE' 

    PreferredApplyInstance          = '' 

    ApplyInstanceTimeout            = '0' 

    ApplyLagThreshold               = '0' 

    TransportLagThreshold           = '0' 

    TransportDisconnectedThreshold  = '0' 

    ApplyParallel                   = 'AUTO' 

    ApplyInstances                  = '0' 

    StandbyFileManagement           = '' 

    ArchiveLagTarget                = '0' 

    LogArchiveMaxProcesses          = '0' 

    LogArchiveMinSucceedDest        = '0' 

    DataGuardSyncLatency            = '0' 

    LogArchiveTrace                 = 255 

    LogArchiveFormat                = 'db1r_%d_%t_%s_%R.arc' 

    DbFileNameConvert               = 'dbs/cdb2_, dbs/cdb1_, dbs/bt, dbs/t, dbs/cdb4_, dbs/cdb1_, 

dbs/dt, dbs/t' 

    LogFileNameConvert              = 'dbs/cdb2_, dbs/cdb1_, dbs/bt, dbs/t, dbs/cdb4_, dbs/cdb1_, 

dbs/dt, dbs/t' 

    ArchiveLocation                 = '' 

    AlternateLocation               = '' 

    StandbyArchiveLocation          = '' 

    StandbyAlternateLocation        = '' 

    InconsistentProperties          = '(monitor)' 

    InconsistentLogXptProps         = '(monitor)' 

    LogXptStatus                    = '(monitor)' 

    SendQEntries                    = '(monitor)' 

    RecvQEntries                    = '(monitor)' 

    HostName                        = ’North_Sales.example.com' 

    StaticConnectIdentifier         =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 

(HOST=North_Sales.example.com)(PORT=2840)) 

(CONNECT_DATA=(SERVICE_NAME=North_Sales_DGMGRL.example.com) 

(INSTANCE_NAME=north_sales1)(SERVER=DE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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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WaitEvents                   = '(monitor)' 

    SidName                         = '(monitor)’ 

 

  Log file locations: 

    Alert log               : /dev/oracle/log/diag/rdbms/North_Sales/north1/trace/alert_north1.log 

    Data Guard Broker log   : /dev/oracle/log/diag/rdbms/North_Sales/north1/trace/drcnorth1.log 

 

Database Status: 

SUCCESS 

 

4.3.1. 모니터링 가능한 (읽기 전용) 속성 

모니터링 가능한 속성을 사용하면 각 구성 멤버와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속성 값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속성은 Broker 구성에서 문제점을 진단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가능한 속성인 InconsistentLogXptProps 을 보고 Broker 구성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에서 현재 사용하는 실제 값간에 Redo transport service 속성에 불일치가 있는 곳을 판별할 수 있습니

다. 

 

DGMGRL SHOW DATABASE 명령을 사용하여 모니터링 가능한 모든 속성을 볼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InconsistentLogXptProps 속성을 보여줍니다. 

 

DGMGRL> SHOW DATABASE 'North_Sales' 'InconsistentLogXptProps'; 

 

INCONSISTENT LOG TRANSPORT PROPERTIES 

 

 INSTANCE_NAME     STANDBY_NAME  PROPERTY_NAME  MEMORY_VALUE  BROKER_VALUE  

     south_sales1      South_Sales       ReopenSecs           600           300 

 

4.3.2. 구성 가능한 (변경 가능) 속성 

DGMGRL 또는 Cloud Control 을 사용하여 Primary Database 를 생성하고 기존 Standby Database 및 far 

sync instances 를 새 Broker configuration 으로 가져오는 경우 속성 값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또는 far sync instances 설정에서 가져옵니다. 

 

Configuration 의 멤버가 disabled 또는 enable 의 경우 많은 속성 값을 update 할 수 있습니다. 

새 멤버가 configuration 에 추가되면 Broker 가 해당 멤버에 연결하고 현재 멤버 설정에서 멤버

속성의 default 값을 가져옵니다.  

 

DGMGRL> SHOW DATABASE 'North_Sales' LogXptMode; 



- 30 - 

본 산출물의 내용은 굿어스 데이터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유출 및 공개를 금지합니다. 

  LogXptMode = ASYNC 

 

DGMGRL> EDIT DATABASE 'North_Sales' SET PROPERTY LogXptMode='SYNC'; 

  Property "LogXptMode" updated 

 

DGMGRL> SHOW DATABASE 'North_Sales' LogXptMode; 

  LogXptMode = SYNC 

 

Configuration 이 enable 상태이면, Redo transport 와 관련된 속성에 대해 Broker 는 Broker 

Configuration file 의 멤버 속성 값을 사용중인 값과 일치하게 유지합니다. 

 

Broker 는 더 이상 configuration file 의 초기화 파라미터와 속성 값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행위로 SGA 파라미터 값이 spfile 값과 다를수 있는데 이는 불일치로 

표시되지 않으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재기동 시 spfile 에 값이 적용됩니다. 

 

4.4. Redo Transport Service 관리 

Redo Transport Service 를 관리하려면 각 구성 멤버에 configurable 속성을 지정해야합니다. 

 DGConnectIdentifier 

 StandbyAlternateLocation 

 Binding 

 Encryption (이 속성은 Recovery Appliance 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LogShipping 

 LogXptMode 

 MaxFailure 

 NetTimeout 

 RedoCompression 

 RedoRoutes 

 ReopenSecs 

 StandbyArchiveLocation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Broker 가 Standby Database 에 대한 Redo transport service 를 설정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LOG_ARCHIVE_DEST_n 파라미터 설정과 같은 실제 redo transport 설정은 Primary 

Database 에서 Broker 에 의해 수행됩니다. (StandbyArchiveLocation 속성 제외) 

LOG_ARCHIVE_DEST_n 파라미터 속성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Broker 는 각 thread 에서 log switch 를 강제

로 실행하여 Primary Database 에서 새 설정을 합니다. 

또한, Standby Database 로 전환하기 위해 Primary Database 에서 이런한 속성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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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Redo Transport 설정 

Redo data 는 Oracle Net 을 사용하여 Standby Database 로 전송됩니다. 

Oracle Net service name 은 LOG_ARCHIVE_DEST_n 의 SERVICE 속성으로 지정되며 Redo data 를 Standby 

Database 로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Service 속성은 database 속성인 DGConnectIdentifier 를 사용하여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DGConnectIdentifier 속성은 database 가 처음 configuration 에 추가될 때 설정됩니다. 

초기 값은 ADD DATABASE 명령 절의 CONNECT IDENTIFIER IS 옵션 값입니다. 

 

DGConnectIdentifier 속성 값은 FAL_SERVER 파라미터를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DGConnectIdentifier 속성 값이 변경되면 초기화 파라미터인 

LOG_ARCHIVE_DEST_n 도 변경됩니다. 또한 FAL_SERVER 파라미터는 configuration 에서 enable 한 모든 

Standby Database 에서 update 됩니다. 

 

4.4.2. 데이터 보호 모드를 위한 Redo Transport Service 관리 

데이터 보호 모드 관리는 Broker 가 데이터 보호 모드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do Transport service 를 위한 SYNC, ASYNC 또는 FASTSYNC 를 설정하기 위해 Database 속성인 

LogXptMode 또는 RedoRoutes 를 사용합니다. 

  

<Redo Transport Mode 가 지원하는 Mode> 

 SYNC 

LOG_ARCHIVE_DEST_n 파라미터의 sync 와 affirm 속성을 사용하여 Standby Database 를 위한 Redo 

Transport Service 를 설정합니다. 이 mode 는 Standby redo logfile 과 함께 maximum protection 

mode 또는 maximum availity mode 에서 작동하는 구성에 필요합니다. 이 redo transport service 는 

Primary Database 에 대한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가능하게 하지만 성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SYNC 

LOG_ARCHIVE_DEST_n 파라미터의 async 와 noaffirm 속성을 사용하여 Standby Database 를 위한 

Redo Transport Service 를 설정합니다. 이 mode 는 Standby redo logfile 과 함께 Primary Database

에 대한 중간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성능에 대한 영향을 줄입니다. 

 FASTSYNC 

LOG_ARCHIVE_DEST_n 파라미터의 sync 와 noaffirm 속성을 사용하여 Standby Database 를 위한 

Redo Transport Service 를 설정합니다. 이 mode 는 오직 maximum protection mode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3. RAC 의 환경에서 Redo Transport Service 

Primary Database 가 RAC 인 경우 Broker 는 각 Primary Instance 에서 Redo transport service 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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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정되도록 합니다. 

 

각 Instance 에는 동일한 remote 대상이 있으며 각 remote 대상에 대해 모든 Instance 는 Redo 

transport service, 성능 관련 설정, online redo log 의 로컬 보관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설정이 다른경우 Broker 는 특정 instance 에서 상태 확인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Redo transport service 와 관련된 설정은 Broker configuration file 의 속성으로 저장됩니다. Standby 

Database 에서 Redo transport 관련 속성을 update 하면 Broker 가 모든 Primary Database Instance 의 

LOG_ARCHIVE_DEST_n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Primary Database 에 새 Instance 가 나타나면 

Broker 는 현재 Broker 가 관리하는 모든 configuration 의 멤버의 redo transport 관련 속성을 사용하여 

새 instance 에 대한 redo redo transport service 를 설정합니다. Activity 를 위해 새 instance 를 open 한 

후 instance 에서 생성된 모든 archive 된 redo log file 이 configuration 의 멤버에게 전송되기 시작합니

다. 

 

4.4.4. Transport Lag (전송 지연) 

전송지연은 Standby Database 로의 redo 전송이 Primary Database 에서 redo 생성보다 지연되는 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Standby Database 에 하나 이상의 redo 갭이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redo 갭이 시작된 후 redo 가 수신

되지 않은 것처럼 전송 지연이 계산됩니다. 

 

DGMGRL 의 SHOW DATABASE 명령어를 사용하여 전송지연을 표시하며 Primary Database 에 대한 전송

지연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DGMGRL> show database 'South_Sales'; 

  

Database - South_Sales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pply Rate:      255.00 KByte/s 

  Real Time Query: OFF 

  Instance(s): 

    south_sales1 

  

Databas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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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Oracle Database 19c 부터 SHOW CONFIGURATION LAG 명령어는 Broker 구성 요약 및 모든 Standby 

Database 의 전송지연을 표시합니다. 

 

Redo data 를 Standby Database 로 전송하거나 far sync instance 가 Primary Database 에서 redo 생성보

다 지연될 때 상태 점검 경고를 생성하도록 데이터베이스 Configurable 속성인 TransportLagThreshold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TransportLagThreshold 속성을 15 초로 설정 

DGMGRL> EDIT DATABASE 'South_Sales' SET PROPERTY 'TransportLagThreshold'=15; 

Property TransportLagThreshold updated 

 

Standby Database 또는 far sync instance 에서 Primary Database 와의 redo 전송 관련 통신이 없는것으

로 확인되면 상태점검 경고를 생성하도록 데이터베이스 configurable 속성인 

TransportDisconnectedThreshold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의 기본값은 30 초 입니다. 

- TransportDisconnectedThreshold 속성을 15 초로 설정 

DGMGRL> EDIT DATABASE 'South_Sales' SET PROPERTY 'TransportDisconnectedThreshold'=15; 

Property TransportDisconnectedThreshold updated 

 

4.5. Recovery Appliance 의 Redo Transport Service 관리 

Zero Data Loss Recovery Appliance (Recovery Appliance) 의 Redo 전송 서비스는 Standby Database 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Broker 를 사용하여 Configuration 의 모든 멤버에서 Recovery Appliance 의 Redo 전송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covery Appliance 를 Broker configuration 에 추가한 후 활성화 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1. Recovery Appliance 를 Broker Configuration 에 추가 

DGMGRL> ADD RECOVERY_APPLIANCE EnterpriseRecoveryAppliance AS CONNECT IDENTIFIER IS 

EnterpriseRecoveryAppliance.example.com; 

Oracle Recovery Appliance "EnterpriseRecoveryAppliance" added 

  

DGMGRL> SHOW RECOVERY_APPLIANCE 'EnterpriseRecoveryAppliance'; 

 Oracle Recovery Server - EnterpriseRecoveryAppliance 

   Transport Lag: 0 seconds 

  Redo Source: North_Sales 

  

Oracle Recovery Applianc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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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 

 

2. Recovery Appliance 를 활성화 

DGMGRL> ENABLE RECOVERY_APPLIANCE 'EnterpriseRecoveryAppliance'; 

  

DGMGRL> SHOW RECOVERY_APPLIANCE 'EnterpriseRecoveryAppliance'; 

 Oracle Recovery Server - EnterpriseRecoveryAppliance 

 Transport Lag: 0 seconds 

  Redo Source: North_Sales 

  

Oracle Recovery Appliance Status: 

SUCCESS 

 

3. Transport lag 임계값 설정 

DGMGRL> EDIT RECOVERY_APPLIANCE 'EnterpriseRecoveryAppliance' 

SET PROPERTY 'TransportLagThreshold'=15; 

Property TransportLagThreshold updated 

 

4.6. Log Apply Service 관리  

Log apply 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사용하여 physical / logical standby database 에서 redo apply 

/ sql apply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Log apply 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속성> 

 Redo Apply & SQL Apply 공통 속성 

- ApplyInstanceTimeout 

- DelayMins 

- PreferredApplyInstance 

 

 Redo Apply 속성 

- ApplyParallel 

- ApplyInstances 

 

 SQL Apply 속성 

- LsbyMaxEventsRecorded 

- LsbyPreserveCommitOrder 

- LsbyRecordSkipErrors 

- LsbyRecordSkipDdl 

- LsbyRecordAppliedD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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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byMaxSga 

- LsbyMaxServers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APPLY-ON 일 때 SQL Apply 의 연관된 속성이 변경이 있다면 SQL Apply 의 

재시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APPLY-OFF 이면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APPLY-ON 으로 변경할 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4.6.1. Managing Delayed Apply (지연 적용 관리) 

Standby Database 에 대한 Redo 적용이 지연되도록 Apply Service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Primary 측에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테이블 삭제가 발생하면 지연된 시간동안 Standby 

Database 에는 Primary Database 로 다시 전송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efault 로 no delay 로 구성이되며 redo data 는 가능한 빨리 Standby Database 에 적용됩니다. 

Standby Database 에 standby redo logs 가 구성되어 있다면 Broker 는 real-time apply 를 활성화합니다. 

Redo apply 와 SQL apply 가 실시간 Redo 를 적용하면 redo data 는 채워진 standby redo log file 로부터 

직접적으로 복구됩니다. 

 

Archived files 로부터 redo data 를 적용하기 전에 Standby Database 의 log file 이 archived 될때까지 기

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primary 와 standby 의 전송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Standby Database 에 redo data 를 적용하기 전에 log apply service 는 기다려야하는 분 단위의 데이터베

이스 분 단위 속성인 DelayMins 를 사용합니다. Primary Database 의 redo 전송 서비스는 지연되지 않으

므로 Primary Database 데이터는 Standby Database 에 의해 보호됩니다. 

 

 

4.6.2. RAC 환경에서 서비스 적용 

 Apply Instance 선택 

Standby Database 가 RAC 인 경우 SQL Apply 및 Redo Apply 는 apply instance 를 사용합니다. 

SQL Apply 는 오직 하나의 instance 에서만 실행할 수 있으며 이 instance 는 apply instance 가 됩니다. 

 

Redo apply 는 RAC Database 에서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지만 instance 중 하나만 coordinator 가 되며 

broker 가 apply instance 로 간주합니다. 이 기능은 configurable 속성인 ApplyInstances 을 0 이 아닌 값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Apply instance 가 실패하면 다른 instance 에서 SQL Apply 또는 Redo Apply 

coordinator 를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이를 apply instance failover 라고 합니다. 

 

RAC Standby Database 에서 apply instance 가 될 설정이 없는경우 Broker 는 임의로 apply instance 를 

선택합니다. 특정 instance 를 apply instance 로 선택하려면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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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redApplyInstance 속성 값을 apply instance 이름으로 설정 

- apply instance 가 이미 선택되어 실행중인 경우 apply instance 를 변경 

DGMGRL> SHOW DATABASE 'South_Sales' 

  

Database - South_Sales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pply Rate:      1017.00 KByte/s 

  Real Time Query: OFF 

  Instance(s): 

    south_sales1   (apply instance) 

    south_sales2 

  

Database Status: 

SUCCESS 

 

DGMGRL> EDIT DATABASE 'South_Sales' SET STATE='APPLY-ON' WITH 

APPLYINSTANCE='south_sales2'; 

Succeeded. 

 

DGMGRL> SHOW DATABASE 'South_Sales' 'PreferredApplyInstance'; 

PreferredApplyInstance = 'south_sales2' 

 

DGMGRL> SHOW DATABASE 'South_Sales' 

  

Database - South_Sales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pply Rate:      1017.00 KByte/s 

  Real Time Query: OFF 

  Instance(s): 

    south_sales1 

    south_sales2   (apply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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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Status: 

SUCCESS 

 

명령이 실행될 때 새 apply instance 가 실행 중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pply instance 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6.3. Apply Lag (적용 지연) 

적용 지연은 redo 전송 및 apply 지연으로 인해 Standby Database 또는 far sync instance 의 데이터가 

Primary 의 데이터보다 지연되는 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DGMGRL 의 SHOW DATABASE 출력에 적용 지연을 표시합니다. 

DGMGRL> SHOW DATABASE 'South_Sales'; 

Database - South_Sales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pply Rate:      255.00 KByte/s 

  Real Time Query: OFF 

  Instance(s): 

    south_sales1 

  

Database Status: 

SUCCESS 

 

4.7. 데이터베이스 상태  

일반적으로 Broker 는 Physical Standby Database 상태 및 설정이 Broker 구성 파일에 입력된 것과 일치

하는지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는 Data Guard 구성의 구성요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redo transport service 에 에러가 있는 경우) 확

인하고 기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spfile 파라미터가 사용가능하고 

archivelog mode 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확인합니다. 

 

Primary Database 에서 health check 를 결정하는 요소들 

 Broker Configuration file 에 기록 된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가 지정한 상태 

 데이터베이스가 올바른 데이터 보호 모드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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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가 spfile 을 사용 중인 상태 

 데이터베이스가 archivelog mode 인 상태 

 데이터베이스 Guard 가 꺼져있는 상태 

 Configuration 에 Logical standby database 가 있고 supplemental logging 이 켜지는 경우 

 Redo Transport Service 에 에러가 없는 상태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Broker configurable 속성으로 지정된 설정과 일치 

 Redo transport service 의 설정이 standby database 의 관련 redo transport 관련 속성에 지정된 

설정과 일치 

 현재 데이터 보호 수준이 구성된 데이터 보호 모드와 일치 

 Primary Database 는 모든 Standby Database 에 대한 모든 갭을 해결 

 

Primary Database 에서 health check 를 결정하는 요소들 

 Broker Configuration file 에 기록된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가 지정한 상태 

 데이터베이스가 spfile 사용 중인 상태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Broker configurable 속성으로 지정된 설정과 일치 

 데이터베이스가 logical Standby 일 경우 데이터가드는 켜집니다. 

 Failover 가 활성화 된 경우 Primary 및 Standby Database 가 동기화되거나 지연 제한에 있습니

다. 

 

4.7.1. 데이터베이스 상태 쿼리 

모니터링 가능한 특정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속성은 DGMGRL 을 통해 엑세스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다음 모니터링 가능 속성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LogXptStatus 

- Primary Database 의 모든 인스턴스에서 감지 된 모든 로그 전송 오류를 나타냅니다. 

 InconsistentLogXptProps 

- Broker 구성 파일과 redo transport 설정간에 값이 일치하지 않는 Standby Database 의 모든 

redo transport 관련 속성을 나타냅니다. 

DGMGRL> SHOW DATABASE 'North_Sales' 'LogXptStatus'; 

LOG TRANSPORT STATUS 

PRIMARY_INSTANCE_NAME  STANDBY_DATABASE_NAME  STATUS  

         north_sales1            South_Sales  ORA-12541: TNS:no listener 

         north_sales2            South_Sales  ORA-12541: TNS:no listener 

  

DGMGRL> SHOW DATABASE 'North_Sales' 'InconsistentLogXptProps'; 

INCONSISTENT LOG TRANSPORT PROPERTIES 

 INSTANCE_NAME  STANDBY_NAME  PROPERTY_NAME  MEMORY_VALUE  BROKER_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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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_sales2         South_Sales     ReopenSecs           600           300 

 

4.7.2. Role Change 전 Database 의 유효성 검사 

VALIDATE DATABASE 명령을 사용하여 Role Change 를 수행하기 전에 전체 데이터베이스 valid check 를 

할 수 있습니다.  

 Standby Database 에 누락된 Redo data 가 있는지 여부 

 Flashback 사용 여부 

 구성된 temporary tablespace file 의 수 

 온라인 데이터 파일 이동이 진행중인지 여부 

 Physical Standby Database 에 대한 온라인 Redo log 가 지워졌는지 여부 

 Primary Database 에 대한 Standby redo log 가 지워졌는지 여부 

 온라인 로그 파일 configuration 

 Standby log file configuration 

 적용 관련 속성 설정 

 전송 관련 속성 설정 

 Automatic Diagnostic Repository 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ex.. controlfile, system 데이터파일 문

제, user 데이터파일 문제) 

 

4.7.3. Role Change 전 spfile 의 유효성 검사 

VALIDATE DATABASE SPFILE 명령을 사용하여 Primary 와 Standby Database 간 spfile 의 내용을 비교합

니다. 데이터베이스에 spfile 에 누락된 파라미터가 있는지 또는 다른 값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

습니다. 

 

4.7.4. Role Change 전 네트워크 구성 확인 

VALIDATE NETWORK CONFIGURATION 명령을 사용하여 Configuration 멤버간에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

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확인을 수행하면 Role Change 전 잠재적인 네트워크 구성 문제가 식별됩니다. 

 

4.7.5. Role Change 전 Static Connect Identifier 확인 

Oralce Restart 가 구성되지않은 단일 instance 의 경우 리스너에 등록된 정적 service 가 있어야 DGMGRL 

CLI 가 필요할 때 instance 를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 switchover 후 새 Standby Database) 

 

Broker 는 instance 재시작에 사용되는 StaticConnectIdentifier 속성의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고정 값이 db_unique_name_DGMGRL 이 static service name 에 사용됩니다.) 

 

VALIDATE STATIC CONNECT IDENTIFIER 명령을 사용하여 StaticConnectIdentifier 속성 값에 지정된 

Connect ID 를 사용하여 instance 를 자동으로 재시작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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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witchover & Failover 

5.1. Broker 환경에서 switchover, failover 

Switchover 는 Primary Database 와 Standby Database 의 Role 을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PRIMARY -> STANDBY / STANDBY -> PRIMARY 

Failover 는 Primary Database (RAC 의 경우 모든 Instance) 가 Fail 이 나거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Standby Database 중 하나가 Primary Database Role 로 전환되는 Role 전환입니다.  

 

Switchover 관리의 일부로 Broker 는 다음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새로운 Primary 로부터 configuraiton 의 다른 멤버들에게 redo 를 전송을 설정합니다. 

 새로운 Standby 로부터 redo apply 를 시작합니다. 

 Broker 구성의 다른 standby 가 새 primary 에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Role switchover 후 적절한 서비스가 시작되도록 보장합니다. 

 

Fast-start failover 가 enabled 상태이면 broker 는 failover 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수동적인 개입없이 현

재 target standby database 에 대한 failover 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Manual failover 는 failover 발생시점에 정확한 target standby database 정확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선택한 방법에 관계없이 broker 는 configuration 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role 전환을 수행합니다. 

 

5.2. Target Standby Database 선택 

Switchover 또는 failover 후 Standby Database 는 다음 Primary Database 가 되기위한 선택을 할 때 고

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Physical / logical / snapshot Standby 의 각 속성, Standby Database 에 대한 네트워크 대기 시간, 서버의 

컴퓨팅 기능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Data Guard Configuration 을 구축할 때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합

니다. 

 Snapshot Standby Database 는 switchover, fast-start failover 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snapshot 

database 로 manual failover 가 가능합니다. 

 far sync instance 와 Zero Data Loss Recovery Appliance 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므로 role 대상

이 아닙니다. 

Fast-start failover 를 수행하려면 하나 이상의 target standby database 를 미리 선택해야하며 여러 target 

을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Role 전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준비 상태 결정> 

적절한 switchover 또는 failover 대상을 선택하는 데 DGMGRL 명령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사

하여 role 전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VALIDATE DATABASE 

 VALIDATE NETWORK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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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E DATABASE SPFILE 

 VALIDATE STATIC CONNECT IDENTIFIER 

 

5.2.1. Switchover 를 위한 Target Standby Database 선택 

Standby Database (physical or logical) 가 switchover 를 수행 할 때는 적용되지 않은 redo 가 가장 적은 

Standby Database 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switchover 완료하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DGMGRL 의 SHOW CONFIGURATION LAG 명령어로 검사 수행 가능 

 Cloud Control 에서 검사 가능 

 

Switchover 완료 후 Configuration 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새 Primary 에 Standby 로 사용할 수 있으므

로 physical standby database 로의 switchover 가 바람직합니다. logical standby database 로 switchover

하면 configuration 의 모든 physical 및 snapshot standby database 가 무효화되고 비활성화됩니다.  

 

활성화하려면 새 Primary Database 의 사본에서 physical standby database 를 다시 생성해야합니다. 또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원래 Primary 로 다시 switchover 수행 후 비활성화 된 Standby Database 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physical standby database 로 다시 switchover 하지 않으면 snapshot standby database 로 

switchover 할 수 없습니다. 

 

5.2.2. Failover 를 위한 Target Standby Database 선택 

Failover 수행 시 전송 지연이 가장 작은 Standby Database 를 선택하면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 데이터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Snapshot Standby Database 로 failover 수행 가능하나 broker 가 먼저 physical standby database 로 다

시 변환해야하기 때문에 failover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환 후 broker 는 데이터베이스를 

primary role 로 failover 하기전에 누적 된 redo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snapshot standby database 를 

physical standby database 로 변환 후 broker 가 failover 를 수행하므로 failover 완료 후 configuration 의 

모든 standby databaser 가 새 primary database 에 대한 standby database 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Logical Standby Database 로 failover 하려면 failover 완료 후 모든 primary 및 snapshot standby 

databae 를 새 primary database 의 사본에서 다시 생성해야합니다. 또한 logical standby database 에서

는 primary database 에 있는 data 의 subset 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MS_LOGSTDBY.SKIP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primary 에서 수행 된 데이터베이스 조작이 

logical standby database 로 적용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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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witchover 

5.3.1. Broker 의 Switchover 방법  

- Broker 를 이용하여 switchover 를 하였을 때 수행되는 절차 

1. Primary, Standby 상태 확인 

 # Primary Database 가 enable 이며 TRANSPORT-ON 상태 

 # Standby Database 가 enable 이며 APPLY-ON 상태 

 

2. Primary, Standby 간에 Role Switchover 

 # Broker 는 원래 Primary DB 를 Standby Role 로 실행하도록 전환 

   - 변환 중 에러가 발생하면 전환을 중지 

 

3. Role 전환을 기록하도록 Broker Configuration 파일을 업데이트 

- 다시 시작할 때 redo transport 또는 redo apply 와 같은 dataguard service 를 시작 가능 

 

4. Physical Standby Database 로 switchover 가 발생하면 새 Standby (이전 Primary) 를 다시 시작하고 

redo apply 는 새 Primary DB 에서 redo 데이터 적용을 시작합니다. Clusterware 에 의해 관리되는 RAC 

Standby DB 의 경우 broker 는 새 standby db 를 재시작하도록 clusterware 에게 direct 로 지시합니다. 

 

5. 새로운 Primary DB 가 read/write mode 로 open 되고 redo transport service 가 시작됩니다. 

이전 physical standby DB 가 real-time query 를 사용하여 실행중인 경우 새 physical standby db 도 

real-time query 를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 Bystander Standby Database (switchover 의 대상이 아닌 Standby Database) 는 switchover 이전 상

태에서 계속 실행되며 sql apply 는 새 Primary DB 에서 수신한 redo 데이터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5.4. Manual Failover  

Manual Failover 는 Primary 가 장애가나고 복구할 가능성이 없어 Standby 를 Primary 로 변환합니다. 

Primary 가 실패할 때 primary, standby 가 동기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손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4.1. Complete and Immediate Manual Failovers 

 Complete Failover 

 complete failover 는 권장되는 default failover 옵션입니다. 

 Configuration 보호 모드에 대한 redo 데이터를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Failover 대상이 아닌 standby database 를 비활성화하지 않도록하여 새 primary database

에 대한 standby database 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Failover 대상이 아닌 standby database (bystander)가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는 failover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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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및 redo 데이터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DGMGRL> FAILOVER TO database-name; 

 

 Immediate Failover 

 가장 빠른 유형의 failover 입니다. 

 Failover 후 standby database 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onfiguration 의 다른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비활성화되고 새 primary database 의 standby 

database 로 사용되기 전에 reinstate 하거나 새로 생성해야합니다. 

 Immediate Failover 는 Complete Failover 가 실패하거나 아래의 에러 케이스의 경우에서만 수

행해야합니다. (Immediate Failover 수행 시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음) 

 Immediate Failover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 ORA-752 or ORA-600 [3020] error 

# Resolving ORA-00752 or ORA-600 [3020] During Standby Recovery (Doc ID 1265884.1) 

 

DGMGRL> FAILOVER TO database-name IMMEDIATE; 

 

# FAILOVER 수행 절자 중 COMPLETE/IMMEDIATE 의 차이점은 사용 가능한 redo 데이터가 적용될때까

지 기다리지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IMMEDIATE 의 경우 바로 redo apply 또는 sql 적용을 중지하여 

데이터 손실 발생이 높음)  

 

5.4.2. Role Change 후 Reenabling Disabled Database 

5.4.2.1. 데이터베이스 복원 방법 

REINSTATE 명령이 성공하려면 FAILOVER 수행 전 데이터베이스에서 FLASHBACK DATABASE 가 사용가

능해야하며 충분한 양의 FLASHBACK LOG 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복원할 DB 와 새 PRIMARY DB 의 네트

워크 연결이 되어있어야합니다.  

 

 Database Reinstate 절차 

1.. Database 를 mount 상태로 restart 

2.. 새 primary database 를 연결 

3.. DGMGRL 명령어로 reinstate 수행 

 

5.4.2.2. 비활성화 된 database Re-create and Reenable 

Old Primary 를 Physical Standby 로 다시 생성해야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재생성 후 DGMGRL ENABLE DATABASE 명령어로 broker 관리를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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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Fast-Start Failover 

 Primary 장애 시 자동 failover 수행 

 Manual failover 수행 절차 필요없으며, broker 구성에서만 사용 가능 

 Broker 는 FaststartFailoverTarget 속성 지정된 순서에 따라 target 을 선택하며, 지정된 target 이 

failover 가 될 수 없는 경우 후보 target 을 failover 로 자동 변경 

 모든 protection mode 에서 사용 가능  

 maximum availability mode 에서 target standby database 가 누락된 redo 데이터를 모두 수신

하면 자동으로 failover 가 restore 됩니다. 

 maximum performance mode 와 maximum availability mode 에서 target standby 의 redo 적용 

시점이 primary 의 redo 생성 시점보다 낮게 설정 (FastStartFailoverLagLimit 속성) 하면 자동으

로 failover 가 restore 됩니다. 

 maximum protection mode 에서 broker 가 standby 와의 connection 을 다시 확보 할 떄까지 

primary 가 트랜잭션을 commit 할 수 없으므로 auto failover 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maximum availability 와 maximum performance modes 에서 target standby 가 primary 보다 먼

저 죽지 않습니다. 

 

 fast-start failover 활성화 될 때 어떤 보호 모드에서 지원되는 standby type 요약 

(snapshot standby 는 fast-start failover 로 지원 x) 

 

 

옵저버는 primary 및 standby 와 다른 서버에서 실행되는 OCI 클라이언트 구성요소이며 primary 

database 의 가용성을 모니터링합니다. 옵저버 및 standby database 는 FastStartFailoverThreshold 속성에 

지정된 시간동안 primary 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옵저버는 standby database 에 대한 fast-start failover 를 

시작합니다. 

 

 fast-start failover 동안의 primary, standby 및 옵저버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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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Start Failover 수행 전 

Primary 가 standby 로 redo 데이터를 전송하고 옵저버는 전체 configuration 상태를 모니터

링하면서 정상 상태로 동작합니다. 

 

 Fast-Start Failover 발생 

Primary 에 장애 및 재해가 발생하면 옵저버와 standby 에 대한 해당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집

니다. 통신 중단을 감지하면 옵저버는 Fast-Start Failover 시작하기 전 

FastStartFailoverThreshold 속성으로 정의된 시간동안 primary 와의 연결을 다시 설정하려고 

합니다. 옵저버가 지정된 시간내에 primary 에 대한 연결을 다시 할 수 없고 standby 가 Fast-

Start Failover 를 수행할 준비가 되면 Fast-Start Failover 가 수행됩니다. 

 

 Fast-Start Failover 수행 후 

Fast-Start Failover 가 완료되었으며 standby 가 primary role 에서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 primary 가 복구된 후 옵저버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다시 설정하고 새 

standby database 로 복원합니다. 새로운 primary 는 redo 데이터를 새로운 standby 로 전송

하기 시작합니다. 

 

5.5.1. Fast-Start Failover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Broker 가 Fast-Start Failover 를 활성화하기 전 충족해야하는 전제조건을 설명합니다. 

 protection mode 구성 

 fast-start failover 의 target standby 는 primary 에서 redo 를 수신해야합니다. 

 선택된 standby protection mode 의 LogXptMode 속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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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m protection — SYNC 

 Maximum availability — SYNC or FASTSYNC 

 Maximum performance — ASYNC 

primary 에는 LogXptMode 속성이 설정되어 있어야하며 standby 에는 redo log 가 구성되어 있

어야합니다. 또는 RedoRoutes 속성으로 redo transport mode 설정을 해야합니다. 

 옵저버 서버에 DGMGRL 인터페이스 설치하고 tnsnames.ora 파일을 설정합니다. 

 RAC, RESTART 가 아닌경우 옵저버가 복원의 일부로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재시작 할 수 있

도록 static service names 를 생성해야합니다. VALIDATE STATIC CONNECT IDENTIFIER 명령으로 

구성합니다. 

 

5.5.2. Fast-Start Failover 활성화 

Fast-Start Failover 를 활성화하고 옵저버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다음 작업이 필요합니다. 

SYS or SYSDG 로 연결되어있고 primary 및 standby 가 이미 broker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합니다. 

 

1 사용 가능한 standby database 중 failover 에 가장 적합한 대상 확인 

 

2 Primary 에서 FastStartFailoverTarget 속성을 사용하여 target standby 지정 

- Configuration 에 standby database 가 하나면 이 단계를 건너뛸수 있고, 둘 이상의 standby 가 있는 

경우 primary 에서 FastStartFailoverTarget 속성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후보 standby 

database 를 지정해야합니다. Fast-start failover 가 활성화되면 broker 가 속성이 기존 standby 를 나

타내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standby 를 가리키도록 FastStartFailoverTarget 속성을 변경할 때 Fast-start failover 를 비활

성화 후 FastStartFailoverTarget 속성 설정한 뒤 다시 Fast-start failover 를 활성화 합니다. 

 

3 Protection Mode 설정 

 

4 FastStartFailoverThreshold 속성 설정 

- 옵저버 및 standby database 모두 FastStartFailoverThreshold 속성에 의해 지정된 시간 동안 

primary database 에 대한 연결이 끊어지면 Fast-start failover 가 발생하빈다. Failover 전 primary 에 

대한 연결 대기 시간을 지정합니다. 

# 예시 

DGMGRL> EDIT CONFIGURATION SET PROPERTY FastStartFailoverThreshold = 45; 

=> 45 초 지나도 옵저버가 primary 에 연결실패가 나면 standby 가 failover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면 

failover 수행 

 

5 DGMGRL 사용 

- Fast-start failover 를 사용하려면 primary, standby 가 모두 실행 및 연결되어 있어야합니다. 

DGMGRL 명령으로 다음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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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MGRL> ENABLE FAST_START FAILOVER; 

 

6 Observer 시작 

- 옵저버를 시작하려면 primary 가 실행 중 이어야합니다. 

DGMGRL 로 옵저버를 실행합니다. 

DGMGRL> START OBSERVER; 

옵저버는 start observer 명령이 실행될 때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종료하려면 stop observer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Single Data Guard 구성에서 최대 3 개 옵저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마스터 옵저버이고 다른 

나머지는 백업 옵저버입니다. 

 

# 옵저버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시작하려면 

DGMGRL> START OBSERVER IN BACKGROUND; 명령을 실행합니다. 

 

7 Fast-Start Failover 환경 검증 

- primary 에서 DGMGRL SHOW CONFIGURATION VERBOSE 또는 SHOW FAST_START FAILOVER 명령

을 실행합니다. 

 

5.5.3. Fast-start failover 통계 및 상태 

 v$database 뷰 

Column Value Description Fast-Start Failover ... 

BYSTANDER Fast-start failover 의 사용이 가

능하나 failover 의 대상이 아닙

니다. 데이터베이스가 Fast-start 

failover 상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DISABLED Fast-start failover 가 비활성화 사용 불가능 

LOADING DICTIONARY primary database 의 data 

dictionary 사본 로딩을 아직 완

료하지않은 standby database 에

만 표시 됨 

사용 불가능 

PRIMARY UNOBSERVED Primary 와 동기화되거나 

TARGET UNDER LAG LIMIT 으로 

target standby database 에만 표

시되고 옵저버에 연결되어 있지

만 primary 는 옵저버에 연결되

어있지 않은 상태 

사용 불가능 

REINSTATE FAILED Fail 난 primary 를 새 standby 로 완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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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지 못함. Broker 의 drc* 

log 파일의 정보 참고 

REINSTATE REQUIRED 옵저버는 reinstate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fast-start 

failover 발생 후에만 존재하며 

새 primary 와 reinstate 중인 데

이터베이스 모두 표시됩니다. 

복원이 완료되면 두 가지 모두 

clear 됩니다. 

완료 상태 

STALLED fast-start failover 가 가능하고 데

이터베이스를 open 해도 괜찮다

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target 

standby database 나 옵저버가 

없는 경우 startup 시 primary 에

서 발생합니다. 

가능 

TARGET OVER LAG LIMIT Standby 의 redo 적용 지점이 

FastStartFailoverLagLimit 속성에 

의해 지정된 시간이 primary 의 

지점보다 지연되고 

configuration 이 maximum 

performance mode 에서 작동 중

인지 표시합니다. 

불가능 

TARGET UNDER LAG LIMIT Standby 의 redo 적용 지점이 

FastStartFailoverLagLimit 속성에 

의해 지정된 시간이 primary 의 

지점보다 지연되지 않고 

maximum performance mode 에

서 작동 중인지 표시합니다. 

가능 

SUSPENDED Primary 또는 target standby 

database 가 abort 가 아닌 옵션

을 사용하여 종료된 경우 

tartget standby 에만 표시됩니

다. Fast-start failover 가 금지되

며 primary 와 연결이 restore 되

면 SUSPENDED 가 clear 됩니다. 

불가능 

 

 v$FS_FAILOVER_STATS 뷰 

primary 에서 v$FS_FAILOVER_STATS 뷰를 조회하여 시스템에서 발생한 fast-start failovers 에 대한 통계

를 표시합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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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_FAILOVER_TIME 는 마지막 fast-start failover 의 timestamp 를 표시 

 LAST_FAILOVER_REASON 는 마지막 fast-start failover 의 이유를 표시 

 

 v$FS_FAILOVER_STATS 조회 예시 

SQL> SELECT LAST_FAILOVER_TIME, LAST_FAILOVER_REASON FROM V$FS_FAILOVER_STATS; 

  

LAST_FAILOVER_TIME   LAST_FAILOVER_REASON 

--------------------  -------------------- 

02/13/2007 16:53:10   Primary Disconnected 

 

5.5.4. 옵저버 관리 

DGMGRL 또는 Cloud Control 을 사용하여 옵저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의 fast-start failover 구성을 모니터링 

 

 

옵저버는 primary, standby 와 분리된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하고 실행해야하며 fast-start failover 의 필수 

부분입니다. 

Oracle Database Release 12.2 이상의 경우 cloud control 을 사용하여 다중 옵저버 구성을 지원합니다. 

 

Single Data Guard Broker 구성을 모니터하기 위해 최대 3 개의 옵저버를 등록할 수 있고 각 옵저버는 

START OBSERVER 명령을 실행할 때 제공 한 이름으로 식별됩니다. 하나의 구성에 여러 옵저버가 등록

된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Fast-start failover 활성화되면 옵저버 중 하나가 마스터 옵저버이고 나머지 옵저버를 백업 옵저

버라고 합니다. Fast-start failover 가 비활성화되면 마스터 옵저버라고 하지않고 모두 동일한 기

능을 갖습니다. 

 동일한 broker 구성의 두 옵저버는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옵저버에 대한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default 옵저버 이름으로 host name 이 사용됩니다. 

 옵저버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NONAME” 이라는 문자는 옵저버 이름으로 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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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옵저버는 고유한 logfile 을 가지고 있으며 LOGFILE IS 옵션으로 지정된 이름으로 생성됩니다. 

 테스트 목적을 제외하고는 broker 구성에 대해 동일한 호스트에서 둘 이상의 옵저버를 시작하

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HOW FAST_START FAILOVER 명령은 등록된 옵저버 목록을 표시하고 마스터를 나타냅니다. 

 SHOW OBSERVER 명령은 옵저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터 옵저버는 Oracle Database 12c Release 2 (12.2.0.1)에서 여러 옵저버가 나오기 전에 단일 옵저버

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fast-start failover 가 비 활성화된 경우 옵저버는 fast-start failover 를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primary 

및 standby 는 fast-start failover 가 활성화 될 떄까지 마스터 옵저버를 지명하지 않고 활성화될 떄 등록

된 관찰자 중 하나를 마스터 옵저버로 임의로 선택합니다. fast-start failover 가 활성화되어있을 때 등록 

된 옵저버가 없으면 시작된 첫 번쨰 옵저버가 마스터 옵저버로 지정되고 나중에 시작된 모든 옵저버가 

백업 옵저버로 됩니다. 마스터 옵저버만 broker 와의 fast-start failover 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ObserverConnectIdentifier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broker configuration 에 추가하여 옵저버가 primary 및 

failover target 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connect identifier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는 상태 정보를 파일로 유지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은 fsfo.dat 이며 옵저버가 시작된 

작업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여러 옵저버가 동일한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옵저버가 실행 중일 때 

상태파일이 잠기며 동일한 호스트에서 여러 옵저버를 실행할 때 파일잠금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데

이터베이스와 연관된 디렉토리에 저장하는게 좋습니다. (ex mkdir –p $ORACLE_BASE/prim/observer) 

 

DGMGRL 을 접속하여 “start observer” 로 옵저버를 실행가능하며 또한 DGMGRL 접속하지 않고 OS 명

령 커멘드창에서 백그라운드로 옵저버를 실행하는 한줄 명령 실행이 가능합니다. 

$ nohup dgmgrl /@db1 "start observer file='/u01/app/oracle/admin/db1/observer/fsfo.dat'" \ >> 

/u01/app/oracle/admin/db1/observer/dgmgrl.log & 

 

실행중인 옵저버는 role change 후 자동으로 primary 로 따라가지만 새롤 시작된 옵저버는 초기 연결이 

stop 된 database 에 있거나 오래되었거나 손상된 broker config file 이 있는 경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전 옵저버 프로세스가 자체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종료되고 새 옵저버가 이전 fsfo.dat 파일을 사용하

지 않는 경우 실제로 옵저버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ORA-16647: could not start more than one 

observer” 로 시작하는 에러를 표시하며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stop observer” 를 실행 후 다시 

옵저버를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둘 이상의 호스트 서버를 구성하여 다른 하나가 실패할 경우 

다른 쪽에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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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스트 

테스트는 Data Guard 가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가정한 뒤 broker 구성 후 switchover, failover 및 옵

저버 확인을 합니다. 

 

6.1. Single to Single  

 

 Dataguard 구성 표 

Information Primary Server Standby Server 

db_unique_name pirm stby 

db_name prim prim 

db_role primary standby 

IP 172.40.40.67 172.40.40.68 

Database version 19.3 19.3 

Os version Redhat 7.5 Redhat 7.5 

 

6.1.1. Broker 활성화 및 리스너 설정 

-- Primary, Standby 

* SYS 유저로 수행 

SQL> ALTER SYSTEM SET dg_broker_start=true; 

System altered. 

 

-- Primary 

[oracle@prim ~]$ vi /oracle/product/19c/network/admin/listener.ora 

SID_LIST_LISTENER_PRIM = 

  (SID_LIST = 

    (SID_DESC = 

      (GLOBAL_DBNAME = prim) 

      (ORACLE_HOME = /oracle/product/19c) 

      (SID_NAME = prim) 

    ) 

    (SID_DESC = 

      (GLOBAL_DBNAME = prim_DGB) 

      (ORACLE_HOME = /oracle/product/19c) 

      (SID_NAME = prim) 

    ) 

    (SID_DESC = 

      (GLOBAL_DBNAME = prim_DGMG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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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_HOME = /oracle/product/19c) 

      (SID_NAME = prim) 

    ) 

  ) 

 

LISTENER_PRIM = 

  (DESCRIPTION_LIST = 

    (DESCRIPTION = 

      (ADDRESS = (PROTOCOL = TCP)(HOST = prim)(PORT = 1521)) 

    ) 

    (DESCRIPTION = 

      (ADDRESS = (PROTOCOL = IPC)(KEY = EXTPROC1521)) 

    ) 

  ) 

 

[oracle@prim ~]$ lsnrctl reload LISTENER_PRIM 

LSNRCTL for Linux: Version 19.0.0.0.0 - Production on 04-MAR-2020 13:06:29 

Copyright (c) 1991, 2019, Oracle.  All rights reserved. 

Connecting to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prim)(PORT=1521))) 

The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oracle@prim ~]$ lsnrctl status LISTENER_PRIM 

LSNRCTL for Linux: Version 19.0.0.0.0 - Production on 04-MAR-2020 13:06:56 

Copyright (c) 1991, 2019, Oracle.  All rights reserved. 

Connecting to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prim)(PORT=1521))) 

STATUS of the LISTENER 

------------------------ 

Alias                     LISTENER_PRIM 

Version                   TNSLSNR for Linux: Version 19.0.0.0.0 - Production 

Start Date                04-MAR-2020 13:02:10 

Uptime                    0 days 0 hr. 4 min. 46 sec 

Trace Level               off 

Security                  ON: Local OS Authentication 

SNMP                      OFF 

Listener Parameter File   /oracle/product/19c/network/admin/listener.ora 

Listener Log File         /oracle/diag/tnslsnr/prim/listener_prim/alert/log.xml 

Listening Endpoints Summary...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prim)(PORT=1521))) 

  (DESCRIPTION=(ADDRESS=(PROTOCOL=ipc)(KEY=EXTPROC1521))) 

Service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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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im" has 1 instance(s). 

  Instance "prim", status UNKNOWN,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 

Service "prim_DGB" has 1 instance(s). 

  Instance "prim", status UNKNOWN,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 

Service "prim_DGMGRL" has 1 instance(s). 

  Instance "prim", status UNKNOWN,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 

The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 Standby 

[oracle@stby ~]$ vi /oracle/product/19c/network/admin/listener.ora 

SID_LIST_LISTENER_STBY = 

  (SID_LIST = 

    (SID_DESC = 

      (GLOBAL_DBNAME = stby_DGMGRL) 

      (ORACLE_HOME = /oracle/product/19c) 

      (SID_NAME = stby) 

    ) 

    (SID_DESC = 

      (GLOBAL_DBNAME = stby_DGB) 

      (ORACLE_HOME = /oracle/product/19c) 

      (SID_NAME = stby) 

    ) 

    (SID_DESC = 

      (GLOBAL_DBNAME = stby) 

      (ORACLE_HOME = /oracle/product/19c) 

      (SID_NAME = stby) 

    ) 

  ) 

 

LISTENER_STBY = 

  (DESCRIPTION_LIST = 

    (DESCRIPTION = 

      (ADDRESS = (PROTOCOL = TCP)(HOST = stby)(PORT = 1521)) 

    ) 

    (DESCRIPTION = 

      (ADDRESS = (PROTOCOL = IPC)(KEY = EXTPROC1521)) 

    ) 

  ) 

 

[oracle@stby ~]$ lsnrctl reload LISTENER_S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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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NRCTL for Linux: Version 19.0.0.0.0 - Production on 04-MAR-2020 13:08:21 

Copyright (c) 1991, 2019, Oracle.  All rights reserved. 

Connecting to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stby)(PORT=1521))) 

The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oracle@stby ~]$ lsnrctl status LISTENER_STBY 

LSNRCTL for Linux: Version 19.0.0.0.0 - Production on 04-MAR-2020 13:08:45 

Copyright (c) 1991, 2019, Oracle.  All rights reserved. 

Connecting to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stby)(PORT=1521))) 

STATUS of the LISTENER 

------------------------ 

Alias                     LISTENER_STBY 

Version                   TNSLSNR for Linux: Version 19.0.0.0.0 - Production 

Start Date                01-MAR-2020 22:56:36 

Uptime                    2 days 14 hr. 12 min. 8 sec 

Trace Level               off 

Security                  ON: Local OS Authentication 

SNMP                      OFF 

Listener Parameter File   /oracle/product/19c/network/admin/listener.ora 

Listener Log File         /oracle/diag/tnslsnr/stby/listener_stby/alert/log.xml 

Listening Endpoints Summary...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172.40.40.70)(PORT=1521))) 

Services Summary... 

Service "stby" has 1 instance(s). 

  Instance "stby", status UNKNOWN,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 

Service "stby_DGB" has 1 instance(s). 

  Instance "stby", status UNKNOWN,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 

Service "stby_DGMGRL" has 1 instance(s). 

  Instance "stby", status UNKNOWN, has 1 handler(s) for this service... 

The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 Flashback 활성화 > 

# Failover 가 발생할 경우, primary 를 standby 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 

# archivelog mode 가 먼저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함 

# mount 상태에서 설정 

 

-- Primary (Standby 는 switchover 후 primary role 가진 상태에서 설정) 

[oracle@prim ~]$ sqlplus / as sysdba 

SQL> startup mount 

SQL> alter system set db_recovery_file_dest_size=4g; 

SQL> alter system set db_recovery_file_dest='/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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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how parameter db_recover 

NAME                           TYPE        VALUE 

------------------------------  -----------  ------------------------------ 

db_recovery_file_dest           string        /fra 

db_recovery_file_dest_size     big integer  4G 

 

SQL> alter database flashback on; 

SQL> alter database open; 

 

6.1.2. DG 환경 구성 

# DGMGRL 로 Primary 접속 

-- Primary 

[oracle@prim ~]$ dgmgrl sys/oracle@PRIM 

DGMGRL for Linux: Release 19.0.0.0.0 - Production on Thu Mar 5 12:05:00 2020 

Version 19.3.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Welcome to DGMGRL, type "help" for information. 

Connected to "prim" 

Connected as SYSDBA. 

 

# 데이터베이스 등록 

-- Primary 

DGMGRL> CREATE CONFIGURATION p_config AS PRIMARY DATABASE IS prim CONNECT 

IDENTIFIER IS prim; 

Configuration "p_config" created with primary database "prim" 

 

# Standby database 를 추가하기 전에 NOREGISTER 속성이 설정이 되지 않은 경우 SERVICE 절이 설

정된 log_archive_dest_2 파라미터를 제거/삭제 해야합니다. (Doc ID 1582179.1) 

SQL> alter system set log_archive_dest_2='' scope=both; 

 

SQL> show parameter log_archive_dest_2 

NAME                     TYPE        VALUE 

-----------------------  ----------- ------------------------------ 

log_archive_dest_2       string 

 

[oracle@prim ~]$ dgmgrl sys/oracle@PRIM 

DGMGRL> ADD DATABASE stby AS CONNECT IDENTIFIER IS stby MAINTAINED AS PHYSICAL; 

Database "stby"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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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Broker 설정 활성화 / 등록한 구성정보 확인 

-- Primary 

DGMGRL> enable configuration 

Enabled. 

 

DGMGRL>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 p_config 

  Protection Mode: MaxPerformance 

  Members: 

  prim - Primary database 

  stby - Physical standby database 

Fast-Start Failover:  Disabled 

Configuration Status: 

SUCCESS   (status updated 26 seconds ago) 

 

DGMGRL> show database prim 

 

Database - prim 

  Role:               PRIMARY 

  Intended State:     TRANSPORT-ON 

  Instance(s): 

    prim 

Database Status: 

SUCCESS 

 

DGMGRL> show database stby 

 

Database - stby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verage Apply Rate: 2.00 KByte/s 

  Real Time Query:    ON 

  Instance(s): 

    stby 

Database Status: 

SUCCESS 

 

DGMGRL> show database p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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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 prim 

  Role:               PRIMARY 

  Intended State:     TRANSPORT-ON 

  Instance(s): 

    prim 

Database Status: 

SUCCESS 

 

DGMGRL> show database stby 

 

Database - stby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verage Apply Rate: 2.00 KByte/s 

  Real Time Query:    ON 

  Instance(s): 

    stby 

Database Status: 

SUCCESS 

 

6.1.4. 데이터베이스 상태 확인 

-- Primary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PRIM as sysdba 

SQL*Plus: Release 19.0.0.0.0 - Production on Thu Mar 5 13:08:31 2020 

Version 19.3.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All rights reserved. 

Connected to: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Release 19.0.0.0.0 - Production 

Version 19.3.0.0.0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prim                READ WRITE         PRIMARY           TO STANDBY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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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prim ~]$ sqlplus sys/oracle@STBY as sysdba 

SQL*Plus: Release 19.0.0.0.0 - Production on Thu Mar 5 13:10:28 2020 

Version 19.3.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All rights reserved. 

Connected to: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Release 19.0.0.0.0 - Production 

Version 19.3.0.0.0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stby                READ ONLY WITH APPLY PHYSICAL STANDBY   NOT ALLOWED         ENABLED 

 

6.1.5. Switchover 

# Primary 에서 DGMGRL 접속 

-- Primary -> Standby 

[oracle@prim ~]$ dgmgrl sys/oracle@PRIM 

DGMGRL for Linux: Release 19.0.0.0.0 - Production on Thu Mar 5 13:22:36 2020 

Version 19.3.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Welcome to DGMGRL, type "help" for information. 

Connected to "prim" 

Connected as SYSDBA. 

 

# Standby 로 switchover 수행 

DGMGRL> switchover to stby               

Performing switchover NOW, please wait... 

Operation requires a connection to database "stby" 

Connecting ... 

Connected to "stby" 

Connected as SYSDBA. 

New primary database "stby" is opening... 

Operation requires start up of instance "prim" on database "prim" 

Starting instance "prim"... 

Connected to an idle instance. 

ORACLE instance started. 

Connected to "prim" 

Database mounted. 

Database o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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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to "prim" 

Switchover succeeded, new primary is "stby" 

 

# Switchover 결과 확인 

-- Primary 

DGMGRL>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 p_config 

  Protection Mode: MaxPerformance 

  Members: 

  stby - Primary database 

  prim - Physical standby database 

Fast-Start Failover:  Disabled 

Configuration Status: 

SUCCESS   (status updated 16 seconds ago) 

 

DGMGRL> show database prim 

Database - prim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verage Apply Rate: 11.00 KByte/s 

  Real Time Query:    ON 

  Instance(s): 

    prim 

Database Status: 

SUCCESS 

 

DGMGRL> show database stby 

Database - stby 

  Role:               PRIMARY 

  Intended State:     TRANSPORT-ON 

  Instance(s): 

    stby 

Database Status: 

SUCCESS 

 

# switchover 후 Database 상태 확인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PRIM as sysdba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FROM v$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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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      --------------------     ----------------        -------------------- 

prim             READ ONLY WITH APPLY  PHYSICAL STANDBY   NOT ALLOWED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STBY as sysdba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         ------------        ------------        -------------------- 

stby              READ WRITE    PRIMARY          TO STANDBY 

 

# Primary 로 다시 복원 

-- Standby -> Primary  

-- Primary 접속 

[oracle@prim ~]$ dgmgrl sys/oracle@STBY 

DGMGRL for Linux: Release 19.0.0.0.0 - Production on Thu Mar 5 14:02:22 2020 

Version 19.3.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Welcome to DGMGRL, type "help" for information. 

Connected to "stby" 

Connected as SYSDBA. 

 

# Primary 로 Switchvoer 

DGMGRL> switchover to prim 

Performing switchover NOW, please wait... 

Operation requires a connection to database "prim" 

Connecting ... 

Connected to "prim" 

Connected as SYSDBA. 

New primary database "prim" is opening... 

Operation requires start up of instance "stby" on database "stby" 

Starting instance "stby"... 

Connected to an idle instance. 

ORACLE instance started. 

Connected to "stby" 

Database mounted. 

Database opened. 

Connected to "s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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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over succeeded, new primary is "prim" 

 

# 복원(switchover) 결과 확인 

DGMGRL>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 p_config 

  Protection Mode: MaxPerformance 

  Members: 

  prim - Primary database 

    stby - Physical standby database 

Fast-Start Failover:  Disabled 

 

Configuration Status: 

SUCCESS   (status updated 52 seconds ago) 

 

DGMGRL> show database prim 

Database - prim 

  Role:               PRIMARY 

  Intended State:     TRANSPORT-ON 

  Instance(s): 

    prim 

Database Status: 

SUCCESS 

 

DGMGRL> show database stby 

Database - stby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verage Apply Rate: 4.00 KByte/s 

  Real Time Query:    ON 

  Instance(s): 

    stby 

Database Status: 

SUCCESS 

 

# 복원 후 데이터베이스 상태 확인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PRIM as sys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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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prim                   READ WRITE      PRIMARY           TO STANDBY             ENABLED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STBY as sysdba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stby                 READ ONLY WITH APPLY   PHYSICAL STANDBY   NOT ALLOWED         ENABLED 

 

6.1.6. Failover 

# Failover 수행을 위해 Standby 접속 (Primary 는 장애 상황이라고 가정) 

-- Standby 

[oracle@prim ~]$ dgmgrl sys/oracle@STBY 

DGMGRL for Linux: Release 19.0.0.0.0 - Production on Thu Mar 5 14:19:30 2020 

Version 19.3.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Welcome to DGMGRL, type "help" for information. 

Connected to "stby" 

Connected as SYSDBA. 

 

# Failover 수행 

DGMGRL> failover to stby 

Performing failover NOW, please wait... 

Failover succeeded, new primary is "stby" 

 

# Failover 결과 확인 

DGMGRL>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 p_config 

  Protection Mode: MaxPerformance 

  Members: 

  stby - Primary database 

  prim - Physical standby database (disabled) 

      ORA-16661: the standby database needs to be reinstated 

=> 기존 Primary 는 failover 이후 disabled 상태로 되면서 복구가 필요한 상태 

Fast-Start Failover:  Disabled 

Configur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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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atus updated 4 seconds ago) 

 

DGMGRL> show database prim 

Database - prim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unknown) 

  Apply Lag:          (unknown) 

  Average Apply Rate: (unknown) 

  Real Time Query:    OFF 

  Instance(s): 

    prim 

Database Status: 

DISABLED - ORA-16661: the standby database needs to be reinstated 

=> 기존 Primary 는 failover 이후 disabled 상태로 되면서 복구가 필요한 상태 

 

DGMGRL> show database stby 

Database - stby 

  Role:               PRIMARY 

  Intended State:     TRANSPORT-ON 

  Instance(s): 

    stby 

Database Status: 

SUCCESS 

 

# Failover 이후 데이터베이스 상태 확인 

# 각 database 를 확인해보면 모두 primary 로 되어있음을 확인 (원래 Primary 는 현재 비정상)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PRIM as sysdba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prim              READ WRITE     PRIMARY          NOT ALLOWED          DISABLED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STBY as sysdba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stby              READ WRITE     PRIMARY          NOT ALLOWED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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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데이터베이스 Reinstate(복원) 하기 

-- Flashback database 가 활성화되어있어야 reinstate 명령어 사용 가능 

Broker 가 flashback log 를 사용하여 retore point 없이 자동으로 복원시켜 줌 

[oracle@prim ~]$ dgmgrl sys/oracle@STBY 

DGMGRL> reinstate database prim 

Reinstating database "prim", please wait... 

Operation requires shut down of instance "prim" on database "prim" 

Shutting down instance "prim"... 

Connected to "prim" 

ORACLE instance shut down. 

Operation requires start up of instance "prim" on database "prim" 

Starting instance "prim"... 

Connected to an idle instance. 

ORACLE instance started. 

Connected to "prim" 

Database mounted. 

Connected to "prim" 

Continuing to reinstate database "prim" ... 

Reinstatement of database "prim" succeeded 

 

# Reinstate 결과 확인 

DGMGRL>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 p_config 

  Protection Mode: MaxPerformance 

  Members: 

  stby - Primary database 

  prim - Physical standby database 

Fast-Start Failover:  Disabled 

Configuration Status: 

SUCCESS   (status updated 54 seconds ago) 

 

DGMGRL> show database prim 

Database - prim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verage Apply Rate: 7.00 KByte/s 

  Real Time Que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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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s): 

    prim 

Database Status: 

SUCCESS 

 

DGMGRL> show database stby 

Database - stby 

  Role:               PRIMARY 

  Intended State:     TRANSPORT-ON 

  Instance(s): 

    stby 

Database Status: 

SUCCESS 

 

# Reinstate 후 Database 상태 확인  

-- primary 와 standby 의 role 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걸 확인 가능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PRIM as sysdba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prim        READ ONLY WITH APPLY  PHYSICAL STANDBY  NOT ALLOWED            ENABLED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STBY as sysdba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stby           READ WRITE        PRIMARY            TO STANDBY              ENABLED 

 

 

# Standby -> Primary 로 복원 (Switchover) 

-- Standby -> Primary 로 switchover 

[oracle@prim ~]$ dgmgrl sys/oracle@STBY 

DGMGRL> switchover to prim; 

Performing switchover NOW, please wait... 

Operation requires a connection to database "prim" 

Connecting ... 

Connected to "prim" 

Connected as SYS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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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imary database "prim" is opening... 

Operation requires start up of instance "stby" on database "stby" 

Starting instance "stby"... 

Connected to an idle instance. 

ORACLE instance started. 

Connected to "stby" 

Database mounted. 

Database opened. 

Connected to "stby" 

Switchover succeeded, new primary is "prim" 

 

# Switchover 결과 확인 

DGMGRL>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 p_config 

  Protection Mode: MaxPerformance 

  Members: 

  prim - Primary database 

  stby - Physical standby database 

Fast-Start Failover:  Disabled 

Configuration Status: 

SUCCESS   (status updated 11 seconds ago) 

 

DGMGRL> show database prim 

Database - prim 

  Role:               PRIMARY 

  Intended State:     TRANSPORT-ON 

  Instance(s): 

    prim 

Database Status: 

SUCCESS 

 

DGMGRL> show database stby 

Database - stby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1 second ago) 

  Average Apply Rate: 3.00 KByte/s 

  Real Time Query:    ON 

  Instance(s): 

    s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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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Status: 

SUCCESS 

 

# Switchover 후 데이터베이스 상태 확인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PRIM as sysdba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prim          READ WRITE     PRIMARY           TO STANDBY              ENABLED 

 

[oracle@prim ~]$ sqlplus sys/oracle@STBY as sysdba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stby          READ ONLY WITH APPLY  PHYSICAL STANDBY  NOT ALLOWED           ENABLED 

 

 

6.1.7. Fast-start Failover 

Fast-start failover 는 장애 발생 시 관리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이 

향상되며 broker 는 standby database 로 auto failover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핵심은 옵저버라는 모니터링 프로세스입니다. 

옵저버는 Dataguard 구성서버가 아닌 외부서버에 설정되는 DGMGRL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입니다. 

FastStartFailoverThreshold 속성에 의해 지정된 시간(초)을 기다린 후 failover 를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서 failover 를 시작하도록 브로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Datafile Offline 

 Corrupted Dictionary 

 Corrupted Controlfile 

 Inaccessible Log File 

 Stuck Archiver 

 

 

# FSFO 를 Enable 하려면 primary, standby 모두 StaticConnectIdentifier 파라미터 설정해야 합니다. 

[oracle@prim ~]$ dgmgrl sys/oracle@PRIM 

 

DGMGRL> show database prim StaticConnect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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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ConnectIdentifier =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172.40.40.67)(PORT=1522))(CONNECT_DATA=(SER

VICE_NAME=prim_DGMGRL)(INSTANCE_NAME=prim)(SERVER=DEDICATED)))' 

 

DGMGRL> show database stby StaticConnectIdentifier 

StaticConnectIdentifier =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172.40.40.68)(PORT=1522))(CONNECT_DATA=(SER

VICE_NAME=stby_DGMGRL)(INSTANCE_NAME=stby)(SERVER=DEDICATED)))' 

 

* StaticConnectIdentifier 가 공백인 경우 

=> StaticConnectIdentifier 는 데이터베이스의 LOCAL_LISTENER 파라미터 값을 가져오는데 이 값이 설

정되지 않거나 비어있는 경우 LOCAL_LISTENER 를 등록해야합니다. 

-- Primary DB 

SQL> alter system set 

local_listener='(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172.40.40.67)(PORT=1522)))'; 

-- Standby DB 

SQL> alter system set 

local_listener='(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172.40.40.68)(PORT=1522)))'; 

=> LOCAL_LISTENER 변경 후 양쪽 리스너를 reload 해야 합니다. 

 

 

# FastStartFailoverTarget 정의 

일반적으로 physical standby database 가 둘 이상 있을 수 있기떄문에 fast-start failover 가 활성화 할 

physical standby 를 알 수 있도록 primary 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 Primary DB 

[oracle@prim ~]$ dgmgrl sys/oracle@PRIM 

DGMGRL> show fast_start failover 

 

Fast-Start Failover:  Disabled 

 

  Protection Mode:    MaxAvailability 

  Lag Limit:          0 seconds 

 

  Threshold:          30 seconds 

  Active Target:      (none) 

  Potential Targets:  (none) 

  Observer:           (none) 

  Shutdown Primary:   TRUE 

  Auto-reinstat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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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rver Reconnect: (none) 

  Observer Override:  FALSE 

 

Configurable Failover Conditions 

  Health Conditions: 

    Corrupted Controlfile          YES 

    Corrupted Dictionary           YES 

    Inaccessible Logfile            NO 

    Stuck Archiver                  NO 

    Datafile Write Errors          YES 

 

Oracle Error Conditions: 

    (none) 

 

DGMGRL> edit database prim set property FastStartFailoverTarget='stby'; 

Property "faststartfailovertarget" updated 

 

DGMGRL> edit database stby set property FastStartFailoverTarget='prim'; 

Property "faststartfailovertarget" updated 

 

DGMGRL> show database verbose prim  

 

Database - prim 

 

  Role:               PRIMARY 

  Intended State:     TRANSPORT-ON 

  Instance(s): 

    prim 

 

  Properties: 

    DGConnectIdentifier             = 'prim' 

    ObserverConnectIdentifier       = '' 

    FastStartFailoverTarget         = 'stby' 

    PreferredObserverHosts          = '' 

    LogShipping                     = 'ON' 

    RedoRoutes                      = '' 

    LogXptMode                      = 'SYNC' 

    DelayMins                       = '0' 

    Binding                         =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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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Failure                      = '0' 

    ReopenSecs                      = '300' 

    NetTimeout                      = '30' 

    RedoCompression                 = 'DISABLE' 

    PreferredApplyInstance          = '' 

    ApplyInstanceTimeout            = '0' 

    ApplyLagThreshold               = '30' 

    TransportLagThreshold           = '30' 

    TransportDisconnectedThreshold  = '30' 

    ApplyParallel                   = 'AUTO' 

    ApplyInstances                  = '0' 

    StandbyFileManagement           = '' 

    ArchiveLagTarget                = '0' 

    LogArchiveMaxProcesses          = '0' 

    LogArchiveMinSucceedDest        = '0' 

    DataGuardSyncLatency            = '0' 

    LogArchiveTrace                 = '0' 

    LogArchiveFormat                = '' 

    DbFileNameConvert               = '' 

    LogFileNameConvert              = '' 

    ArchiveLocation                 = '' 

    AlternateLocation               = '' 

    StandbyArchiveLocation          = '' 

    StandbyAlternateLocation        = '' 

   InconsistentProperties          = '(monitor)' 

    InconsistentLogXptProps         = '(monitor)' 

    LogXptStatus                    = '(monitor)' 

    SendQEntries                    = '(monitor)' 

    RecvQEntries                    = '(monitor)' 

    HostName                        = 'yang1' 

    StaticConnectIdentifier         =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172.40.40.67)(PORT=1522))(CONNECT_DATA=(SER

VICE_NAME=prim_DGMGRL)(INSTANCE_NAME=prim)(SERVER=DEDICATED)))' 

    TopWaitEvents                   = '(monitor)' 

    SidName                         = '(monitor)' 

 

  Log file locations: 

    Alert log               : /oracle/base/diag/rdbms/prim/prim/trace/alert_prim.log 

    Data Guard Broker log   : /oracle/base/diag/rdbms/prim/prim/trace/drcprim.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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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Status: 

SUCCESS 

 

DGMGRL> show database verbose stby 

 

Database - stby 

 

  Role:               PHYSICAL STANDBY 

  Intended State:     APPLY-ON 

  Transport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pply Lag:          0 seconds (computed 0 seconds ago) 

  Average Apply Rate: 2.00 KByte/s 

  Active Apply Rate:  1.12 MByte/s 

  Maximum Apply Rate: 1.13 MByte/s 

  Real Time Query:    ON 

  Instance(s): 

    stby 

 

  Properties: 

    DGConnectIdentifier             = 'stby' 

    ObserverConnectIdentifier       = '' 

    FastStartFailoverTarget         = 'prim' 

    PreferredObserverHosts          = '' 

    LogShipping                     = 'ON' 

    RedoRoutes                      = '' 

    LogXptMode                      = 'SYNC' 

    DelayMins                       = '0' 

    Binding                         = 'optional' 

    MaxFailure                      = '0' 

    ReopenSecs                      = '300' 

    NetTimeout                      = '30' 

    RedoCompression                 = 'DISABLE' 

    PreferredApplyInstance          = '' 

    ApplyInstanceTimeout            = '0' 

    ApplyLagThreshold               = '30' 

    TransportLagThreshold           = '30' 

    TransportDisconnectedThreshold  = '30' 

    ApplyParallel                   =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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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Instances                  = '0' 

    StandbyFileManagement           = '' 

    ArchiveLagTarget                = '0' 

    LogArchiveMaxProcesses          = '0' 

    LogArchiveMinSucceedDest        = '0' 

    DataGuardSyncLatency            = '0' 

    LogArchiveTrace                 = '0' 

    LogArchiveFormat                = '' 

    DbFileNameConvert               = '' 

    LogFileNameConvert              = '' 

    ArchiveLocation                 = '' 

    AlternateLocation               = '' 

    StandbyArchiveLocation          = '' 

    StandbyAlternateLocation        = '' 

    InconsistentProperties          = '(monitor)' 

    InconsistentLogXptProps         = '(monitor)' 

    LogXptStatus                    = '(monitor)' 

    SendQEntries                    = '(monitor)' 

    RecvQEntries                    = '(monitor)' 

    HostName                        = 'yang2' 

    StaticConnectIdentifier         = 

'(DESCRIPTION=(ADDRESS=(PROTOCOL=tcp)(HOST=172.40.40.68)(PORT=1522))(CONNECT_DATA=(SER

VICE_NAME=stby_DGMGRL)(INSTANCE_NAME=stby)(SERVER=DEDICATED)))' 

   TopWaitEvents                   = '(monitor)' 

   SidName                         = '(monitor)' 

 

  Log file locations: 

    Alert log               : /oracle/base/diag/rdbms/stby/stby/trace/alert_stby.log 

    Data Guard Broker log   : /oracle/base/diag/rdbms/stby/stby/trace/drcstby.log 

 

Database Status: 

SUCCESS 

 

 

# FastStartFailoverThreshold 정의 

Broker 가 fast-start failover 시작 시기를 알려줘야 하며 failover 전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초) 

DGMGRL> edit configuration set property FastStartFailoverThreshold=30; 

Property "faststartfailoverthreshold"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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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MGRL> show fast_start failover 

 

Fast-Start Failover:  Disabled 

 

  Protection Mode:    MaxAvailability 

  Lag Limit:          0 seconds 

 

  Threshold:          30 seconds 

  Active Target:      (none) 

  Potential Targets:  "stby" 

    stby       valid 

  Observer:           (none) 

  Shutdown Primary:   TRUE 

  Auto-reinstate:     TRUE 

  Observer Reconnect: (none) 

  Observer Override:  FALSE 

 

Configurable Failover Conditions 

  Health Conditions: 

    Corrupted Controlfile          YES 

    Corrupted Dictionary           YES 

    Inaccessible Logfile            NO 

    Stuck Archiver                  NO 

    Datafile Write Errors          YES 

 

Oracle Error Conditions: 

    (none) 

 

 

# FastStartFailoverLagLimit 정의 

Dataguard 가 Max Performance Mode 인 경우 손실 될 시간(초)을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DGMGRL> edit configuration set property FastStartFailoverLagLimit=30; 

Property "faststartfailoverlaglimit" updated 

 

 

# FSFO 활성화 

Primary 에서 옵저버를 시작하면 안되며, 타겟 standby 에서 FSFO 활성화 및 옵저버를 시작합니다. 

-- Standby DB 

[oracle@prim ~]$ dgmgrl sys/oracle@S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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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MGRL> enable FAST_START FAILOVER 

Enabled in Potential Data Loss Mode. 

 

DGMGRL>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 p_config 

  Protection Mode: MaxAvailability 

  Members: 

  prim - Primary database 

    Warning: ORA-16819: fast-start failover observer not started 

    stby - (*) Physical standby database  

      Warning: ORA-16819: fast-start failover observer not started 

Fast-Start Failover: Enabled in Potential Data Loss Mode 

Configuration Status: 

WARNING   (status updated 13 seconds ago) 

 

DGMGRL> start observer 

[W000 2020-06-14T13:39:36.573+09:00] FSFO target standby is stby 

Observer 'yang1' started 

[W000 2020-06-14T13:39:36.701+09:00] Observer trace level is set to USER 

[W000 2020-06-14T13:39:36.701+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W000 2020-06-14T13:39:36.701+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prim. 

[W000 2020-06-14T13:39:36.714+09:00] The standby stby is ready to be a FSFO target 

[W000 2020-06-14T13:39:37.715+09:00] Connection to the primary restored! 

[W000 2020-06-14T13:39:39.715+09:00] Disconnecting from database prim. 

=> DGMGRL 터미널 창이 멈춘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 FSFO 가 실제로 수행이 되는지 확인 

Primary 에서 instance 를 shutdown abort 시 target standby 로 자동 failover 가 되는지 기다립니다. 

-- Primary DB 

[oracle@prim ~]$ sqlplus / as sysdba 

SQL*Plus: Release 19.0.0.0.0 - Production on Sun Jun 14 13:43:19 2020 

Version 19.3.0.0.0 

Copyright (c) 1982, 2019, Oracle.  All rights reserved. 

Connected to: 

Oracle Database 19c Enterprise Edition Release 19.0.0.0.0 - Production 

Version 19.3.0.0.0 

 

SQL> shutdown ab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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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instance shut down. 

 

-- Primary DB 옵저버 로그(DGMGRL 터미널 창) 

[W000 2020-06-14T13:54:21.572+09:00] Primary database cannot be reached. 

[W000 2020-06-14T13:54:21.572+09:00] Fast-Start Failover threshold has not exceeded. Retry for the 

next 30 seconds 

[W000 2020-06-14T13:54:22.572+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W000 2020-06-14T13:54:23.693+09:00] Primary database cannot be reached. 

[W000 2020-06-14T13:54:24.694+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W000 2020-06-14T13:54:48.527+09:00] Primary database cannot be reached. 

[W000 2020-06-14T13:54:48.527+09:00] Fast-Start Failover threshold has not exceeded. Retry for the 

next 3 seconds 

[W000 2020-06-14T13:54:49.527+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W000 2020-06-14T13:54:50.600+09:00] Primary database cannot be reached. 

[W000 2020-06-14T13:54:50.600+09:00] Fast-Start Failover threshold has not exceeded. Retry for the 

next 1 second 

[W000 2020-06-14T13:54:51.600+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W000 2020-06-14T13:54:52.674+09:00] Primary database cannot be reached. 

[W000 2020-06-14T13:54:52.674+09:00] Fast-Start Failover threshold has expired. 

[W000 2020-06-14T13:54:52.674+09:00] Try to connect to the standby. 

[W000 2020-06-14T13:54:52.674+09:00] Making a last connection attempt to primary database before 

proceeding with Fast-Start Failover. 

[W000 2020-06-14T13:54:52.674+09:00] Check if the standby is ready for failover. 

[S002 2020-06-14T13:54:52.681+09:00] Fast-Start Failover started... 

 

2020-06-14T13:54:52.681+09:00 

Initiating Fast-Start Failover to database "stby"... 

[S002 2020-06-14T13:54:52.681+09:00] Initiating Fast-start Failover. 

Performing failover NOW, please wait... 

Failover succeeded, new primary is "stby" 

2020-06-14T13:55:13.554+09:00 

[S002 2020-06-14T13:55:13.554+09:00] Fast-Start Failover finished... 

[W000 2020-06-14T13:55:13.555+09:00] Failover succeeded. Restart pinging. 

[W000 2020-06-14T13:55:13.562+09:00] Primary database has changed to stby. 

[W000 2020-06-14T13:55:13.599+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W000 2020-06-14T13:55:13.599+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stby. 

[W000 2020-06-14T13:55:13.675+09:00] The standby prim needs to be reinstated 

[W000 2020-06-14T13:55:13.675+09:00] Try to connect to the new standby prim. 

[W000 2020-06-14T13:55:13.675+09:00] Connection to the primary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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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DB alert log 

2020-06-14T13:54:21.297341+09:00 

Shutting down ORACLE instance (abort) (OS id: 5067) 

License high water mark = 6 

2020-06-14T13:54:21.345981+09:00 

USER (ospid: 5067): terminating the instance 

2020-06-14T13:54:22.376530+09:00 

Instance terminated by USER, pid = 5067 

2020-06-14T13:54:22.491450+09:00 

Instance shutdown complete (OS id: 5067) 

 

-- Standby DB alert log 

2020-06-14T14:00:27.609+09:00 

FSFO SetState(st=20 "CLR LAGGING", fl=0x0 "", ob=0x0, tgt=0, v=0) 

2020-06-14T14:01:23.356+09:00 

FSFO SetState(st=20 "CLR LAGGING", fl=0x0 "", ob=0x0, tgt=0, v=0) 

2020-06-14T14:01:25.296+09:00 

Data Guard Broker Status Summary: 

  Type                        Name                             Severity  Status 

  Configuration               p_config                          Warning  ORA-16608: one or 

more members have warnings 

  Primary Database            stby                              Warning  ORA-16824: multiple 

warnings, including fast-start failover-related warnings, detected for the database 

Physical Standby Database   prim                                Error  ORA-16661: the standby 

database needs to be reinstated 

 

-- Standby DB 

* Shutdown abort 수행 전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stby             READ ONLY WITH  APPLY PHYSICAL STANDBY  NOT ALLOWED    ENABLED 

 

* Shutdown abort 수행 후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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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tby    READ WRITE      PRIMARY           NOT ALLOWED   ENABLED 

=> 얼마 후 SWITCHOVER_STATUS 는 TO STANDBY 로 바뀜 

 

# Failed 된 Primary DB Reinstate 수행 

장애가 발생한 prim DB 를 mount 하면 자동으로 reinstate 가 수행됩니다. 

open 상태로 올리면 physical standby 로 switch 되므로 복원을 수행하기위해 mount 상태로 올립니

다. 

-- 이전 Primary DB (prim) 

SQL> startup mount 

ORACLE instance started. 

Total System Global Area 1241513488 bytes 

Fixed Size      8896016 bytes 

Variable Size    318767104 bytes 

Database Buffers   905969664 bytes 

Redo Buffers      7880704 bytes 

Database mounted. 

 

-- 옵저버 로그 

[W000 2020-06-14T14:06:12.984+09:00] Connection to the new standby restored! 

[W000 2020-06-14T14:06:45.049+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stby. 

[W000 2020-06-14T14:06:46.049+09:00] Connection to the primary restored! 

[W000 2020-06-14T14:06:46.049+09:00] Wait for new primary to be ready to reinstate. 

[W000 2020-06-14T14:06:47.055+09:00] New primary is now ready to reinstate. 

[W000 2020-06-14T14:06:48.055+09:00] Issuing REINSTATE command. 

 

2020-06-14T14:06:48.055+09:00 

Initiating reinstatement for database "prim"... 

Reinstating database "prim", please wait... 

[W000 2020-06-14T14:07:10.109+09:00] The standby prim is ready to be a FSFO target 

Reinstatement of database "prim" succeeded 

2020-06-14T14:07:25.337+09:00 

[W000 2020-06-14T14:07:26.136+09:00] Successfully reinstated database prim. 

 

-- Primary DB alert log 

IM on ADG: Start of Empty Journal  

IM on ADG: End of Empty Journal  

PR00 (PID:7824): Managed Standby Recovery starting Real Time Apply 

2020-06-14T14:07:22.2188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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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Media Recovery started with 4 slaves 

2020-06-14T14:07:22.226060+09:00 

Media Recovery start incarnation depth : 1, target inc# : 2, irscn : 1650853 

stopping change tracking 

2020-06-14T14:07:22.300690+09:00 

PR00 (PID:7824): Media Recovery Log /arch/1_42_1042733798.arc 

2020-06-14T14:07:22.390109+09:00 

PR00 (PID:7824): Resetting standby activation ID 40101307 (0x263e5bb) 

2020-06-14T14:07:22.392209+09:00 

Media Recovery End-Of-Redo indicator encountered 

2020-06-14T14:07:22.392389+09:00 

Media Recovery Continuing 

2020-06-14T14:07:23.101228+09:00 

PR00 (PID:7824): Media Recovery Log /arch/1_1_1043070908.arc 

2020-06-14T14:07:24.157809+09:00 

PR00 (PID:7824): Media Recovery Log /arch/1_2_1043070908.arc 

PR00 (PID:7824): Media Recovery Waiting for T-1.S-3 (in transit) 

2020-06-14T14:07:24.248240+09:00 

Recovery of Online Redo Log: Thread 1 Group 103 Seq 3 Reading mem 0 

  Mem# 0: /oradata/PRIM/standbylog/standby_group_103.log 

2020-06-14T14:08:25.564254+09:00 

 rfs (PID:7818): Changing standby controlfile to MAXIMUM AVAILABILITY level 

2020-06-14T14:08:25.568720+09:00 

 rfs (PID:7818): Selected LNO:101 for T-1.S-4 dbid 40068134 branch 1043070908 

2020-06-14T14:08:25.603722+09:00 

ARC0 (PID:7608): Archived Log entry 60 added for T-1.S-3 ID 0x267bfc6 LAD:1 

2020-06-14T14:08:25.630873+09:00 

PR00 (PID:7824): Media Recovery Waiting for T-1.S-4 (in transit) 

2020-06-14T14:08:25.631711+09:00 

Recovery of Online Redo Log: Thread 1 Group 101 Seq 4 Reading mem 0 

  Mem# 0: /oradata/PRIM/standbylog/standby_group_101.log 

 

-- Primary DB 

[oracle@prim ~]$ dgmgrl sys/oracle@PRIM 

DGMGRL>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 p_config 

  Protection Mode: MaxAvailability 

  Members: 

  stby - Primar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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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 - (*) Physical standby database  

Fast-Start Failover: Enabled in Potential Data Loss Mode 

Configuration Status: 

SUCCESS   (status updated 36 seconds ago) 

 

-- Primary DB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prim           READ ONLY WITH APPLY  PHYSICAL STANDBY  NOT ALLOWED    ENABLED 

 

SQL> select instance_name,status from v$instance; 

INSTANCE_NAME  STATUS 

---------------- ------------ 

prim   OPEN 

=> Reinstate 후 자동으로 OPEN 상태이며 실시간 current log 를 적용함 

 

 

# Fast-start Failover 수행 후 원래 Primary DB 를 정상적으로 Reinstate 하였으므로 SWITCHOVER 를 

하여 원래 구성으로 되돌립니다. 

-- Standby DB 

[oracle@prim ~]$ dgmgrl sys/oracle@STBY 

DGMGRL>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 p_config 

  Protection Mode: MaxAvailability 

  Members: 

  stby - Primary database 

    prim - (*) Physical standby database  

Fast-Start Failover: Enabled in Potential Data Loss Mode 

Configuration Status: 

SUCCESS   (status updated 47 seconds ago) 

 

DGMGRL> switchover to prim  

Performing switchover NOW, please wait... 

Operation requires a connection to database "prim" 

Connecting ... 

Connected to "prim" 

Connected as SYS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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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imary database "prim" is opening... 

Operation requires start up of instance "stby" on database "stby" 

Starting instance "stby"... 

Connected to an idle instance. 

ORACLE instance started. 

Connected to "stby" 

Database mounted. 

Database opened. 

Connected to "stby" 

Switchover succeeded, new primary is "prim"  

 

-- 옵저버 로그 

[W000 2020-06-14T14:24:18.262+09:00] Failed to ping the standby. 

[W000 2020-06-14T14:24:24.274+09:00] Primary database has changed to prim. 

[W000 2020-06-14T14:24:24.278+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W000 2020-06-14T14:24:24.278+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prim. 

[W000 2020-06-14T14:24:24.330+09:00] Connection to the primary restored! 

[W000 2020-06-14T14:24:25.342+09:00] Disconnecting from database prim. 

[W000 2020-06-14T14:24:30.382+09:00] Standby database has changed to stby. 

[W000 2020-06-14T14:24:30.384+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W000 2020-06-14T14:24:30.384+09:00] Try to connect to the primary prim. 

[W000 2020-06-14T14:24:30.446+09:00] Connection to the primary restored! 

[W000 2020-06-14T14:24:31.450+09:00] Disconnecting from database prim. 

[W000 2020-06-14T14:25:00.521+09:00] The standby stby is ready to be a FSFO target 

 

-- Standby DB alert log 

Completed: ALTER DATABASE RECOVER MANAGED STANDBY DATABASE DISCONNECT  NODELAY 

2020-06-14T14:25:01.137732+09:00 

TT02 (PID:4308): Clearing ORL LNO:1 complete 

TT02 (PID:4308): Clearing ORL LNO:2 /oradata/STBY/redo02.log 

Clearing online log 2 of thread 1 sequence number 2 

 

==> /oracle/base/diag/rdbms/stby/stby/trace/drcstby.log <== 

2020-06-14T14:25:01.526+09:00 

Master observer begins pinging this instance 

 

==> /oracle/base/diag/rdbms/stby/stby/trace/alert_stby.log <== 

TT02 (PID:4308): Clearing ORL LNO:2 complete 

TT02 (PID:4308): Clearing ORL LNO:3 /oradata/STBY/redo03.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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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ing online log 3 of thread 1 sequence number 3 

2020-06-14T14:25:02.456457+09:00 

TT02 (PID:4308): Clearing ORL LNO:3 complete 

2020-06-14T14:25:07.460022+09:00 

TT02 (PID:4308): Waiting for all non-current ORLs to be archived 

2020-06-14T14:25:07.460171+09:00 

TT02 (PID:4308): All non-current ORLs have been archived 

 

==> /oracle/base/diag/rdbms/stby/stby/trace/drcstby.log <== 

2020-06-14T14:25:08.260+09:00 

Starting redo apply services... 

2020-06-14T14:25:20.215+09:00 

FSFO SetState(st=20 "CLR LAGGING", fl=0x1 "AVAIL", ob=0x0, tgt=2, v=10) 

 

-- Primary DB 상태 

SQL> select instance_name,status from v$instance; 

INSTANCE_NAME  STATUS 

---------------- ------------ 

prim   OPEN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prim   READ WRITE     PRIMARY      TO STANDBY    ENABLED 

 

-- Standby DB 상태 

SQL> select instance_name,status from v$instance; 

INSTANCE_NAME  STATUS 

---------------- ------------ 

stby   OPEN 

 

SQL> SELECT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d_broker FROM 

v$database; 

DB_UNIQUE_NAME   OPEN_MODE       DATABASE_ROLE     SWITCHOVER_STATUS   DATAGUAR 

--------------------  --------------------     ----------------       --------------------      -------- 

stby          READ ONLY WITH APPLY  PHYSICAL STANDBY  NOT ALLOWED   ENABLED 

 

 



- 82 - 

본 산출물의 내용은 굿어스 데이터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유출 및 공개를 금지합니다. 

# FSFO 비 활성화 

-- Primary DB 

[oracle@prim ~]$ dgmgrl sys/oracle@PRIM 

DGMGRL> disable FAST_START FAILOVER 

Disabled. 

 

# 옵저버 중지 

-- Standby DB 

[oracle@prim ~]$ dgmgrl sys/oracle@STBY 

DGMGRL> stop observer  

Observer st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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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GMGRL / 기타 명령어 

7.1. Start Observer 

DGMGRL 을 실행하여 SYS 권한으로 로그인하여 옵저버를 시작해야합니다. 

$ dgmgrl sys/oracle@prim  

DGMGRL> start observer; 

Observer started 

 

7.2. Check Flashback Database retention 

Failover 후 이전 Primary 를 옵저버가 자동 복원(reinstate) 하기 위해 Flashback Database 에 

최소 30 분의 history 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Failover 수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history 가 

없을 시 옵저버가 복원할 수 없고 백업 또는 primary duplication 으로 수동 복원해야합니다. 

SQL>  

select (sysdate - oldest_flashback_time)*24*60 as history  

from v$flashback_database_log; 

 

HISTORY 

---------- 

4449.63333 

 

7.3. standby_became_primary_scn 

Reinstate 수행 시 check 하는 컬럼이며 이전 standby 가 새 primary 가 된 scn 을 결정합니다. 

Failover 후 새 primary 에서 아래의 쿼리를 실행하여 scn 을 확인합니다. 

SQL> select to_char(standby_became_primary_scn) from v$database; 

 

TO_CHAR(STANDBY_BECAME_PRIMARY_SCN) 

----------------------------------- 

1042388 

 

7.4. StatusReport 

Broker 의 데이터베이스 속성은 spfile 파라미터에 해당하며, broker 는 role change, database start/stop, 

기타 이벤트를 alter system 명령을 직접 실행하여 파라미터 값을 유지보수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값이 

외부에서 수정되면 경고(warning) 이 발생합니다. 경고가 발생한 파라미터의 정보를 보고싶으면 아래의 

명령어를 수행하면 볼 수 있습니다. 

 

DGMGRL> show database prim StatusReport 



- 84 - 

본 산출물의 내용은 굿어스 데이터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유출 및 공개를 금지합니다. 

STATUS REPORT  INSTANCE_NAME   SEVERITY ERROR_TEXT 

 

DGMGRL> show database stby StatusReport 

STATUS REPORT   INSTANCE_NAME   SEVERITY ERROR_TEXT 

 

# 파라미터 값의 변경이 없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음 

 

7.5. Enable Fast-Start Failover 

FSFO 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하며 broker 는 configuration 에 발견

된 문제를 report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protection mode 와 LogXptMode 속성이 일치하지 않

으며 primary 또는 standby 에서 Flashback Database 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입니다. 

FSFO 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준비가 다 끝난게 아니라 옵저버가 필요합니다. 

 

FSFO 를 활성화하면 Broker 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옵저버를 찾습니다. 

Show configuration 으로 확인해보면 broker 가 warning 을 report 합니다. (warning 이 바로 안뜨는 경우 

1 분동안 옵저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위해 탐색합니다.) 

 

show configuration Configuration Name: p_config Enabled: YES Protection Mode: MaxAvailability 

Databases: db1_a - Primary database db1_b - Physical standby database - Fast-Start Failover target 

Fast-Start Failover: ENABLED Current status for "p_config": Warning: ORA-16608: one or more 

databases have w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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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ference 

 https://docs.oracle.com/en/database/oracle/oracle-database/19/dgbkr/examples-using-data-

guard-broker-DGMGRL-utility.html#GUID-D399C53D-793E-44EE-80FC-D1F4D0A1D974 

 https://support.oracle.com/epmos/faces/DocumentDisplay?_afrLoop=239835832862554&id=130

5019.1&displayIndex=1&_afrWindowMode=0&_adf.ctrl-state=1cocd2yync_119#aref_section26 

 https://support.oracle.com/epmos/faces/DocumentDisplay?_afrLoop=244469777777383&id=358

040.1&displayIndex=1&_afrWindowMode=0&_adf.ctrl-state=1cocd2yync_527 

 11.2 Data Guard Physical Standby Switchover Best Practices using the Broker (Doc ID 1305019.1) 

 12c Dataguard Switchover Best Practices using DGMGRL(Dataguard Broker Command Prompt) 

(Doc ID 1582837.1) 

 What database service should be used for Oracle Data Guard Redo Transport and Broker 

connections? (Doc ID 1937089.1) 

 Oracle Data Guard Broker and Static Service Registration (Doc ID 1387859.1) 

 https://www.oracle.com/technical-resources/articles/smiley-fsfo.html 

 https://docs.oracle.com/database/121/DGBKR/sofo.htm#DGBKR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