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12C 프로모션 이벤트과정
▣ 교육과정
재직자 (OCP) 인증과정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적용된 자격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시험과목인 SQL/ Workshop I,II 3과목중 한과목을 오라클 인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실 경우 인증됩니다
인증교육 3일 ( 시험 응시료 별도)

오라클 바우처 프로모션 이벤트

(20명 선착순)

선착순 20명에 한정 [교육비할인 + OCP응시료 전액지원] 됩니다
본과정은 오라클공인교육센터인 솔데스크와 오라클사가 함께합니다
한번뿐인 기회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 취득가능 자격증
- 오라클 국제자격증 : OCA, OCP12C
- 시험응시료 : 061코드 $125, 062코드 $245, 063코드 $245

▣ 기존 수강료
단계

오라클OCP (재직자과정) 자격증인증교육 (3일교육)
오라클OCP (재직자과정) 자격증인증 +_ 실무교육
(총 90시간-6주)

재직자 오라클 인증교육
(SQL -3일교육)

실무교육
(Workshop I,II
실무교육)

1,640,000

오라클3과목
시험바우처비용
780,000 (별도)

1,640,000

750,000

780,000 (별도)

* OAEC + WDP 실무교육 : 1,640,000(인증교육)+ 750,000(실무교육) = 2,390,000 (시험3과목 바우처 별도)

▣ 오라클 바우처(응시료) 프로모션 교육비 안내
단계

OAEC (재직자과정) 자격증인증교육 (3일교육)
교육비/ 인증비 + OCP시험 응시료(3과목)

재직자 오라클 인증교육
(SQL -3일교육)

1,550,000원

www.soldesk.com

솔데스크 교육센터
대표문의:02-6901-7033

▣ 세부진도표 (OCP 12c 인증과정)

교 육 내 용
구분

기간

주제

세부내용

◈SQL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 검색
◈객체 및 시스템 레벨에서 권한 제어

1~2주차
오라클
직장인
반

(OAEC의 경
우
3일,
18H교육)

Introduction
to SQL

◈테이블과 기타 스키마 객체 생성 및 관리
◈DML(데이터 조작어)을 실행하여 Oracle Database 11g 에서 데이터 갱신
◈SQL 함수를 사용하여 커스터마이즈된 데이터 생성 및 검색
◈고급 Sub query 를 사용하여 데이터 검색 및 계층적 데이터 검색

3~4주차

Administration
Workshop I

◈Oracle Net 서비스 구성
◈유저 계정 생성 및 관리
◈Oracle Database 11g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데이터베이스 저장 영역 구조 관리
◈Oracle Instance 관리
◈데이터베이스 모니터, 문제 해결 및 유지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Recovery 수행

Administration
Workshop II

◈VLDB 관리
◈Resource Manager 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사용량 제어
◈데이터베이스 및 개별 세션에 대한 언어 종속 동작 커스터마이즈
◈블록 손상을 감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수행
◈보안 데이터베이스 구현
◈이전 시점으로 데이터베이스 Recovery
◈진단용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검토
◈Scheduler 를 사용하여 관리 업무 간소화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
◈Oracle Secure Backup 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Recovery
◈Oracle Flashback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Recovery
◈RMAN 을 사용하여 백업 셋과 Image Copy 생성 및 관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Advisor 및 뷰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성능 모니터
및 향상

WDP
(실무반)

5~6주차

www.soldesk.com

솔데스크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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