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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acle stream이란? 
분산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러 applications 과 database 간의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

져가고 있다. 정보공유는 특히 application Integration, replication, data Warehouse 

Loading, High Availability 을 구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시장의 요구에 따라 오

라클에서는 dbatabase link, materalized view, dataguard, advanced queuing, advanced 

replication, stream 같은 여러 정보공유기법들을 제공해 왔다. 그 중에서 오라클 Stream 은 

oracle9iR2 에서부터 소개되어 logminer 기법을 사용하여 redolog 를 읽어 원하는 table, 

schema, 또는 전체 database 의 변경사항을 capture 하여 원격지 데이터베이스와의 data 공유

를 가능하게 하며, 전달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추가적인 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더욱 

유연한 infrastructure 를 제공한다.  

  

1.1. Oracle stream overview 
오라클 Stream 은 source database 에서의 변경사항을 capture 하여 변경사항을 stage(queue 에 

저장)하고 이를 하나 또는 다수의 destination database 로 propagate(전달)한다. 그리고 전달

받은 변경사항을 apply(적용)함으로써 데이터 복제를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는 Stream 에 무슨 

정보를 넣을 것인지, 이를 node 간에 어떠한 flow 또는 route 를 거쳐 전달 할 것인지, stream

안에서 어떤 event 를 행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Stream 을 끝낼 것인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

게 Stream 은 여러 구성요소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특정한 요구사

항을 처리할 수 있다. 

 오라클 Stream 을 사용하여 다음의 enterprise systems 에서 정보를 capture, propagate, 

apply 할 수 있다. 

 

l 하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l 서로 다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l 다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l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이기종의 데이터베이스 

 

2. Oracle stream의 원리 
오라클 Stream 을 변경사항을 capture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오라클 백그라운드 프로세서인 

Capture process 는 redo log 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 objects 에 일어난 DML, DDL 변경사항

을 capture 하여 각각의 변경 사항을 Logical Change Records(LCRs)형태로 포맷한다. 이 LCRs

는 하나의 queue 에 저장(stage) 되며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의 queue 로 propagate(전잘)되며 이

로부터 목적지 데이터베이스로 apply(consume)된다. 

 

 

 

 

Consumption   Staging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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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redo log 에서 DML, DDL 이벤트 또는 explicit API 로부터 user messages 를 capture 한다. 

Stage: single database 또는 다수의 database 간의 이벤트를 저장, 전달 한다. 

Apply(consumption): DML,DDL 이벤트를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거나 explicit API 를 경유하여

application 으로 전달한다.  

 

 

2.1. Capture 
Implicit capture: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objects 에 일어난 변경사항들은 사용자 에러나 media failure 같은 

복구 상황을 위해 redo log 에 기록한다. 오라클 백그라운드 프로세서인 Capture process

는 이 redolog 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 objects 에 일어난 DML, DDL 변경사항을 capture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LCRs(Logical Change Records)이라 불리는 message 형태

로 변환하여 queue 에 저장하며 이 때, 설정된 Rules 에 의해 특정 object 의 변경 사항만 

지정하여 capture 할 수도 있다. 

 

Ø Logical Change Records(LCRs) 

- Capture proccess 는 redo log 의 변경사항을 logical change records(LCRs)로 포맷하

며 다음 두가지 type 의 LCRs 를 capture 한다. 

     DML(row) LCRs 

     DDL LCRs  

 

    Explict capture:  

application 에서 명시적으로 user message 라 불리는 event 를 일으켜 queue 에(staging 

area)저장할 수 있으며 이 user messages 들은 LCRs 형태로 포맷되어 apply engine 에 의해 

consumption(소비)되거나 다른 user application 에 의해 consumption(소비)되도록 포맷될 

수 있다. 

 

Ø  User messages 

User application 에서 명시적으로 enqueue 한 evnet 를 user messages 또는 user 

enqueued events 라고 부른다.  

이러한 events 를 enqueue 하기 위해 PL/SQL DBMS_* packages, Oracle Call 

Inerface(OCI), Oracle C++Call Interface, Java message Service(JMS) 를 사용할 수 

있다. 

 

2.2. Staging  
Enqueue events into a queue (staging) 

Capture 된 Events(LCRs, user messages)들은 Staging area 로 보내지는 데 이들을 저장, 

관리 하기 위해 oracle stream 에서는 Queue 를 사용한다. 즉, capture 된 event 들을 목적

지 데이타베이스(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staging area, remote database 의 stag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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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application)로 전달하거나, 사용자가 De-queue 할 때까지의 저장소로 Queue 가 사용

되며 security 가 보장될 뿐 아니라 LCR data 를 auditing, tracking 할 수도 있다. 

 

Streams queues 는 SYS.AnyData type 의 queue 이며 이 Stream queue 에는 LCRs(Logical 

change records) 과 user messages 타입의 이벤트들이 stage 된다. 

 

Propagate events from one queue to another 

Queue 에 stage 된 events 들은 같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consumer 

queue(staging area)로 propagation(전달) 되어 공유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라우팅과 WAN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베이스 와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할 필요 없이 실제로 

event 를 적용하지 않는 hub 데이터베이스(staging area)를 경유하여 전달될 수도 있다. 

 

2.3. Consumtion 
Dequeue and apply events  

Staging area 에 있는 events 는 apply engine 또는 application 에 의해 consumtion(소비)

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정의한 apply function 을 사용해 data 를 변환하여 

apply 할 수 있다.  

 

Default apply 

일반적으로 capture 된 DML, DDL LCRs 들은 default apply engine 에 의해 apply 되며 

apply 중 변경되어야 할 row 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같은 충돌(conflicts)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resolution routine 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다. 

 

Ø Resolution routine(conflict handler) 

사전에 일어날수 있는 conflicts 상황,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서버에서 동시에 같은 

data 를 변경할 경우 data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정

의해 두어 오류발생시 관리자의 개입 없이 설정된 루틴에 의해 자동으로 해결 된다. 

Conflict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transaction 은 log 에 남아 후에 관리자가 확

인,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준다. 

 

User-defined function apply 

Apply engine 은 LCR 또는 user message 를 user-defined function 으로 보내 사용자의 요

구에 맞게 변환하여 event 를 처리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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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Oracle stream process architecture 

 

3. Oracle Streams의 특징 
3.1. Transformations 

Transformation 은 stream 구성에 속해 있는 객체들의 형태를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Stream 구성에 있는 특정 table 컬럼의 datatype 을 변환 하거나 컬럼을 추가하

는 것과 같은 Transformation(변환)이 가능 하며, 이는 unique 한 table 간의 data 

sharing 또한 가능 하다는 것을 말한다 

Transformation 은 staging area 에 enqueue 하기 전 그리고 remote site 에 전달하기 전인

propagation 동안에 type 을 변환하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destination 에 따라 dequeue 

또는 local apply동안에 message 를 필요한 형태로 변환 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 Directed Networks 
오라클 Stream events 의 전달(propagation) 은 apply process 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필

요하다면 목적지 데이터베이스 에 도착하기 전에 multiple intermediate database 를 경유

하여 전달 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events 들을 intermediate database 에서 apply 할 수도 

있다.) 

 

3.3. Automatic Conflict Detection and Resolution 
    Apply process 는 LCRs를 apply 할 때 자동으로 conflicts(충돌)을 감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ource 와 destination database 에서 같은 row 를 동시에 변경할 때 충돌일 발

생 할 수 있으며 Stream 은 이런 상황을 처리할 conflict resolution handlers 를 정의하여 

충돌을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상황에서의 처리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의 하

여(user defined conflict handlers) 처리 할 수 있다. 

 

Source queue Target queue 

Target 

database 

Redo 

log 

Apply 

Souce 

database 

Redo 

log 

Captur

LCR 

LCR 

User 

Message 

User 

Message 

LCR 

Enqueue 

LCR 

LCR 

User 

Message 

User 

Message 

LCR 

Dequeue 

Propa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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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Heterogeneous Information Sharing 
오라클 Stream 은 개방형 정보공유 solution 이라 할 수 있다.  

transparent gateway 를 사용하여 오라클에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의 capture 

와 apply 를 지원하며 변경 레코드를 쉽게 전송, 전달 받도록 양방향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

게 하는 programmatic interface(API)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Message Gateway 를 통하여 MQ Series 같은 다른 message queuing 시스템으로 message

를 주고 받을 수 있다. 

 

3.5. Downstream Capture 
downstream capture 는 소스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 사항을 capture 하는 방식에서 생기는 시

스템 리소스 부하를 줄이기 위해 오라클 10g 에서 새로이 소개된 특징이다. 

이는 기존의 소스데이타베이스에서 변경사항을 capture 했던 방식과 달리 원격지 데이터베이

스(destination database)에 capture process 를 생성하여 Stream 환경을 소스데이타베이스와 

완전히 떨어진 위치에 구성함으로써 시스템리소스 부하를 줄이게 만들었다. 

그 중 archived-log based downstream capture 는 소스데이타베이스에서 받은 archive 

file 을 스캔하여 정해둔 rule 에 의해 변경사항을 capture 한다. Capture 된 LCR 은 staging 

queue 에 저장되어 destination queue 로 propagation 된 후 apply 하는 모든 과정이 

destination database 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archive –log downstream capture 방식은 소스

데이타 베이스의 online redo log 가 archive 될 때까지의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실시간 

capture 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real-time downstream capture 방식이 있으나 이는 하나의 다운 Stream 

데이터베이스가 다수의 소스데이타베이스의 변경사항을 capture 하지 못한는 단점이 있다. 

    

4. Oracle stream 구성 테스트 
Stream 은 Oracle9iR2 에서부터 제공된 기능으로 오라클을 설치하면 stream 을 사용할 수 

있는 내부 Objects 들이 모두 설치된다. 그러나 실제로 stream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화 파라메터 와 Database configuration 에서의 적절한 환경 설정이 필요하다. 

Ø 테스트 환경 

 source target 

운영체제 Linux sun 

오라클 버전 10.2.0.4 10.2.0.3 

Instance_name Oracle1 Oracle2 

Global_names Oracle1 Oracle2 

 

Ø Oracle stream 구성 순서 

1. ARCHIVELOG mode 설정 

2. Stream 관리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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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화 파라메터 설정 

4. 데이터베이스 링크 설정 

5. source, destination queue 설정 

6. source database 에서 supplement logging 설정 

7. source database 에서 capture process 구성 

8. propagation process 구성 

9. destination table 생성 

10. object 권한 설정 

11. instantiation system change number(SCN) 설정 

12. destination database 에서 apply process 설정 

13. capture, apply process 시작 

14. oracle stream 테스트 

 

 

4.1. ARCHIVELOG mode 설정 
Stream capture process 는 데이터베이스의 redo log file 에서 정보를 읽는다. Redo 

log파일의 정보가 capture 가능 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source database 를 archive mode 로 

설정해야 한다. 

4.2. Stream 관리자 설정 
Stream data sharing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stream 을 관리하기 위한 특정 권한을 

가진 stream 관리자 계정을 생성한다. Sys 나 system 으로 Stream 관리자를 설정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Stream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Source 

Connect /as sysdba 

# Tablespace를 생성한다. 

create tablespace streams_tbs datafile '/oracle/oradata/streams_tbs.dbf' 

size 25m autoextend on maxsize unlimited; 

# strmadmin 유저를 생성한다. 

create user strmadmin identified by streams  

default tablespace streams_tbs  temporary tablespace temp; 

 

# stream 관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grant connect,resource,dba to strmadmin; 

 

BEGIN 
DBMS_STREAMS_AUTH.GRANT_ADMIN_ 

PRIVILEGE( grantee => 'strmadmin', grant_privileges => tru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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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am 관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DBMS_STREAMS_AUTH 패키지에 있는 

GRANT_ADMIN_PRIVILIGE 프로시저를 사용한다. 

 

Ø Strmadmin 유저가 stream 관리자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select * from dba_streams_administrator; 

USERNAME                       LOC ACC 
------------------------------ --- --- 

STRMADMIN                     YES YES 

 

Target 

Connect /as sysdba 

create tablespace streams_tbs datafile '/oracle/oradata/streams_tbs.dbf' 

size 25m autoextend on maxsize unlimited; 

 

create user strmadmin identified by streams  

default tablespace streams_tbs  temporary tablespace temp; 

grant connect,resource,dba to strmadmin; 

exec dbms_streams_auth.grant_admin_privilege('strmadmin',true); 

 

Ø Strmadmin 유저가 stream 관리자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select * from dba_streams_administrator; 

USERNAME                       LOC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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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MADMIN                     YES YES 

 

 

4.3. 초기화 파라메터 설정 
Parameter Source target description 

compatible 10.2.0.

1 

10.2.0.

1 

9.2 이상으로 지정하되 10g new feature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1.0이상으로 설정한다. 

global_names TRUE TRUE Distribute database 를 사용 하는 경우에 

network 상의 유일한 database connection 을 유지 

하기 위해 오라클에서는 db link 를 생성할 때 

database link 의 이름을 remote database 의 

global_name 으로 만들도록 제약을 가하는데, 이러한 

제약을 적용하기 위한 parameter 이다. 

Alter system set global_names=true; 

job_queue_processes 2 2 Job process 의 수를 결정하는 parameter 로, 

queue 와 queue 로 전달하는 직접적인 프로세스가 

된다. Default=10 

Alter system set joq_queue_process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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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mnr_max_persistent_s

essions 

1  n/a Log miner 에서 사용하는 동시 session 수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session 은 persistent 하게 유지되며 

현재의 정보를 dictionary 에 보존한다. 만약 

capture 를 여러 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capture 의 수 보다는 더 많이 지정한다. 보통의 

권장 값은 10이다. 

parallel_max_servers 12  12  Capture 나 apply 프로세스에 작업이 많을 경우에는 

각각 parallel 하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capture 와 apply 의 property 에 parallel 값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database level 에서 

관장하는 parallel_max_server 수는 capture, 

apply 의 parallelism 을 허용할 수 있는 만큼 

지정해야 한다. 

sga_target 500M 500M Automatic shared memory management(ASMM)을 

사용하면 stream processing 을 위한 buffer 영영인  

streams_pool_size 가 자동으로 관리된다. 이 

파라메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streams_pool_area 를 사용하며 이도 없을 경우 

shared pool 을 사용하게 된다. 

streams_pool_size   streams_pool_size 가 0으로 설정될 경우 

shared_pool_size 의 10%를 사용하게 되며 

적어도 200m 가 할당되어야 한다. 

 

4.4. 데이터베이스 링크 설정 
     

#사전에 Tnsnames.ora 에 접속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source 

connect strmadmin/streams   //strmadmin user에서 생성한다. 

create database link oracle2 connect to strmadmin identified by streams using 'sun'; 

select db_link from dba_db_links; 

DB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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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2 

Ø  db link test 

SQL> select * from global_name@oracle2; 
GLOBAL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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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2 

Target 

connect strmadmin/streams  //strmadmin user 에서 생성한다. 

create database link oracle1 connect to strmadmin identified by streams using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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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db_link from dba_db_links; 

DB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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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1 

Ø  db link test 

SQL> select * from global_name@oracle1; 
GLOBAL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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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1 

 

 

4.5. source, destination queue 설정 
Data 는 Source 와 destination database 의 queue 를 통하여 전달된다. DBMS_STREAMS_ADM 

패키지의 SET_UP_QUEUE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source 와 destination 양쪽에 data flow 의 통로인 

queue 를 생성한다.  

Source 

connect strmadmin/streams 

capture queue 생성 

begin 

dbms_streams_adm.set_up_queue( 

queue_table=>'strmadmin.q_capture_table', 

queue_name=>'strmadmin.q_capture', 

queue_user=>'strmadmin'); 

end; 

 / 
Ø  queue 생성 확인 

select name,queue_table from user_queues; 

NAME                           QUEUE_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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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_Q_CAPTURE_TABLE_E          Q_CAPTURE_TABLE 

Q_CAPTURE                      Q_CAPTURE_TABLE 

 

Target 

connect strmadmin/streams 

apply queue생성 

begin 

dbms_streams_adm.set_up_queue( 

queue_table=>'strmadmin.q_apply_table', 

queue_name=>'strmadmin.q_apply', 

queue_user=>'strmadmin'); 

end; 

 / 
Ø  queue 생성 확인 



 

- 12 - 

select name,queue_table from user_queues; 

NAME                           QUEUE_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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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_Q_APPLY_TABLE_E            Q_APPLY_TABLE 
Q_CAPT                         Q_CAPTURE_TABLE 

 

 

4.6. source database에서 supplement logging 설정 
Capture process 를 시작하기 전에 source database 에서 변경사항을 캡쳐할 table 에 

supplement logging 설정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apply process 동안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redo log file 에 더할 수 있다. 

 

Source 

Connect /as sysdba 

alter table scott.emp add supplemental log data(primary key) columns; 

 

Ø 설정 확인 

col owner format a10 

select owner,table_name,log_group_type from dba_log_groups; 

OWNER      TABLE_NAME                     LOG_GROUP_TYPE 
---------- ------------------------------ ------------------- 

SCOTT      EMP                            PRIMARY KEY LOGGING 

 
 

4.7. source database에서 capture process 구성 
Capture process 를 생성할 때 dbms_streams_adm 패키지의 add_table_rules, add_schema_rules, 

add_global_rules 패키지를 사용하여 테이블, 스키마 전체데이타베이스 단위에서 특정한 rule 

을 지정하여 capture 할 수 있다. 

   

# 다음은 dbms_streams_adm 패키지의 add_table_rules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sclott 유저의 emp 

table 의 DDL,DML 변경사항을 capture 하는 local stream capture process 를 생성하는 구문

이다.  

 

Source 

connect strmadmin/streams 

 

begin 

dbms_streams_adm.add_table_rules( 

table_name=>'scott.emp', 

streams_type=>'capture', 

streams_name=>'strmadmin_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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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ue_name=>'strmadmin.q_capture', 

include_dml=>true, 

include_ddl=>true, 

inclusion_rule=>true); 

end; 

/ 

 
Ø Capture info 확인 

select capture_name,status from dba_capture; 

CAPTURE_NAM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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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MADMIN_CAPTURE              DISABLED ->captre process 를 시작하면 enabled 된다. 

 

col parameter for a30 

col value for a20 

set lines 200 

SELECT parameter, value, set_by_user FROM DBA_CAPTURE_PARAMETERS; 

 

SELECT rule_name, rule_condition "Table Rule Condition" FROM 

DBA_STREAMS_TABLE_RULES  

WHERE streams_name = 'STRMADMIN_CAPTURE' AND streams_type = 'CAPTURE'; 

 

 

4.8. propagation process 구성 
  Queue 에 capture 된 변경사항을 destination database 에 전달하기 위해 propagation 

process 를 생성하여 source queue 와 destination queue 를 연결한다.  

source 

connect strmadmin/streams 

 

BEGIN 

  DBMS_STREAMS_ADM.ADD_TABLE_PROPAGATION_RULES( 

    table_name               => 'scott.emp',  

    streams_name             => 's_to_t',  

    source_queue_name        => 'strmadmin.q_capture', 

    destination_queue_name   => 'strmadmin.q_apply@oracle2', 

    include_dml              => true, 

    include_ddl              => true, 

    source_database          => 'oracle1', 

    inclusion_rule           => tru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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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destination table 생성 
 Source table 에서 destination table 로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destination database 에는 

변경하려는 table 이 존재해야 한다. Data pump, exp/imp, RMAN, transportable 

tablespaces 등을 사용하여 destination table 을 생성한다. 

  

4.10. object 권한 설정 
Stream 관리자가 source database 에서 capture 한 변경사항을 destination table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objects 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Target 

Connect /as sysdba 

Grant all on scott.emp to strmadmin; 

Stream 관리자 계정을 생성할 때 dba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 단계를 skip 하여도 

무방하나 명시적으로 권한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11. instantiation system change number(SCN) 설정 

복제하기 원하는 source table 에서 instantiation System Change Number (SCN)를 설정한다.  

SCN 을 설정하면 SCN 이전에 capture 된 변경사항들은 destination table 에 적용 되지 않는다.  

단, destination database 에 table 이 미리 존재하지 않았거나 exp/imp, Data Pump, 또는 

transportable tablespaces 를 이용하여 table 을 복사했을 경우 instantiation SCN 는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다음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 

# 다음 프로시저는 source database 의 현재 SCN number 를 fetching 하여 

destination database 에 있는 emp table 에 instantiation SCN 을 설정한다.  

Source 

Conn strmadmin/streams 

 

DECLARE 

  source_scn  NUMBER; 

BEGIN 

  source_scn := DBMS_FLASHBACK.GET_SYSTEM_CHANGE_NUMBER(); 

  DBMS_APPLY_ADM.SET_TABLE_INSTANTIATION_SCN@oracle2( 

    source_object_name     => 'scott.emp', 

    source_database_name   => 'oracle1', 

    instantiation_scn      => source_scn); 

END; 

/                -> DBMS_FLASHBACK 패키지의 GET_SYSTEM_CHANGE_NUMBER 프로시저가 source databas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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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cn 을 return 하면 DBMS_APPLY_ADM 패키지의 

SET_TABLE_INSTANTIATION_SCN프로시저가 oracle2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통하여 

destination table 의 scn 을 설정한다. 즉, 프로시저는 source 에서 실행 

되었지만 scn 은 destination 에서 설정된다. 

 

4.12. destination database에서 apply process 설정 
 Apply process 를 생성하여 apply queue 와 연결한다. 

Target 

connect strmadmin/streams 

 

apply rules 생성 

begin 

dbms_streams_adm.add_table_rules( 

table_name=>'scott.emp', 

streams_type=>'apply', 

streams_name=>'strmadmin_apply', 

queue_name=>'strmadmin.q_apply', 

include_dml=>true, 

include_ddl=>true, 

source_database=>'oracle1', 

inclusion_rule=>true); 

end; 

/ 

Ø apply info 확인 
SELECT apply_name, apply_captured, status, status_change_time, queue_name, 

rule_set_name, negative_rule_set_name FROM DBA_APPLY;  

 

Col parameter for a30 

Col value for a20 

SELECT parameter, value, set_by_user FROM DBA_APPLY_PARAMETERS  
WHERE apply_name = 'STRMADMIN_APPLY';  

 

SELECT rule_name, rule_type, rule_condition FROM DBA_STREAMS_TABLE_RULES  

WHERE streams_name = 'STRMADMIN_APPLY'AND streams_type = 'APPLY'; 

 

 

4.13. capture, apply process 시작 
지금까지 Stream replication 을 위한 모든 object 와 process 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capture process 와 apply process 를 시작시킨다.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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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strmadmin/streams 

Capture process 시작 

Begin 

Dbms_capture_adm.start_capture( 

Capture_name=>'strmadmin_capture'); 

End; 

/ 

Target 

connect strmadmin/streams 

Apply process 시작 

BEGIN 

  DBMS_APPLY_ADM.SET_PARAMETER( 

    apply_name  => 'strmadmin_apply',  

    parameter   => 'disable_on_error',  

    value       => 'n'); 

END; 

/             

-> 특정 error 상황에서 apply 를 지속하려면 apply process 를 시작하기 전에 disable_on_error 

파라메터를 ‘n’으로 설정한다. (error 에 대한 내용은 DBA_APPLY_ERROR 에 기록 되어 사용자가 

manual 하게 수정할 수 있다.) 

 

BEGIN 

  DBMS_APPLY_ADM.START_APPLY( 

    apply_name  => 'strmadmin_apply'); 

END; 

/ 

 

 

4.14. oracle stream 테스트 
source 

connect scott/tiger 

INSERT INTO EMP VALUES 

        (7903, 'LUNY',  'CLERK',     7902, 

        TO_DATE('17-12-1980', 'DD-MM-YYYY'),  800, NULL, 20); 

 

INSERT INTO EMP VALUES 

        (7904, 'BABI',  'MANAGER',   7839, 

        TO_DATE('1-05-1981', 'DD-MM-YYYY'),  2850, NULL, 30); 

 

INSERT INTO EMP VALUES 

        (7904, 'GIGI',  'CLERK',     7902, 

        TO_DATE('17-12-1980', 'DD-MM-YYYY'),  800, NUL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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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TO EMP VALUES 

        (7905, 'GUGU',  'MANAGER',   7839, 

        TO_DATE('1-05-1981', 'DD-MM-YYYY'),  2850, NULL, 30); 

 

 

Commit; 

 

Target 

Select * from scott.emp; 

->insert 한 row 정보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Oracle downstream구성 테스트 
일반적으로 downstream database 와 destination database 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 위치한다. 

그러나 downstream database 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database 구성이 어렵다면 

destination database 에 downstream capture process 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destination database 에 downstream database 를 구성하여 source database 의 

schema 를 복제하는 테스트 과정이다.  

Ø 테스트 환경 

 source target 

운영체제 Linux sun 

오라클 버전 10.2.0.4 10.2.0.3 

Instance_name Oracle1 Oracle2 

Global_names Oracle1 Oracle2 

 

5.1.  ARCHIVELOG mode 설정 
5.2. 초기화 파라메터 설정 
 

 
Parameter Source target description 

compatible 10.2.0 10.2.0 9.2 이상으로 지정하되 10g new feature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1.0이상으로 설정한다. 

global_names n/a TRUE Distribute database 를 사용 하는 경우에 network 상의 유일한 

database connection 을 유지 하기 위해 오라클에서는 db 

link 를 생성할 때 database link 의 이름을 remote 

database 의 global_name 으로 만들도록 제약을 가하는데, 

이러한 제약을 적용하기 위한 parameter 이다. 

Alter system set global_names=true; 

job_queue_processes n/a 2 Job process 의 수를 결정하는 parameter 로, queue 와 queue 로 

전달하는 직접적인 프로세스가 된다. Defaul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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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 system set joq_queue_processes=2; 

log_archive_dest_2 Service= n/a Log transport service 를 사용하여 archived redo log 를 

destination database 에 보낸다. 

Service :downstream database 의 service name 을 설정한다. 

Noregister : downstream controlfile 에 archived redo log 

의 위치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설정이다. 

Template : downstreamdatabase 의 archive redo log 위치와 

포맷정보이다. 지정한 디렉토리 위치가 downstream 

database 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log_archive_dest_state_2 ENABLE n/a  

parallel_max_servers 12  12  Capture, apply 프로세스가 사용할수 있는 최대 parallel 

execution 프로세스 수이다. 

이 값이 너무 작을경우 stream capture,apply 도중에 ora-1372 

또는 ora-16081 오류가 날 수 있으며 적어도 6 이상 

설정하도록 한다. 

sga_target n/a 500M Automatic shared memory management(ASMM)을 사용하면 stream 

processing 을 위한 buffer 영영인  streams_pool_size 가 

자동으로 관리된다. 이 파라메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streams_pool_area 를 사용하며 이도 없을 경우 shared pool 

을 사용하게 된다. 

 

5.3. Stream 관리자 설정 
stream 관리자를 source database 와 downstream database 모두에 생성한다. Souce 

database 에서 생성된 stream 관리자는 어떤 object 도 생성하지 않으며 object 

instantiation 과 downstream database 에 있는 capture process 를 위해 first system 

change number(scn)을 획득하기위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Source, dwown stream database 모두에서 실행한다. 

Connect /as sysdba 

# Tablespace를 생성한다. 

create tablespace streams_tbs datafile '/oracle/oradata/streams_tbs.dbf' 

size 25m autoextend on maxsize unlimited; 

# strmadmin 유저를 생성한다. 

create user strmadmin identified by streams  

default tablespace streams_tbs  temporary tablespace temp; 



 

- 19 - 

 

# stream 관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grant dba,select_catalog_role to strmadmin; 

exec dbms_streams_auth.grant_admin_privilege('strmadmin',true); 

5.4. destination table 생성 
Source table 에서 destination table 로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destination database 에는 변경

하려는 table 이 존재해야 한다. Data pump, exp/imp, RMAN, transportable tablespaces 등을 

사용하여 destination table 을 생성한다. 

5.5. source database에서 supplement logging 설정 
Capture process 를 시작하기 전에 source database 에서 변경사항을 캡쳐할 table 에 

supplement logging 설정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destination database 과의 row 

identification 을 위한 추가적인 컬럼을 redo log에 log 할 수 있다.  

 

Source 

Connect /as sysdba 

alter table scott.emp add supplemental log data(primary key) columns; 

 

Ø 설정 확인 

col owner format a10 

select owner,table_name,log_group_type from dba_log_groups; 
OWNER      TABLE_NAME                     LOG_GROUP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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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TT      EMP                            PRIMARY KEY LOGGING 

 
 

6. Monitoring 

 다음은 capture, propagation, apply process 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view 이다. 

Process 의 상태 정보, message enqueue, dequeue 및 apply, capture 동안 발생한 error 

message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v$streams_apply_reader  
• v$streams_apply_coordinator  
• v$streams_capture  
• dba_apply  
• dba_apply_error  
• dba_capture  
• dba_propagation  
• dba_queue_sche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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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capture 상태정보 
Ø 등록된 object 확인 

select table_owner,table_name,scn,to_char(timestamp,'hh24:mi:ss mm/dd/yy') timestamp 

from dba_capture_prepared_tables; 

TABLE_OWNE TABLE_NAME        SCN TIME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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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TT      EMP           5110871 20:18:30 06/19/08 

 

 

Ø Capture 상태확인 

col queue_name for a10 

col start_scn for a15 

col chaptured_Scn for a15 

col applied_scn for a15 

set lines 140 

select capture_name,queue_name,to_CHAR(start_scn) start_Scn,to_char(captured_scn) 

chaptured_scn ,to_char(applied_scn) appled_scn,status from dba_capture;                                 

CAPTURE_NAME         QUEUE_NAME START_SCN       CHAPTURED_SCN   APPLED_SC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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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MADMIN_CAPTURE    Q_CAPTURE  5110078         5144482         5144482    ENABLED 

 

ü status 가 enable 이 아닐 경우 error_messsage 컬럼을 확인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CAPTURE_NAME         QUEUE_NAME START_SCN       CHAPTURED_SCN   APPLED_SC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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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MADMIN_CAPTURE    Q_CAPTURE  5110078         5110078         5110078    ABORTED  

    

select capture_name,error_message from dba_capture; 

CAPTURE_NAME         ERROR_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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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MADMIN_CAPTURE   ORA-01304: subordinate process error.  Check alert and trace logs 

ORA-04030: out of process memory when trying to allocate  bytes (,) 

 

->메모리를 작게 설정하였다는 오류 메시지이다. 

      Sga_target 을 늘리고 db 를 restart 한 후 capture process 를 stop/start 한다. 

 

exec dbms_capture_adm.stop_capture(capture_name=>'strmadmin_capture'); 

exec dbms_capture_adm.start_capture(capture_name=>'strmadmin_capture'); 

 

Ø Queue 된 메시지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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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sid,capture_message_number,TOTAL_MESSAGES_CREATED,total_messages_enqueued,enqueue_time  

from  v$streams_capture; 

 SID       CAPTURE_MESSAGE_NUMBER TOTAL_MESSAGES_CREATED TOTAL_MESSAGES_ENQUEUED ENQUEUE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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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5146874                  13133                      40             19-JUN-08 

 
 

6.2. Propagation 상태 정보 

Ø Propagation 상태 확인 

SQL> select propagation_name, status,error_message from dba_propagation; 

PROPAGATION_NAM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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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1_TO_LINUX                   ENABLED 

 

 

Ø Propagation job 상태 확인 

실제 propagation 하는 process 는 job queue process 가 수행한다. 

select to_char(s.start_Date,'hh24:mi:ss mm/dd/yy') start_date, 

s.latency,s.process_name,s.failures 

from dba_queue_schedules s, dba_propagation p 

where p.destination_dblink=s.destination 

and s.schema=p.source_queue_owner 

and s.qname=p.source_queue_name; 

START_DATE           LATENCY PROCESS_NAME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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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34 06/19/08          3  J000                          0 

 

ü process_name 값이 없다면 job_queue_processes 설정을 확인하여 ‘0일 경우 늘려준 후     

capture process 를 restart 한다. 

    Alter system set job_queue_processes=2; 

exec dbms_capture_adm.stop_capture(capture_name=>'strmadmin_capture'); 

exec dbms_capture_adm.start_capture(capture_name=>'strmadmin_capture'); 

 

6.3. Apply 상태 정보 
Ø Dequeue 상태확인 

select r.apply_name ,r.state,c.total_received,c.total_applied,c.total_errors 

from v$streams_apply_reader r,v$streams_apply_coordinator c,dba_apply ap 

where r.apply_name=ap.apply_name and r.apply_name=c.apply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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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_NAME            STATE              TOTAL_RECEIVED TOTAL_APPLIED TOTAL_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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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MADMIN_APPLY       DEQUEUE MESSAGES                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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