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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올바른 SQL작성 및 성능 측정, EXADATA 머신의 특화된 기능이 수행되는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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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사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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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DAY
awkward line breaks), use Shift+Enter instead of Enter.
Unlike previous templates, the sidebars
엑사데이타 머신의 아키텍쳐
in this template are NOT in text boxes.
엑사데이타 머신의 특징
Can I change the URLs next to the social media icons?
Exadata X3-2, X3-8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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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ate Filtering, Column Filtering 기능의 활용
스마트 스캔의 작동원리
Storage Index 의 구조와 장점
Disclaimer
INDEX의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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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his disclaimer. To remove the disclaimer, click on the Oracle logo by the bottom

margin to activate Header/Footer editing. Select the text box around the disclaimer
text, then press Delete.
If you are unsure if your brief needs the disclaimer, read the revenu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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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교시

Hybrid Columnar Compression (컬럼 기반 압축) 기술
HCC 의 특징과 구조.
HCC의 종류과 압축율 및 사용예제
HCC를 사용한 성능 향상
DML 시의 영향도 분석 및 Compression 효율성 측정

4,5,6교시

Smart Flash Cache 기술
Smart Flash Cache의 구조
Smart Flash Cache의 사용 방법
Smart Flash Cache를 사용한 Cache와 Disk를 활용예
Storage Cache로 사용시의 작동원리
Flashlog 영역으로 활용시의 Redolog Write 시의 성능 향상
WrtieBack Cache 모드와 FlashCache Compression
FlashCache의 효율 측정

1,2,3 교시

엑사데이터 Disk 구성 실습
Cell Disk 구성
Grid disk 구성
Diskgroup 구성
사후 확인

4, 5교시

엑사데이타 스토리지 서버 구성
엑사데이타 스토리지 서버 관리자 Overview
Dcli 사용법
디스크 성능 측정
디스크 구성 단계
Flash 기반의 디스크 구성
보안 구성

6 교시

I/O 리소스 매니저

1,2 교시

데이타베이스 퍼포먼스 최적화
Flash Memory 활용
압축 기술
INDEX 사용
ASM AU 사이즈 지정

3교시

엑사데이타머신을 이용한 통합

4,5 교시

엑사데이타 머신으로 마이그레이션 방법들
DBFS를 활용한 데이타 로딩

6교시

성능 측정 방법 및 모니터링
엑사데이타베이스 머신에서의 성능 측정 방법들
성능 부하 측정
엑사데이타베이스 버전의 Wait Event 및 통계정보
기타 성능 모니터링

1교시

Exadata 상에서 SQL Tuning 방법
Exadata 상에서 DW, OLTP 쿼리 성능 측정 방법

2,3,4 교시

엑사데이타 SQL 작성 요령
엑사데이타의 SQL 성능 측정
SQL작성 시 유의사항
Predicate Information 정보 확인
조인 비효율

5 교시

Exadata 상에서 실제 업무 튜닝 사례

6 교시

Exadata 상에서 실제 부하 SQL문 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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