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베이스는 좋지만 데이터베이스 복제 도
구는 싫으신가요? 필요한 기능을 모두 제공하
지 않는 고가의 관리 팩과 추가 기능을 위해 어
쩔 수 없이 계속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듯한 느
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기본 도구를 구입하지 않고도 데이터베이
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리소스
를 확보하여 새로운 방법의 투자를 통해 비즈
니스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SharePlex®를 사용하면 기본 도구에 비해 매
우 저렴한 가격으로 Oracle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가 알려주
고 싶어 하지 않는 일체형 솔루션을 통해 쉽게 
고가용성을 달성하고 확장성을 높이고 데이터
를 통합하고 보고 작업을 오프로드할 수 있습
니다. 경제적인 복제를 통해 예산이 아닌 데이
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능

• 일체형 라이센스 - 기본 제공 모니터링, 충돌 
해결, 데이터 비교, 동기화 기능 등을 한 번의 
저렴한 비용(다른 복제 솔루션 총 소유 비용의 10
퍼센트)으로 얻을 수 있으며, 추가 기능이나 관리 
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도구, 다양한 용도 - 사내 및 클라우드에
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고가용성을 확보하고, 
재해 복구 기능을 강화하고, 보고 작업을 오프로
드하는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 안전한 Oracl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및 업그레이드 - 업무 중단 없이 Oracle 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므로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을 피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거의 실시간 데이터 통합 및 복제 -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여 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SharePlex®

온전한 복제 솔루션으로 Oracle 간에 데이터를 이동하십시오.

특장점:

• 저렴한 일체형 복제 툴셋 덕분에 비용이 
많이 드는 업그레이드, 추가 기능 및 관리 
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Oracle 데이터베이스 환경 전체에서 데이
터를 원활하게 이동하여 99.999%의 고가
용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운타임이나 데이터 손실 없이 아무런 영
향도 없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
이션과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고 작업을 오프로드하여 분석 및 빅 
데이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수상 경력으로 입증된 연중무휴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제 작업을 한층 더 최적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의 교육 리소스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SharePlex 덕분에 최근 몇 년
간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가
동 시간을 100%에 가깝게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Priceline.com IT 운영 부문 부사장 
Ken Jones

SharePlex로 비즈니스 요구와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간편하게 충족하십시오. 



“ 매일 저녁마다 당사 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벌어지
던 2시간의 다운타임이 
SharePlex로 전환한 뒤로 
없어졌습니다." 

Sean Scott, Oracle DBA, 
Bodybuilding.com

• 입증된 사용 편의성 - 능률적인 구성 프로세스를 
통해 15분 내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상 경력으로 입증된 연중무휴 지원 - 수차례
에 걸친 업계 수상 경력에 빛나는 탁월한 일류 지
원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Oracle Standard Edition, Enterprise Edition 
및 클라우드 환경 지원 - 다양한 소스/타겟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에디션 및 데이터베이스 버전
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환경에서 SharePlex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UEST 소개

Quest는 급변하는 엔터프라이즈 IT 세계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데
이터 폭증, 클라우드 확장,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 보안 위협 및 규정 요구 사항으로 인한 
문제를 간소화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당사
의 포트폴리오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
터 보호,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ID 및 액세스 
관리 및 Microsoft 플랫폼 관리가 포함됩니다.

SharePlex 데이터 복제 프로세스

소스

대기열 내보내기

대기열 캡처

대기열 게시

원격 또는 
온프레미스 대상

클라우드 타겟

내보내기 가져오기

캡처

읽기
게시

Oracle 리두/아카이브 
로그의 레코드

관리 콘솔을 통해 전체 환경을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플랫폼

Windows, UNIX/
Linux, AWS, Azure

메모리 

SharePlex 프로세스는 
64비트로 구성됩니다.

프로세스당 메모리는 
256MB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시스템/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은 설치 설명서의 
플랫폼별 설치 전 검사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quest.com/
products/shareplex/

Quest, SharePlex 및 Quest 로고는 Quest Software, Inc.의 상표 및 등록 상표입니다. Ques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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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Quest Software Inc. ALL RIGHTS RESERVED.
DataSheet-SharePlex-US-KS-KO-WL38577

Quest
quest.com/kr
여기(quest.com/kr/locations)에서 현지 사무실 정보 확인

http://quest.com/products/shareplex/
http://quest.com/products/shareplex/
http://www.quest.com/legal/trademark-information.aspx
http://quest.com/kr
http://quest.com/kr/lo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