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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 Flex ASM 



이 문서는 이미 12c clusterware 가 설치되어 있음을 가정한다. 

이 문서에서는 따로 12c Clsuterware 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 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FlexASM 에 대한 Concept 및 Managing 에 관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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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FLEX ASM 

Concept 

Oracle database 12c 의 ASM 기능중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이 Flex ASM 이다. Oralce Flex ASM 은 

ASM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2c 의 Flex ASM 이전에 소개된 ASM 은 클러스터 내

의 모든 서버에서 ASM 인스턴스를 기동하여야만 했다. ASM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서버의 ASM 인스턴

스와 통신하여 클러스터에서 기동중인 데이터베이스에게 이러한 공유 디스크를 제공하고 관리하였다. 만

약 ASM 인스턴스가 어떠한 이유에서 실패할 경우 해당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역시 같이 실패하게 된다.  

 

 
그림 1 - ASM Instances in pre-12c 

 

12c 의 flex ASM 에서는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서버들의 숫자보다 더 적은 수의 ASM 인스턴스로 운영이 

가능하며, 작동되는 ASM 의 최대 인스턴스의 개수를 ASM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그림 2 - Oracle Flex ASM in 12c 

 

만약 ASM 인스턴스가 실패할 경우 클러스터웨어는 다른 서버에 ASM 인스턴스를 기동시켜 ASM 카디널

리티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ASM 인스턴스가 실패시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실패되는 것

이 아닌, 살아있는 다른 ASM 인스턴스로 연결이 된다. ASM 카디널리티의 기본값은 3 이며, 클러스터웨어 

명령을 통해 원하는 숫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3 - ASM Instance failover 

 

 

Dedecated ASM Network 

12c 에서는 ASM 트래픽 처리를 위한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다. ASM 네트워크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가 전

송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특정 파일들의 익스텐트 맵 같은 

메타데이터 정보를 전송한다. 오라클 클러스터 전용 네트워크

를 통해 ASM 간 공유가 가능하며, ASM 전용 네트워크는 필

수적인 것은 아니다. Oracle Flex ASM 전용 네트워크를 설정하

는 부분은 OUI 를 통해 설치시 설정할 수 있다. 

 

 

Remote Access 

12c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는 OS 인증을 통해 ASM 인스턴스에 접속하였다. 전통적으로 데

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ASM 인스턴스는 동일한 서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OS 인증방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12c 의 Flex ASM 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ASM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서버에

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ASM 인스턴스에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ASM 인스턴스에 접속을 위한 

인증으로 패스워드 파일이 필요하다. ASM 패스워드 파일은 기본 구성으로 ASM 디스크 그룹내에 설치시 

자동으로 생성된다. 

 

 

Flex ASM Features 

• ASM Diskgroup 의 최대 개수가 63 개에서 511 개로 증가 

• 더 큰 LUN 사이즈 지원 (32 PB) 

• Disk Group 내의 ASM Disk 이름 변경 가능 

 

  

그림 4 - Oracle Network 



CONVERT TO FLEX ASM 

Consideration  

일반 ASM 을 Flex ASM 으로 컨버트 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고려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 OCR (Oracle Cluster Registry)이 ASM Diskgroup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Server Parameter file 이 ASM Diskgroup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Password file (ORAPWD) 이 ASM Diskgroup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OCR, SPFILE, ORAPWD 파일이 들어있는 DiskGroup 의 ASM 호환성(COMPATIBLE.ASM) 이 12.1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DISKGROUP 의 COMPATIBLE 은 아래 쿼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elect compatibility from v$asm_diskgroup where name = 'diskgroup_name'; 

 

해당 Diskgroup 의 Compatibility 가 12.1 보다 작다면 아래 명령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alter diskgroup diskgroup_nm set attribute 'compatible.asm' = '12.1'; 

 

 

Convert Oracle ASM to Oracle Flex ASM 

일반 ASM 을 Flex ASM 으로의 변경은 ASMCA 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ASM 

Configuration Assisstant 를 시작하여 'Convert to Oracle Flex ASM'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그림 5 - ASMCA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전용 ASM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ASM Listener Port 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전용 

ASM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CSS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림 6 - ASM Listener setup 

 

Convert 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ASMCA 가 생성한 converttoFlexASM.sh 를 수행해 주면 된다. 해당 스크

립트는 ASMCA 가 실행중인 노드에서 수행한다. 

 

 
 



사일런트 모드를 통해서도 ASM 을 Flex ASM 으로 변경할 수 있다. 

 

asmca -silent  

   -convertToFlexASM 

   -asmNetworks interaface_name/subnet, interface_name/subnet ... 

   -asmListerPort ASM_listener_port_number 

 

  



ADMINISTERING ORACLE FLEX ASM 

Check Clustermode 

현재 기동중인 ASM 이 Flex ASM 인지는 ASMCMD 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rid@rac1 ~]$ asmcmd showclustermode 

ASM cluster : Flex mode enabled 

 

정상적으로 Flex ASM 을 구성하였다면, ASM cluster 는 Flex mode enabled 라는 결과값을 리턴한다. Flex 

mode 가 enabled 되어 있지 않을 경우 ASM Configuration Assistance (ASMCA) 를 이용하여 쉽게 Flex 

ASM 을 구성할 수 있다. 

 

 

ASM Instance cardinality 

Flex ASM 의 기본 카디널리티는 3 이다. 이는 3 개 이상의 서버를 클러스터로 묶어 사용하여도 ASM 인스

턴스는 3 개로 운영된다. 1~3번 노드에서 ASM Instance 가 구성되었다면 나머지 노드는 ASM 인스턴스를 

기동하지 않고 오직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만 사용한다. 

 

아래 명령을 통해 카디널리티값을 확인할 수 있다. 

 

[grid@rac1 ~]$ srvctl config asm 

ASM home: <CRS home> 

Password file: +SYSVOL/orapwASM 

ASM listener: LISTENER 
ASM instance count: 3 

Cluster ASM listener: ASMNETLSNR_ASM 

 

현재 ASM Instance 가 어느 노드에서 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RVCTL 명령으로 확인 할 수 있다. 

 

[grid@rac1 ~]$ srvctl status asm -detail 

ASM is running on rac1,rac2,rac3 

ASM is enabled. 

 

 

Modify Cardinality 

SRVCTL 명령으로 Flex ASM 의 Cardinality 를 변경할 수 있다. 명령 구문은 다음과 같다. 

 

$ srvctl modify asm –count n 

 

n 값이 변경할 Cardinality 이다.  

 



Check Connections 

Flex ASM 의 ASM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즉, ASM 인스터스가 실패

가 되어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클러스터 내의 살아있는 다른 ASM 인스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현재 ASM 인스턴스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들이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QL*Plus 혹은 

ASMCMD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SQL> select group_number, instance_name, db_name, status from v$asm_client; 

 

GROUP_NUMBER INSTANCE_NAME   DB_NAM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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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M2      +ASM     CONNECTED 

     2 rdb2      rdb      CONNECTED 

     1 -MGMTDB      _mgmtdb  CONNECTED 

이 뷰에서 GROUP_NUMBER 는 Diskgroup 을 의미하며, ASMCMD 명령은 아래와 같이 수행할 수 있다. 

 

[grid@rac2 ~]$ asmcmd lsct datavol 

DB_Name  Status     Software_Version  Compatible_version  Instance_Name  Disk_Group 

rdb      CONNECTED        12.1.0.2.0          12.1.0.2.0  rdb2           DATAVOL 

 

 

  



FAILOVER/FAILBACK 

Check ASM Connections 

현재 ASM 은 rac1, rac2, rac3 노드에서 수행중에 있다. 각 ASM Instance 에 붙어있는 클라이언트의 상태

는 아래와 같다. 

 

SQL> select * from gv$asm_client 
  2  order by 1,2;               

 

INST_ID GROUP_NUMBER INSTANCE_N DB_NAME  CLUSTER_NAM STATUS       SOFTWARE_V COMPATIBLE CON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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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rdb1       rdb      rac-cluster CONNECTED    12.1.0.2.0 12.1.0.2.0      0 
      2            1 +ASM2      +ASM     rac-cluster CONNECTED    12.1.0.2.0 12.1.0.2.0      0 

      2            1 -MGMTDB    _mgmtdb  rac-cluster CONNECTED    12.1.0.2.0 12.1.0.2.0      0 

      2            2 rdb2       rdb      rac-cluster CONNECTED    12.1.0.2.0 12.1.0.2.0      0 

3            2 rdb3       rdb      rac-cluster CONNECTED.   12.1.0.2.0 12.1.0.2.0      0 

 

3 개의 ASM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다. 3 개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rdb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들이 

각각의 자신의 노드에 있는 ASM 에 붙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odify ASM Cardinality 

SRVCTL 명령을 통해 3 으로 되어 있는 Cardinality 를 변경한다. 

 

[grid@rac1 ~]$ srvctl config asm       

ASM home: <CRS home> 

Password file: +SYSVOL/orapwASM 
ASM listener: LISTENER 

ASM instance count: 3 

Cluster ASM listener: ASMNETLSNR_ASM 

[grid@rac1 ~]$ srvctl modify asm -count 2 

[grid@rac1 ~]$ srvctl status asm -detail 
ASM is running on rac2,rac3 
ASM is enabled. 

 

Cardinality 를 3 에서 2 로 변경하는 순간 1 번 노드의 ASM 인스턴스가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RVCTL 명령을 통해 현재 2,3 번 노드에서만 ASM 이 기동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상황에서 1 번의 

ASM 인스턴스를 기동하려 하면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한다. 

 

[grid@rac1 ~]$ srvctl start asm -node rac1 

PRCR-1013 : Failed to start resource ora.asm 

PRCR-1064 : Failed to start resource ora.asm on node rac1 

CRS-2552: There are no available instances of resource 'ora.asm' to start. 

 

ASM 인스턴스는 지정된 카디널리티 이상으로 클러스터 노드에서 ASM 인스턴스를 기동할 수 없다. 모든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ASM 인스턴스를 기동하고 싶다면 카디널리티를 ALL 로 설정하면 모든 노드에서 

기동할 수 있다. 



Check ASM Client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1번은 어느 ASM 으로 Failover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

여 V$ASM_CLIENT 를 확인하면 된다. 

SQL> select instance_name, status from v$instance; 

 
INSTA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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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b1  OPEN 

 
SQL> select * from v$asm_client; 

 

GROUP_NUMBER INSTA DB_NAME  CLUSTER_NAM STATUS       SOFTWARE_V COMPATIBLE     CON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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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SM2 rdb      rac-cluster CONNECTED    12.1.0.2.0 12.0.0.0.0          0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rdb1 은 ASM 인스턴스 1번이 죽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고 ASM 인스턴스 2번

으로 접속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번 데이터베이스의 ALERT LOG 를 확

인하면 다른 ASM 인스턴스에 접속한 내용이 표기된다. 

 

NOTE: ASMB registering with ASM instance as Flex client 0x10004 (reg:1210383482) (reconnect) 

NOTE: ASMB connected to ASM instance +ASM2 osid: 1139 (Flex mode; client id 0x10004) 

NOTE: ASMB rebuilding ASM server state 

NOTE: ASMB rebuilt 1 (of 1) groups 

NOTE: ASMB rebuilt 15 (of 15) allocated files 
NOTE: fetching new locked extents from server 

NOTE: 0 locks established; 0 pending writes sent to server 

SUCCESS: ASMB reconnected & completed ASM server state 

 

 

FailBack ASM Client 

다른 노드의 ASM 인스턴스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노드에 있는 ASM 인스턴스가 복구 된 

후 그것을 통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Client 를 Relocate 할 수 있다. Relocate 에 대한 명령어는 아래와 

같다. 

 

ALTER SYSTEM RELOCATE CLIENT 'Client_ID'; 

 

여기서 Client_ID 는 'Instance_name:DB_name' 이다. 해당 정보는 v$asm_client 뷰의 내용과 같은 값이다. 

ASM Cardinality 를 3 혹은 All 로 다시 변경하여 모든 노드에 ASM 을 기동 가능하게 변경한다. 

 

[grid@rac1 ~]$ srvctl modify asm -count all  -- ALL 은 모든 노드에서 ASM 인스턴스 기동을 허용한다는 의미 

[grid@rac1 ~]$ srvctl status asm -detail 

ASM 이 rac1,rac2,rac3에서 실행 중입니다. 

ASM 이 사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ASM 인스턴스가 rac1 부터 3번 노드까지 모든 노드에서 실행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rid@rac1 ~]$ crsctl stat r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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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Target  State        Server                   State details        

-------------------------------------------------------------------------------- 
Loc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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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ASMNETLSNR_ASM.lsnr 

               ONLINE  ONLINE       rac1                     STABLE 
               ONLINE  ONLINE       rac2                     STABLE 

               ONLINE  ONLINE       rac3                     STABLE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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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Resources 
-------------------------------------------------------------------------------- 

....(생량)... 

ora.asm 

      1        ONLINE  ONLINE       rac1                     Started,STABLE 
      2        ONLINE  ONLINE       rac2                     Started,STABLE 

      3        ONLINE  ONLINE       rac3                     Started,STABLE 

 

ASM 이 3 개의 노드에서 Stable 하게 기동되어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1

번에서 Client Relocate 명령을 수행하여 자신의 노드에 있는 ASM 인스턴스에서 서비스가 되도록 하자. 해

당 명령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붙어있는 ASM 인스턴스의 노드로 가서 수행한다. 

 

SQL> select instance_name,status from v$instance; 

 

INSTA STATUS 
----- ------------ 

rdb1  OPEN 

 

SQL> select * from v$asm_client; 

 
GROUP_NUMBER INSTA DB_NAME  CLUSTER_NAM STATUS       SOFTWARE_VE COMPATIBLE_     CON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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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SM2 rdb      rac-cluster CONNECTED    12.1.0.2.0  12.0.0.0.0           0 

 

현재 rdb1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ASM2 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ASM2 인스턴스에서 아래 명

령을 수행한다. 

 

SQL> alter system relocate client 'rdb1:rdb'; 
 

System altered. 

 

1번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v$asm_client 명령을 통해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ASM 인스턴스를 확인

한다. 

 

SQL> select * from v$asm_client; 

 

GROUP_NUMBER INSTA DB_NAME  CLUSTER_NAM STATUS       SOFTWARE_VE COMPATIBLE_     CON_ID 
------------ ----- -------- ----------- ------------ ----------- ----------- ---------- 

           2 +ASM1 rdb      rac-cluster CONNECTED    12.1.0.2.0  12.0.0.0.0           0 

 

12cR2 에서는 SRVCTL 명령으로 클라이언트를 Relocate 할 수 있다. 



 

srvctl update instance -db database_name -instance instance_name -targetinstance asm_instnace_name 

 

 

  



INFO 

References 

• Database SQL Language Reference - By Oracle 

• Automatic Storage Management Administrator's Guide - By Oracle 

• An Insight into Oracle Flex ASM and Its benefits - By Oracle 

• A Technical Overview of New Features for Automatic Storage management in Oracle 

Database 12c / White Paper (Jan 2013) - By Oracle 

 

Test Environments 

• Linux 6 - 3 nodes (VM) 

• 12.1.0.2.0 Database / Clusterw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