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ad for Oracle 구매고객
(Xpert , DBA , DBA-RAC, DBA- Exadata 에디션)

DB진단 서비스 프로모션

Quest Software Korea
2020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개발 툴
- 토드 (Toad) -

Toad 구매 고객을 위한 DB 진단 프로모션
• 대상 : Toad for Oracle Xpert 또는 DBA Edition(DBA-RAC, DBA-Exadata Edition 포함) 구매 고객
• 프로모션 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DB진단 범위 및 내용
토드 에디션 구분
DB 성능 진단
DB 취약점 진단

Xpert Edition
• 악성 SQL 추출
• DB 성능 개선 가이드
-

DBA Edition
• 악성 SQL 추출
• DB 성능 개선 가이드
• 운영 파라미터 권장설정 가이드
• DB보안 취약점 관련 가이드

• DB진단 서비스 제공 방법
1) 구매한 Toad가 설치된 PC에서 Toad를 이용한 DB 진단 데이터 수집 (원격 또는 방문 지원)
2)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DB 진단 결과 리포트 작성 및 전달 (이메일)
• DB진단 서비스 진행 일정은 사전 협의 필요

-2-

DB 진단 리포트 - DB성능 진단 예시 (Xpert Edition, DBA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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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진단 리포트 - DB취약점 진단 예시 (DBA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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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1. Toad for Oracle 구성
2. Toad for Oracle 주요 기능

3. 고객 지원

1. Toad for Oracle 구성

Toad for Oracle 에디션
개발자
DBA

개발 생산성 향상, SQL 성능 향상
DB관리 업무 간소화, 자동화

Professional
Edition
Base Edition
<제품설명>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으로 DB
오브젝트 생성 및
관리, 쿼리 실행,
GUI 기반의 PL/SQL
코딩, XML 편집

<제품설명>
Toad for Oracle
Base Edition의 모든
기능과 다음의 추가
기능 포함
. Code Analysis
– 자동화된 코드
품질 검토 및 관리
보고서 생성

. PL/SQL 디버깅
– PL/SQL 작성 및
PL/SQL 디버깅

SQL 작성
PL/SQL 디버깅

-7-

DB진단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에디션

. Sensitive Data
Awareness

– 오브젝트 정보,
SQL 데이터에서
민감 데이터 자동
인식

민감 데이터
인식

Xpert
Edition
<제품 설명>
Toad for Oracle
Professional
Edition의 모든
기능과 다음의
추가 기능 포함
. Quest SQL
Optimizer for
Oracle

DBA Edition
Developer
Edition
<제품 설명>
Toad for Oracle
Xpert Edition의
모든 기능과 다음
추가 기능 포함
. Quest Code Tester
for Oracle
– 자동화된 PL/SQL
코드 테스트

– 악성 SQL 자동
추출

. Benchmark
Factory (Oracle)

– 튜닝 대안 SQL
자동 생성

– 가상 유저를
통한 DB 트랜잭션
발생

– 원본 SQL과 대안
SQL 비교
– 원본 SQL vs.
튜닝 SQL 분석
Report
– SQL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의 Index
생성 안 가이드

SQL 튜닝
자동화

<제품 설명>
Toad for Oracle
Xpert Edition의
모든 기능과 다음
추가 기능 포함
. Benchmark
Factory (Oracle)
. DB Admin module
– DBA 사용 편의
기능
Spotlight on Oracle
– 데이터베이스
성능 병목에 대한
모니터링
– 문제 해결에
대한 Advisor 기능

<제품 설명>
Toad for Oracle
DBA Edition의
모든 기능과 다음
추가 기능 포함
Spotlight on Oracle
RAC
– Oracle RAC 각
인스턴스의 운영
상태, Load Balance,
Inter Connect 등
RAC 구성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시각화

<제품 설명>
Toad for Oracle
DBA Edition의
모든 기능과 다음
추가 기능 포함
Spotlight on Oracle
Exadata
– Oracle Exadata
각 인스턴스의
운영 상태, Storage
서버 노드, Smart
Scan, Smart Flash
Cache 등 Exadata
구성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시각화

Toad Data Modeler

– TPC 표준 기반
부하 테스트

–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 데이터베이스
성능 테스트, SQL
확장성 테스트

– DDL 스크립트
자동 생성

DB부하
테스트

DBA-RAC
Edition

DBA-Exadata
Edition

– Reverse
Engineering 지원

DB 모니터링
성능 진단

RAC 모니터링
성능 진단

Exadata 모니터링
성능 진단

Toad for Oracle Xpert, DBA 에디션 기능 비교
Xpert
Edition

DBA
Edition

DBA-RAC
Edition

DBA-Exadata
Edition

SQL 작성 및 실행, SQL Plan 정보 확인,
DB Object생성 및 관리

O

O

O

O

PL/SQL 개발 및 디버깅

O

O

O

O

PL/SQL 코드 품질 검토/리포트
(Code Analysis)

O

O

O

O

민감 데이터 인식
(Sensitive Data Awareness)

O

O

O

O

SQL 튜닝 자동화 / 튜닝 가이드
(SQL Optimizer for Oracle)

O

O

O

O

DB 성능/부하 테스트
(Benchmark Factory for Oracle)

-

O

O

O

데이터 논리/물리 모델링
(Toad Data Modeler)

-

O

O

O

DBA 편의 기능 및 고급 기능 (옵션)
(DB Admin Module)

-

O

O

O

Oracle Single DB 모니터링
(Spotlight on Oracle)

-

O

O

O

Oracle RAC 구성요소 모니터링
(Spotlight on Oracle RAC)

-

-

O

O

Oracle Exadata 구성요소 모니터링
(Spotlight on Oracle Exadata)

-

-

-

O

기능

* 옵션 모듈(DB Admin Module, Sensitive Data Protection Module)은 추가로 구매 시 사용 가능.
(DBA / DBA-RAC / DBA-Exadata Edition에는 DB Admin module이 기본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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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ad for Oracle DBA Edition 비교
• 모니터링 대상 Oracle 환경에 따라 DBA Edition은 총 3개의 Edition으로 구분
DBA Edition (Single Instance)

DBA RAC Edition

DBA Exadata Edition

Toad for Oracle Xpert

Toad for Oracle Xpert

Toad for Oracle Xpert

Toad Data Modeler

Toad Data Modeler

Toad Data Modeler

SQL Optimizer

SQL Optimizer

SQL Optimizer

Benchmark Factory

Benchmark Factory

Benchmark Factory

DB Admin Module

DB Admin Module

DB Admin Module

Backup Reporter

Backup Reporter

Backup Reporter

Spotlight on Oracle

Spotlight on Oracle

Spotlight on Oracle

Spotlight on Oracle RAC

Spotlight on
Oracle Exadata
Spotlight on Oracle 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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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ad for Oracle 주요 기능

사용 가능 에디션 :

Xpert

SQL 작성 및 실행 – 편리한 통합 Editor 활용
SQL과 PL/SQL을 통합 Editor에서 편리하게 사용
Editor 사용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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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탐색하는 네비게이터

일반 SQL 문장과 PL/SQL을
한 화면에서 공통으로 사용

쿼리 실행 결과 표시
데이터 결과, Explain Plan
Trace 정보, PL/SQL 디버깅

Editor 사용
유틸리티

DBA

사용 가능 에디션 :

SQL Plan 정보 확인

다양한 형태로 SQL Plan 정보 제공
• SQL Plan Display Mode
- Tree
- DBMS_XPlan
- Plain English
- Graphic
- MS Graphic

[ DBMS_XPlan ]

[ Tree ]

[ Plain English ]

[ Graphic ]
[ MS Graph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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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ert

DBA

사용 가능 에디션 :

Xpert

DB Object생성 및 관리 – Schema Browser 활용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정보를 보거나, 추가, 수정, 삭제
• 테이블(Table), 인덱스(Index), 제약조건(Constraint), 뷰(View), 펑션(Function),
프로시저(Procedure), 트리거(Triger), 시퀀스(Sequence) 등 DB Object 관리
검색 필터

오브젝트
리스트 창
( LHS )

오브젝트
상세보기 창
( RHS )

[ 스키마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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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민감 데이터 인식

사용 가능 에디션 :

Xpert

DBA

민감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Editor 작업 시 사용자에게 표시
• 토드에 사전 정의된 규칙(Sensitive Data Search Rule)에 따라 민감 데이터로 인식
- 컬럼명 분석 (Naming Convention)
- 데이터 분석 (Data Contents)
• 민감 데이터로 분류되면 SQL 작성 시 Editor에 밑줄로 표시

[ SQL 작성시 민감 데이터 컬럼 표시 ]

[ 민감 데이터 검색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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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에디션 :

SQL 튜닝 자동화 - SQL Optimizer for Oracle

Xpert

SQL 튜닝을 위한 대안SQL 자동 생성 및 튜닝 가이드 제시
악성 SQL 추출
튜닝 대안 SQL 자동 생성
원본 SQL과 대안 SQL 비교
원본 SQL vs. 튜닝 SQL 분석
Report
• SQL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의
Index 생성 안 가이드
• Index 생성에 따른 영향도 분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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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사용 가능 에디션 :

Xpert

DB 성능 테스트 - Benchmark Factory for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 및 부하테스트

• TPC 표준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 생성
• 가상 유저를 이용한 부하
발생
• 테스트 결과 Repor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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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데이터 모델링 - Toad Data Modeler

사용 가능 에디션 :

Xpert

개발자와 DBA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링 기능
• Logical 데이터
모델링
• Physical 데이터
모델링
• DDL Script 자동
생성
• Revers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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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사용 가능 에디션 :

DB 성능진단/모니터링 - Spotlight on Oracle

Xpert

DB/OS에 대한 직관적인 모니터링, 빠른 문제 해결 가이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 문제 해결 가이드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다양한 알람

Spotlight on Oracle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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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사용 가능 에디션 :

Xpert

DB 성능진단/모니터링 - Spotlight on Oracle RAC
Oracle RAC에 대한 직관적인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가이드
• Spotlight on Oracle 기본기능 포함
• RAC 전용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 Inter-Connect, Global DB, GCS 등

Spotlight on Oracle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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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Oracle RAC
모니터링

DBA
RAC Edition

사용 가능 에디션 :

Xpert

DB 성능진단/모니터링 - Spotlight on Oracle Exadata
DB/OS에 대한 직관적인 모니터링, 빠른 문제 해결 가이드
• Spotlight on Oracle 기본기능 포함
• RAC 전용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포함
• Exadata 전용 모니터링 인테페이스

Spotlight on Oracle
모니터링

Spotlight on Oracle RAC
모니터링

Spotlight on Oracle Exadata
Storage Cell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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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Exadata

3. 고객 지원

기술지원 체계
•
•
•
•

토드 기술지원 전담 파트너사가 배정되고 체계적인 관리
제품 사용 및 최적화를 위한 가이드 제공
신규기능에 대한 설명회 및 세미나 참석 기회 제공
정기교육 및 온-사이트 방문 교육 지원

Toad 사용자
제품관련 문의
✓ 토드 교육지원
✓ 구매한 제품의 기능,
라이선스 지원 범위
기술지원 요청
✓ 프로그램 설치관련
✓ 사용 중 프로그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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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지원팀
전화
문의 및 지원 요청

이메일
웹사이트

제품 Upgrade 지원
• 무상 업그레이드 기간(구매 후 1년간)내에는 추가 비용 없이 제품 업그레이드 가능
- Major 버전도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가능

• 퀘스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포탈 사이트
http://support.quest.com
- 새 릴리즈 버전 다운로드
- 제품 매뉴얼 및 가이드
- 비디오 학습
- 온라인 기술지원 이슈 관리

[ 퀘스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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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커뮤니티 사이트
• 국내 공식 토드 커뮤니티 사이트 : www.toad.co.kr
✓ 토드 정기교육 / 특강
신청 및 확인
✓ 토드 주요 제품군 소개

✓ 토드 에디션별 특징
Spec
✓ 토드 기술 자료
(매뉴얼, 활용팁, 동영상)

✓ 토드 구매 프로모션 /
이벤트 / 최신 IT 소식
✓ 제품 문의답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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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 1. 정기교육
- 무료 실습 교육, 교재 제공
- 토드 커뮤니티(www.toad.co.kr) 교육 안내 웹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및 확인
- 2020년 Toad 정기교육 일정
일정
02월 14일(금) 09:30 ~ 17:00
05월 15일(금) 09:30 ~ 17:00
09월 11일(금) 09:30 ~ 17:00
11월 13일(금) 09:30 ~ 17:00

교육 내용
• New Toad for Oracle 13 버전 중심으로 진행
• Toad DBA Edition의 전반적인 기능 설명 및 실습
- 빠르고 편리한 SQL 작성 및 실행
- 효율적인 데이터 조회 및 분석
- DB 성능 진단 및 모니터링(Spotlight) 기능 활용
- SQL 튜닝 자동화(Quest SQL Optimizer) 기능 활용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토드 커뮤니티(www.toad.co.kr) 업데이트 일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지역별 사용자 교육
- 비정기적으로 지역별(대전,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실습 교육 진행
- 토드 지원팀(support@toad.co.kr)에 문의
• 3. 온사이트 방문 교육 및 컨설팅
- 토드 지원팀(support@toad.co.kr)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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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Toad Online Community
– http://www.toad.co.kr

• For Quest Software Korea Blog
– http://questblo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