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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ᅩ라클.indb   3 2018. 2. 8.   오후 4:05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또는 상표)이며,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mjlee@dataforum.io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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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앞서 번역했던 두 책과 마찬가지로 오라클의 아키텍처(내부 구성)를 다루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반 이론들을 오라클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설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책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데이터의 일관성’이며, 대부분의 

책에서도 이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관

성을 가지지 못하면 제 역할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활용할 수 없는 데

이터가 마구잡이로 보관된 저장소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금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여 이러한 데이터도 가공하고 활

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저는 오라클과 관련된 컨설팅 및 AWS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와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의 역할을 축소하고 역할 중 일부를 NoSQL 등이 이어받도록 하는 형태로 아키텍

처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역할의 축

소일 뿐 중심 기능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오라클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상황으로 오라클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옮긴이 머리말

옮긴이 머리말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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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이 책을 ‘데이터 일관성이 왜 중요한가?’와 ‘왜 오라클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읽는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다시는 떠올리

고 싶지 않은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위즈베이스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

다. 특히, 위즈베이스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한태 대표이사님, 

박태욱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KT KOS 프로젝트 및 DR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오픈하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해 준 차세대 프로젝트 TA 팀 그리고 롯데 통합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

행하느라 많은 고생을 한 B2 TECH 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출간되기까

지 바쁜 와중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주)투씨에스지 윤병훈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힘들 때 위로해 주는 20년 지기 최고의 벗 송창호 님에

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언제나 나를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1년 된 이찬율!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번역상의 오류, 제안 그리고 오라클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메일(mjlee@

dataforum.io)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이민재

옮긴이 머리말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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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Oracle Database, 이하 오라클)의 아키텍처에 관해 설명하

는 입문서입니다. 2008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5번의 증쇄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분께서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신 오라클 버전인 12c에 맞춰 개정한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라클은 첫 버전을 선보인 지 30년 된, 오랜 역사를 가진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버전이 올라갈 때

마다 아키텍처가 업데이트되기도 하고 기능이 개선되거나 추가되면서 최근 들어

서 가장 다루기 쉬운 RDBMS로 진화하였습니다. 오라클의 진화는 비행기의 진화

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비행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

하면서 조종간 같은 제어 장치를 조작’해야 했지만,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계기판

의 수가 줄어들고 조작해야 하는 제어 장치도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자동 운항, 

자동 이착륙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최신식 비행기가 조종사의 작업 부하를 

현격히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라클은 개발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작업 

부담을 줄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 단계에서는 개발할 때의 설계 작업이나 운영할 때의 관리 작

업을 완전히 없앤 수준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드웨어나 OS 구성에 제약이 있고, 

시스템의 요건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장애가 발생했을 

때나 성능이 느려져 튜닝이 필요할 때마다 문제를 분석하고 병목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라

머리말

머리말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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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아키텍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설계 작업이나 관리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그림을 이용

해 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아키텍처를 확인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호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오라클을 제대로 이해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와타베 료타

머리말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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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기에 앞서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전제를 여기에 기재하였습니다.

대상 독자

이 책은 앞으로 오라클을 사용해야 하는 초심자와 오라클을 사용한 시스템을 개

발, 관리한 경험이 있는 SE(시스템 엔지니어) 및 DBA(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독자가 컴퓨터, SQL 그리고 오라클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 자격증인 OCA/OCP/OCM 등을 취득하기 위한 참고 도서로도 도움

이 됩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오라클 버전

이 책은 오라클 10g R1부터 12c R2 버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 내용

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문에 별도로 표기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버전을 설명하였습니다.

샘플 코드를 실행할 때 주의점

이 책에서는 학습을 돕기 위해 본문과 관련된 아키텍처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샘

플 코드와 실행 예 및 결과를 함께 실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샘플 코드는 특별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에 대하여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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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급이 없으면 SYSDBA 권한을 지정한 SYS 계정으로 로그인해 SQL문을 실행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할 때는 OS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

어야 합니다. OS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명시적으로 SYS 계정

을 지정해 오라클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 책의 샘플 코드를 실행했을 때 ‘ORA-

00942: table or view does not exist.’ 에러가 발생한다면 SYS 계정으로 접속한 것

이 아니므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행 결과는 일부를 제외하곤 윈도우용 오라클에서 샘플 코드를 실행한 결

과를 실었습니다. 유닉스(UNIX)/리눅스(Linux)용 오라클을 사용할 때는 디렉터리

(path)의 구분자(\, /)를 적절히 변경해야 합니다.

이 책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실행 예는 집필 시에 생성한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

로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같은 SQL문을 실행하더라도 결과는 환경에 따라 다

를 수 있습니다. 또한, DML문이나 DDL문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채로 예

문을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실행할 때는 DBA

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실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이 책의 서식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문 구성과 내용에 따라 별도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서식

다음과 같이 표시된 서식은 해당 항목과 관련된 서식이나 공식을 표시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실제 사용할 때는 ‘<>’(홑화살괄호) 안의 내용을 임의의 값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 ]’(대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GRANT <오브젝트 권한> ON <오브젝트> TO <부여 대상 계정> [WITH GRANT OPTION];

서식 서식 예

이 책에 대하여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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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식이나 본문에 나오는 아래의 기호들은 각 데이터베이스 환경마다 다릅니

다. 여러분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표 00-00 데이터베이스 환경값

기호 내용

<SID>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SID

<ORACLE_HOME>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ORACLE_HOME 디렉터리

<ORACLE_BASE>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ORACLE_BASE 디렉터리

실행 예·SQL 예

다음 형식은 해당 항목에서의 실행 예나 SQL 예를 나타냅니다. 실행 예는 

SQL*Plus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시된 SQL이나 출력 

결과 안의 ❶은 본문에서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추가해 둔 부분입니다. 실제의 실

행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 앞부분에 적혀 있는 ‘SQL>’은 SQL*Plus의 명

령어 프롬프트를 의미하고, ‘C:\’는 윈도우 명령어 프롬프트(또는 DOS 프롬프트)를 의

미합니다.

실행 예 00-00 샘플

SQL> connect / as sysdba
SQL> SELECT tablespace_name, username, max_bytes FROM DBA_TS_QUOTAS
  2  WHERE username = 'TEST';

TABLESPACE_NAME                USERNAME            BYTES     MAX_BYTES
------------------------------ ------------ ------------ -------------
USERS                          TEST                    0      10485760

SQL> connect test_quota/ test
Connected.

SQL> CREATE TABLE test1 (n varchar2(10)) STORAGE (INITIAL 10M);  ❶

Table created.

SQL> CREATE TABLE test0 (n varchar2(10)) STORAGE (INITIAL 10M);
 create table test0 (n varchar2(10)) storage (initial 10M)

이 책에 대하여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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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at line 1:
ORA-1536: space quota exceeded for tablespace 'USERS'

매뉴얼 다운로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매뉴얼은 OTN(Oracle Technology Network)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 아키텍처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매뉴얼은 

아래에 발췌해 두었으니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독자께서는 참고해 주세요.

오라클 버전마다 매뉴얼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 버전

에 맞는 매뉴얼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매뉴얼은 OTN의 매뉴얼 페이지에

서 ‘[Database] ➞ [해당 버전 선택] ➞ [DOWNLOAD]’를 통해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웹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한 문서만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Concepts

 ● Administrator’s Guide

 ● Reference

 ● SQL Language Reference

 ● Performance Tuning Guide

OTN(Oracle Technology Network) 

http://www.oracle.com/technetwork/index.html

OTN 매뉴얼(Database Documentation)

http://docs.oracle.com/en/database/

이 책에 대하여x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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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정(SK주식회사)

이 책은 오라클의 큰 구성 요소부터 상세한 설정값까지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숲

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명확한 설명

이 매력적이고, 많은 그림과 예시를 활용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오라클 내부 구조를 이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명준(ebay korea)

블랙박스처럼 구조를 알지 못하고 SQL로만 사용했던 오라클에 관해 깊숙이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단순 구조에 대한 그림이 아닌, 파일까지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DB

를 좀 더 알고 싶고, 향후 DBA가 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김주현(위즈베이스)

오라클 아키텍처를 공부하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을 공

부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구성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

도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를 업으로 삼지 않는 일반 운전자도 

자동차의 구조와 내부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스터디나 학원 교재로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

다. 오라클을 시작하는 분에게 적극 권합니다.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 후기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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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훈((주)투씨에스지)

초보자에게 오라클 아키텍처를 가장 쉽게 이해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림

을 그리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정적인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같은 

동적인 흐름까지 도식화하였기 때문에 오라클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중급 레벨에 도달한 DBA에 이르기

까지 오라클 아키텍처를 공부하려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요셉(지나가던 IT인)

최근에 읽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도서 중 가장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책 자체의 

구성과 내용이 워낙 균형 잡혀 있어서 DBA뿐만 아니라 일반 개발자도 읽어 볼 만

합니다. 한글 번역도 부드럽게 잘 읽힙니다. 쿼리를 짜기도 하고 기초적인 관리도 

할 줄 알지만 항상 내부 구조가 궁금했던 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재빈(안랩) 

오라클의 전체 흐름을 그림으로 보여 준 후 각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다시 말해 오라클이라는 숲과 나무를 잘 볼 수 있게 해 주는 책입니다. 오라클의 

구조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라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데

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성만((주)Incowiz)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처리 내용과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배

울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DB 엔지니어와 시

스템 엔지니어들이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 내부 작동 구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

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타리더 후기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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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근

오라클 아키텍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독자의 이해를 돕는 책입니다. 저자의 의

도에 따라 한 파트씩 배우다 보면 전체 영역을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는 분께 권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을 좀 더 구

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전체를 이해하고 싶은 분께도 추천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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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라클의 아키텍처를 
배워야 하는가

시 작 하 며

시작하며 왜 오라클의 아키텍처를 배워야 하는가xxviii

이 책은 오라클의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란 소프트

웨어 내부의 구조이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오라클의 아키텍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오라클 역시 단순한 

소프트웨어이므로 기능만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에 따라서는 다른 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처리 중심의 기업을 위한 IT 시스템에서는 RDBMS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

며, 아키텍처를 알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의 설계,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설계, 튜닝, 트

러블슈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RDBMS입니다. 기업을 위한 

IT 시스템 중 대부분이 RDBM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

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RDBMS 안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

고 있는 것이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규모에 상관없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것으

로 설계·구축·운영 등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익힐 수 있습

니다. 또한, RDBMS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고 저마다의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오라클의 아키텍처를 공부해 두는 것만

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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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MS(오라클)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IT 시스템은 복잡한 과학적인 계산이나 멀티미디

어 데이터(영상 등) 처리, 장비나 센서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기

업의 IT 시스템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변경하며 차

후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누적하는 등의 기능이 주를 이룹니다.

데이터는 매상이 오르거나 상품이 출하되면 변경되며, 기업에서는 그렇게 변경되

고 누적된 데이터를 관리에 활용합니다. 즉, 기업의 여러 시스템 중심에는 RDBMS

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아키텍처의 중요성

IT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RDBMS가 동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

이 발생할까요? 혈관의 흐름이 멈춘 사람처럼 데이터의 흐름이 멈추고, 기업의 활동

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RDBMS가 기업이 요구하는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한

다는 것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IT 시스템, 즉 기업의 영업 활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성능을 유지한 

채 운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라클 아키텍처를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요? 이 부분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IT 시스템의 특성이나 오라클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IT 시스템의 특성

기업에서 사용하는 IT 시스템은 시스템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이나 성능이 크게 다

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IT 시스템이 그 회사만을 위해 구축되었다는 점입

기업에서 사용하는 IT 시스템의 특성 x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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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나 솔루션, 네트워크 구성 

등의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의 특성

오라클은 다양한 업무 요건에서 발생하는 여러 동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

템 설계/물리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

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 파일의 배치와 크기, 초기에 기동하는 프로세스의 수, 최

대 프로세스의 수, 처리에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 등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

니다.

오라클에서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 큰 이점이지만, 모든 설계 패턴

에서 얻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설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

과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라클의 아키텍처에 

관한 이해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크기를 늘릴 때 어떤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키텍처 

레벨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파일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나 메모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의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것이 시스템 도입 전 단계인 설계 시점에서만 도움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T 시스템의 운영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

을 수는 없으며, 도입 후에도 운영 상황이나 사용 상황에 따라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거나 커스터마이즈, 튜닝, 트러

블슈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을 튜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키텍처 레벨에서 오라클 내부의 동작을 이

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트러블슈팅을 할 때

시작하며 왜 오라클의 아키텍처를 배워야 하는가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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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생한 에러의 원인을 분석할 수 없을 것이며, 하드웨어의 증설, 네트워크 개선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동작 환경이 바뀌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입

니다.

위에서 열거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키텍처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키

텍처를 제대로 이해한 후 최적의 방법론을 이끌어내는 엔지니어와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트러블슈팅만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가용성 

면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오라클 아키텍처 개요’에서는 오라클의 전체 아키텍처와 오라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프로세스, 파일, 메모리)에 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2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지식입니다. 오라클이 여러 처리

를 수행할 때 내부의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연계되어 동작하는지를 이해할 필요

가 있습니다.

2부 ‘스키마 오브젝트와 데이터 저장 방식’에서는 유저와 스키마의 개념, 테이블, 

인덱스, 뷰, 머티리얼라이즈드 뷰(Materialized View) 등의 스키마 오브젝트와 해당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오라클에 저장되는 방식에 관해 설명합니다. 2부의 내용을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존재하며 SQL의 처리 대상인 오브젝트’와 ‘OS상에 존재하

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파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3부 ‘SQL 처리 원리’에서는 오라클에서 조회/변경 SQL문을 실행할 때의 내부 동

작을 설명합니다. SQL문을 실행할 때 1부에서 설명한 구성 요소가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동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만, 이 부분의 설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의 구성 x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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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장에서 설명하는 인덱스나 데이터의 저장 방식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앞으로 SQL문을 튜닝할 때 필요한 기초 지식입니다.

4부 ‘트랜잭션 처리’에서는 트랜잭션의 개념과 ACID 특성 그리고 오라클에서 트랜

잭션을 구현하는 방식과 오라클 특유의 트랜잭션 개념을 설명합니다. 오라클은 3

부 ‘SQL 처리 원리’에서 설명하는 변경 처리를 트랜잭션으로 실행합니다. 여기서는 

독자들이 트랜잭션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들을 순서도로 표현

하여 설명했습니다. 트랜잭션은 RDBMS 제품마다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많으

므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부 ‘기동과 정지 그리고 복구 원리’에서는 오라클의 기동/종료 및 복구할 때의 내

부 동작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DBA에 관해 설명하지만, 개발 환경에서 오

라클을 운영해야 하는 분에게도 유용합니다. 또한, 복구는 트랜잭션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트랜잭션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부 ‘Oracle Net Services와 클라이언트/서버’에서는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오라클

에 접근하는 방식 중 하나인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Oracle 

Net Services의 구성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Oracle Net Services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면 트러블슈팅 시의 네트워크 관련 문제도 원활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며 왜 오라클의 아키텍처를 배워야 하는가x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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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오라클 아키텍처 개요

S E C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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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01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

chapter 02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프로세스

chapter 03   데이터 파일과 관련된 구성 요소

chapter 04   REDO 로그 파일과 REDO 데이터

chapter 05   서버 파라미터 파일과 컨트롤 파일

chapter 06   오라클의 메모리 관리

chapter 07   그 밖의 구성 요소

1부에서는 오라클 아키텍처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와 인스

턴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영속적인 파일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세스, 

메모리 같이 동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인스턴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라클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이 책 

전반에서 설명하는 오라클 아키텍처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2부 이후부터 모

르는 내용이 있을 때는 1부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SECTION I  오라클 아키텍처 개요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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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에서는 오라클 아키텍처의 전체 모습을 설명하기에 앞

서 큰 구성 요소인 ‘오라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설명합니다. 각 

구성 요소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차례대로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전체 모습

을 익힌다는 느낌으로 읽어 주세요. 특히, 인스턴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라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기동한 후에 인스턴스에 접속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 1-1]은 오라클 아키텍처의 전체 모습이며, 그림에서 색칠된 점선 안에 있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에 관련된 구성 요소입니다.

,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

C H A P T E R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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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라클 아키텍처의 전체 모습

또한 이 책에서는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이 [그림 1-1]을 이용해 이번 장에는 어떤 

부분을 설명할 것인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전체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을 공부

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인식하며 읽어 나가면 오라클에 관한 이해도가 좀 더 깊어

질 것입니다.

오라클 소프트웨어

오라클을 구축할 때는 우선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치한 오라클 소프

트웨어에 포함된 DBCA(Database Configuration Assistant)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와 인

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를 설명하기에 앞서 오라클

을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라클 소프트웨어와 오라클의 관계를 설명하겠

습니다.

CHAPTER 01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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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_HOME과 ORACLE_BASE

오라클 소프트웨어는 CD-ROM이나 DVD-ROM 등의 설치 미디어나 OTN(Oracle 

Technology Network)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에 포함된 

OUI(Oracle Universal Installer)라는 인스톨러를 실행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을 OUI를 이용해 설치할 때는 ORACLE_HOME과 ORACLE_BASE라 불리는 

두 가지 디렉터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ORACLE_HOME은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디렉터리이며, ORACLE_BASE

는 오라클에 관한 여러 가지 파일을 배치하는 거점이 될 디렉터리입니다. 일반적으

로 ORACLE_BASE는 ORACLE_HOME으로 지정한 디렉터리의 상위 디렉터리에   

설정합니다.

또한 OUI에서는 ORACLE_HOME이 ‘Oracle Home’이나 ‘소프트웨어 위치(Software 

Location)’로 표기되며, ORACLE_BASE는 ‘Oracle Base’로 표기됩니다. 

그림 1-2 ORACLE_HOME과 ORACLE_BASE 지정

오라클 소프트웨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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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_HOME 디렉터리 아래에는 여러 디렉터리가 만들어지고 파일들이 설치

됩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디렉터리는 [표 1-1]과 같습니다.

표 1-1 ORACLE_HOME의 중요한 디렉터리

디렉터리명 용도

database 윈도우 버전 오라클의 서버 파라미터 파일이나 패스워드 파일이 존재1

dbs 유닉스/리눅스 버전 오라클의 서버 파라미터 파일이나 패스워드 파일이 존재

network/admin 네트워크 접속과 관련된 설정 파일이 존재2

bin
SQL*Plus 등 오라클 관련 프로그램과 오라클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므로 셸이나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 변수에 PATH를 설정해 놓으면 유용

sqlplus SQL*Plus 관련 파일이 존재

rdbms/admin 오라클 관련 SQL 파일이 존재

inventory 설치한 도구들에 관한 정보나 ORACLE_HOME에 관련된 정보가 존재

  DBCA와 SID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DBCA라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용 도구가 함께 설치

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며, 생성할 때는 ‘전역 데이터베

이스 이름(global database name)’과 ‘SID’를 지정해야 합니다.

1	  서버 파라미터 파일에 관한 내용은 5장 ‘서버 파라미터 파일과 컨트롤 파일’에서 설명하고, 패스워드 파

일에 관한 내용은 7장 ‘그 밖의 구성 요소’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2	  이 디렉터리에 존재하는 파일에 관련된 내용은 20장 ‘기본적인 접속 형태와 Net Services의 구성’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CHAPTER 01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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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역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SID 지정

전역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특정하기 위한 명칭입

니다. DB_NAME(데이터베이스 이름)과 DB_DOMAIN(데이터베이스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아래 서식과 같은 형태로 설정됩니다. DB_DOMAIN이 지정되지 않을 때는 데이

터베이스 이름과 같은 값으로 설정됩니다.

<DB_NAME>.<DB_DOMAIN>

전역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네트워크 내에서 같은 DB_NAME을 가진 복수의 데이

터베이스가 존재할 때 유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DB_DOMAIN을 다르게 설정

하면 같은 DB_NAME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식별자(SID, System Identifier)는 인스턴스의 식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SID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DB_NAME(데이터베이스 이름)과 같은 값으로 설정합니다. 한 

서버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인스턴스마다 다른 SID를 지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라클 소프트웨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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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파일과 컨트롤 파일 등으로 구성되며, 

인스턴스는 SGA(System Global Area)라고 불리는 메모리 영역과 백그라운드 프로세

스라 불리는 프로세스들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오라클의 구성에서 데이터베이스

와 인스턴스는 [그림 1-4]와 같이 1:1로 대응됩니다(싱글 구성3).

그림 1-4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

또한 이 책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기재한 부분은 ‘컨트롤 파일’, ‘데이터 파일’, 

‘REDO 로그 파일’로 구성된 [그림 1-4]에서 표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며, ‘오

3	  RAC(Real Application Cluster)라 불리는 클러스터 구성에서는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인스턴스

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20쪽).

CHAPTER 01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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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클’이라고 기재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등으로 이루어진 오라클 데이

터베이스 전체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한 개 이상의 데이터 파일과 두 개 이상의 REDO 로그 파일, 한 

개 이상의 컨트롤 파일로 구성됩니다.

그림 1-5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표 1-2]는 파일 종류별로 파일이 저장되는 데이터나 파일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 1-2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

파일 종류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 크기

데이터 파일

테이블

인덱스

UNDO 데이터

임시(temp) 데이터

수MB~수TB. 저장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파

일의 크기가 다르다.

REDO 로그 파일 변경 이력
일반적으로 수십MB~수백MB 정도이며, 데이터 

변경량이 많을 때는 큰 파일 크기를 사용한다.

컨트롤 파일 제어 정보 수백KB~수MB

오라클은 위 표의 파일 세 종류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퍼포먼스를 확보하고 관

리를 편리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닉스라면 ls 명령어, 윈도우라면 파일 탐색기  

등을 이용해 실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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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에는 사용자가 생성한 테이블이나 인덱스 등의 데이터가 보관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데이터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의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파일도 커집니다. 또한 테이블이나 인덱스 외에도 과거의 데이터인 ‘UNDO 

데이터’, 작업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임시(temp) 데이터’, 시스템 관리용 데이터도 

보관됩니다.4

REDO 로그 파일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이력은 REDO 로그 파일에 순차적으로 기록됩니다. 오라클은 

여러 개의 REDO 로그 파일을 로테이션해 가면서 변경 이력을 기록하므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최소 두 개 이상의 REDO 로그 파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REDO 로그 파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REDO 로그 파일 한 개를 다 쓰고 

나면, 나머지 한 개의 REDO 로그 파일에 변경 이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REDO 로그 파일의 공간도 다 쓰고 나면 원래의 REDO 로그 파일로 되돌아가 변

경 이력을 기록합니다. 그때 이전에 기록했던 변경 이력은 덮어씌워집니다.5

컨트롤 파일

컨트롤 파일에는 데이터 파일이나 REDO 로그 파일의 보관 장소(디렉터리)나 각 파

일의 최종 변경 시간 등과 같은 제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컨트롤 파일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시스템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작게는 몇백 KB에서 몇백 

MB 정도입니다. 또한 컨트롤 파일은 한 개만 있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만, 중요한 정보들이 보관돼 있으므로 다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6

4	 데이터 파일에 관한 내용은 3장 ‘데이터 파일과 관련된 구성 요소’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5	 REDO 로그 파일에 관한 내용은 4장 ‘REDO 로그 파일과 REDO 데이터’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6	 컨트롤 파일에 관한 내용은 5장 ‘서버 파라미터 파일과 컨트롤 파일’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CHAPTER 01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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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스

인스턴스가 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라클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인스턴스는 

SGA(System Global Area)라 불리는 메모리 영역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로 구성됩

니다. [그림 1-6]에서는 인스턴스에 포함되는 각 프로세스와 메모리 영역을 기재해 

두었으나 먼저 가장 큰 묶음인 SGA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역할에 관해 설명

하겠습니다. 또한 인스턴스는 프로세스와 메모리 영역으로 구성되므로 데이터베이

스가 정지돼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 1-6 인스턴스의 구성 요소

SGA

SGA는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 REDO 로그 버퍼, 공유 풀(Shared Pool), 라지 풀

(Large Pool), 자바 풀(Java Pool)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프로세스 간에 공유하는 메모

리 영역입니다. 인스턴스를 기동하면 오라클은 초기화 파라미터라 불리는 설정값에 

설정된 만큼의 SGA 공간을 확보합니다.7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인스턴스의 기동에 맞춰 시작합니다. 이 프로세스들은 사

7	 SGA에 관련된 내용은 6장 ‘오라클의 메모리 관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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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감시하거나 데이터를 파일

에 기록하는 등의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수행합니다.

  SID와 ORACLE_SID 환경 변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SQL*Plus 등)이 오라클을 사용할 때는 우선 인스턴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스턴스는 ‘SID’라 불리는 식별자로 식별되므로 ORACLE_SID 

환경 변수에 인스턴스의 SID를 설정하고, 접속할 인스턴스를 지정합니다(로컬 접속일 

때8). 예를 들어, 같은 서버에 ‘ORCL’과 ‘PROD’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 존재하고 있다면, 서버 안에 ‘ORCL’과 ‘PROD’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인스

턴스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림 1-7 ORACLE_SID로 인스턴스를 식별

8	  로컬 접속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오라클이 있는 장비에서 실행했을 때 사용하는 접속 방식입니

다(374쪽).

CHAPTER 01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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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을 보면 SQL*Plus로 ORCL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 환경 변수 

ORACLE_SID에 ‘ORCL’을 지정했고, PROD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는 환경 변수 

ORACLE_SID에 ‘PROD’를 지정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확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은 OS의 파일 시스템상에 존재합니다. 터미널을 이

용해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BCA가 기본 설정인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은 ‘<ORACLE_BASE>/oradata/<SID>/’에 위치합니다.9

그림 1-8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파일 탐색기로 확인)

9	  버전에 따라서는 컨트롤 파일의 복제가 ‘FRA(Fast Recovery Area)’라 불리는 공간에 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확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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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들

분류 파일명

컨트롤 파일

CONTROL01.CTL

CONTROL02.CTL10

CONTROL03.CTL11

REDO 로그 파일

REDO01.LOG

REDO02.LOG

REDO03.LOG

데이터 파일

SYSTEM01.DBF

SYSAUX01.DBF

UNDOTBS01.DBF

TEMP01.DBF

USERS01.DBF

인스턴스 기동과 정지

다음으로 인스턴스를 기동한 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기동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인스턴스를 정지하고 백그라운드가 정지되는 모습도 확인해 보

겠습니다.

  인스턴스 기동

인스턴스를 기동할 때는 SYS 계정으로 SYSDBA 권한을 지정한 후에 접속해 

STARTUP 명령어를 수행해야 합니다.

10	 버전에 따라서는 FRA(fast recovery area)라 불리는 디렉터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11	 버전에 따라서는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HAPTER 01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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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 as sysdba

서식 SYS 계정으로 SYSDBA 권한을 지정해 접속(SQL*Plus)

STARTUP

서식 인스턴스의 기동(SQL*Plus)

SQL*Plus를 사용해 유닉스/리눅스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기동하는 예를 아래에 적

어 두었습니다. 우선 오라클에 접속한 후 인스턴스를 기동합니다. 윈도우 환경에

서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스레드(Thread)로 실행되므로 ps 명령어로는 백그라

운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행 예 1-1 SQL*Plus로 인스턴스에 접속

$ export ORACLE_SID=ORCL  ❶

$ sqlplus /nolog  ❷

SQL*Plus: Release 12.2.0.1.0 Production on Mon Jul 17 10:38:01 2017

Copyright (c) 1982, 2016, Oracle.  All rights reserved.

SQL> connect / as sysdba  ❸

Connected to an idle instance.
SQL> host ps -ef |grep ora_ |grep -v grep

SQL>

우선 접속할 인스턴스의 SID를 환경 변수 ORACLE_SID에 지정합니다(❶). 그

런 다음, SQL*Plus를 기동하고(❷), SYSDBA 권한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합

니다(❸). SYSDBA 권한으로 접속하면 접속한 계정은 자동으로 SYS가 됩니다. 

‘Connected to an idle instance.’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것은 접속할 인스턴스가 아

직 기동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ost 명령어를 이용해 ‘ora_’가 포함된 OS 프로세스를 조회하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면, 프로세스 목록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❹).

❹

인스턴스 기동과 정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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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OS 명령어>

서식 OS 명령어를 실행(SQL*Plus)

유닉스/리눅스 환경에서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프로세스명에 ‘ora_’가 포함되

므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기동돼 있다면 ps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grep 

-v grep’은 목록에 자신이 수행한 grep 명령어 자체가 출력되는 것을 제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림 1-9 인스턴스가 기동하지 않은 상태

이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백그라운드 프로

세스가 기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의 오라클은 [그림 1-9]에 

나타낸 것처럼 인스턴스가 기동돼 있지 않기 때문에 SQL*Plus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가 기동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SQL을 실행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CHAPTER 01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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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예 1-2 SQL을 실행해도 에러 발생

SQL> SELECT * FROM DUAL; 
SELECT * FROM DUAL 
* 
ERROR at line 1:
ORA-1034: ORACLE not available

[실행 예 1-1]에서는 SQL*Plus를 이용해 오라클에 접속만 했을 뿐입니다. 데이터베

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기동할 필요가 있으며, 인스턴

스를 기동할 때는 오라클에 접속해 STARTUP 명령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행 예 1-3 인스턴스 기동

SQL> STARTUP
ORACLE instance started. 

Total System Global Area  419430400 bytes  ❷

Fixed Size                  2925120 bytes
Variable Size             264244672 bytes
Database Buffers          146800640 bytes
Redo Buffers                5459968 bytes
Database mounted.
Database opened.  ❸

SQL> host ps -ef |grep ora_ |grep -v grep
oracle    1728     1  0 21:00 ?        00:00:00 ora_pmon_orcl
oracle    1730     1  0 21:00 ?        00:00:00 ora_psp0_orcl
oracle    1732     1  2 21:00 ?        00:00:00 ora_vktm_orcl
oracle    1736     1  0 21:00 ?        00:00:00 ora_gen0_orcl
oracle    1738     1  0 21:00 ?        00:00:00 ora_mman_orcl
oracle    1742     1  0 21:00 ?        00:00:00 ora_diag_orcl
oracle    1744     1  0 21:00 ?        00:00:00 ora_dbrm_orcl
oracle    1746     1  0 21:00 ?        00:00:00 ora_vkrm_orcl 
oracle    1748     1  0 21:00 ?        00:00:00 ora_dia0_orcl
oracle    1750     1  0 21:00 ?        00:00:00 ora_dbw0_orcl
oracle    1752     1  0 21:00 ?        00:00:00 ora_lgwr_orcl
oracle    1754     1  0 21:00 ?        00:00:00 ora_ckpt_orcl
oracle    1756     1  0 21:00 ?        00:00:00 ora_smon_orcl
oracle    1758     1  0 21:00 ?        00:00:00 ora_reco_orcl
oracle    1760     1  0 21:00 ?        00:00:00 ora_lreg_orcl
(생략)

❶

❹

인스턴스 기동과 정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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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명령어를 이용해 인스턴스를 기동합니다(❶). ‘Total System Global 

Area’가 출력된 내용(❷)을 보면, 400MB(419,430,400바이트)의 SGA가 확보된 것이나 

(❸)의 메시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파일, REDO 로그 파일, 컨트

롤 파일이 잘 오픈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ps 명령어를 실행해 본 결과

를 통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잘 기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❹).

그리고 나면 인스턴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인스

턴스가 기동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오픈된 상태에서 SQL을 실행해 보면 아래처럼 

쿼리의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 예 1-4 인스턴스가 기동된 상태에서 SQL을 실행했을 때

SQL> SELECT * FROM DUAL;

D
-
X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라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기동해 둬야 합니

다. 인스턴스가 기동된 상태(그림 1-4)와 기동되지 않은 상태(그림 1-9)를 언제든지 머

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SHOW SGA 출력

SGA의 정보는 SQL*Plus의 SHOW SGA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 SGA 명령어로 출

력되는 항목은 [표 1-4]와 같습니다. 또한 SGA를 구성하는 각 영역에 관한 내용은 6장 ‘오라클의 

메모리 관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표 1-4 SHOW SGA 명령어의 표시 항목

표시 항목 설명

Total System Global Area SGA의 전체 크기

Fixed Size SGA의 관리 정보가 저장된 고정 영역의 크기

Variable Size 공유 풀, 라지 풀, 자바 풀, 스트림 풀을 합친 크기

Database Buffers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의 크기

Redo Buffers REDO 로그 버퍼의 크기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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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스 정지

인스턴스를 정지합니다. 인스턴스를 IMMEDIATE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SYS 계정

에 SYSDBA 권한을 지정하여 접속한 후 SHUTDOWN IMMEDIATE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SHUTDOWN IMMEDIATE

서식 인스턴스의 정지(IMMEDIATE)

아래는 SQL*Plus에서 인스턴스를 정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유닉스/리눅스 환경

에서 수행한 예제이므로 ps 명령어를 사용해 프로세스를 확인해주세요.

실행 예 1-5 인스턴스 정지(IMMEDIATE)

SQL> host ps -ef |grep ora_ |grep -v grep
oracle    2001     1  0                21:02 ? 00:00:00 ora_pmon_orcl
oracle    2003     1  0                21:02 ? 00:00:00 ora_psp0_orcl
oracle    2005     1  1                21:02 ? 00:00:01 ora_vktm_orcl
oracle    2009     1  0                21:02 ? 00:00:00 ora_gen0_orcl
oracle    2011     1  0                21:02 ? 00:00:00 ora_mman_orcl
oracle    2015     1  0                21:02 ? 00:00:00 ora_diag_orcl
oracle    2017     1  0                21:02 ? 00:00:00 ora_dbrm_orcl
oracle    2019     1  0                21:02 ? 00:00:00 ora_vkrm_orcl
oracle    2021     1  0                21:02 ? 00:00:00 ora_dia0_orcl
oracle    2023     1  0                21:02 ? 00:00:00 ora_dbw0_orcl
oracle    2025     1  0                21:02 ? 00:00:00 ora_lgwr_orcl
oracle    2027     1  0                21:02 ? 00:00:00 ora_ckpt_orcl
oracle    2029     1  0                21:02 ? 00:00:00 ora_smon_orcl
oracle    2031     1  0                21:02 ? 00:00:00 ora_reco_orcl
oracle    2033     1  0                21:02 ? 00:00:00 ora_lreg_orcl
(생략)

SQL> SHOW SGA

Total System Global Area 419430400 bytes
Fixed Size 2925120 bytes 2
Variable Size 281021888 bytes
Database Buffers 130023424 bytes
Redo Buffers 5459968 bytes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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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HUTDOWN IMMEDIATE  ❸

Database closed.
Database dismounted.
ORACLE instance shut down.  ❹

SQL> host ps -ef |grep ora_ |grep -v grep

SQL> SHOW SGA

ORA-01034: ORACLE not available
Process ID: 0
Session ID: 0 Serial number : 0

SQL>

ps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보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기동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❶). 또한 SHOW SGA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통해 SGA가 확보돼 있다

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❷). SHUTDOWN IMMEDIATE 명령어를 사용해 인스턴

스를 정지합니다(❸). 출력된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정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❹). 또한 ps 명령어를 다시 실행한 후 결과를 보면 백그라운

드 프로세스가 기동돼 있지 않고 SHOW SGA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에

러 메시지를 통해 인스턴스가 기동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❺).

RAC(Real Application Clusters)

오라클에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싱글 구성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가용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RAC(Real Application Clusters)라 불리는 클러스터 구성도 존재합니다.

RAC는 여러 대의 서버에 각각 인스턴스를 가동시킨 후 여러 대의 인스턴스를 이용해 공유 디스

크 장치에 보관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RAC 환경에서는 각 인스턴스가 각 서버에

서 동작하므로 특정 서버와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인스턴스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가용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트랜잭션이 증가해 서버의 처리 부하가 높아졌을 때도 서버와 인스턴스를 추가함에 따라 

RAC 전체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싱글 구성에서는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가  

1대1의 관계이지만, RAC에서는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가 N대1 관계입니다.

칼 럼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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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RAC

멀티테넌트 아키텍처

오라클 12c에서는 새롭게 멀티테넌트(Multitenant) 아키텍처라 불리는 새로운 아키텍

처가 도입됐습니다.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란, CDB(Container Database)라 불리는 통합

용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시키는 방식입니다. CDB에 통

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PDB(Pluggable Database)라 부릅니다. CDB에 통합된 

여러 대의 PDB는 CDB 인스턴스 하나로 관리합니다.

[그림 1-11]은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사용해 세 개의 PDB(PDB#1, 2, 3)를 CDB에 

통합한 모습입니다.

멀티테넌트 아키텍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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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멀티테넌트 아키텍처

[그림 1-11]처럼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사용해 여러 대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OS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BA가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관리 작업을 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데이터베이스를 CDB에 통합할 때는 PDB로 변환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멀티테넌트 아키텍처가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오라클

에서 앞으로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폐기하고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로 일원화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므로 서서히 멀티테넌트 아키텍처가 

확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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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의 구축

• 오라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

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렉터리를 ‘ORACLE_HOME’이라 부른다.

•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DBCA를 실행해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

•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로 구성된다.

•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파일, REDO 로그 파일, 컨트롤 파일로 구성된다.

• 데이터베이스는 전역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식별된다.

• 인스턴스는 SGA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 인스턴스는 SID로 식별한다.

• 환경 변수 ORACLE_SID는 인스턴스의 SID를 설정하고 접속할 인스턴스를 지정한다.

● 인스턴스의 기동과 정지

• 인스턴스는 SQL*Plus의 STARTUP 명령어로 기동할 수 있다.

• 인스턴스가 기동돼 있지 않으면 오라클을 이용할 수 없다.

• 인스턴스는 SHUTDOWN IMMEDIATE 명령어로 정지할 수 있다.

• 인스턴스가 정지되면 SGA가 사용하던 메모리는 해제되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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