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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ting
1.1.


Setting > Users > Users

New user registration

해당 메뉴에서 “add”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행이 추가가 됩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
장을 누르면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이 됩니다.



User ID : 로그인 할 때 사용할 아이디



Password : 로그인 할 때 사용한 비밀번호로써, 입력한 내용은 저장 후, 암호화되어 보여집니
다.



User Name : 로그인 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Management ID : 각 사용자마다 제품에서 사용할 서버들과, 알람 발생시 수신할 정보 및 메뉴
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가지는 그룹 아이디 입니다. 이 정보는 “UserMgmt” 메뉴에서 구성하여
사용자 별로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용자 권한그룹(UserMgmt) 설정이 없다면
“DEFAULT”로 표시 됩니다.



Email : 사용자의 메일 주소입니다.



Phone : 사용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입니다.



Language : 제품을 어떤 언어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영어만 제공하
고 있으나 향후 다른 여러 언어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AddTime : 해당 사용자가 등록한 시점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Last Modify Date : 해당 사용자의 최종 정보 변경 시점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1.2. UserMgmt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능별 권한 그룹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좌측부분은 권한에 대한 그룹명을 추가,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룹명을 클릭하면 화
면 우측에 사용자가 가져야 할 서버, 서버별 알람 발생 수위, 임계치가 없는 서버의 알람 메시
지 수신 여부와, 설정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에 대한 내용을 등록 및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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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 모니터링을 할 서버는 “Server” 메뉴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서버중에서 해당 사
용자에게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룹명에 원하는 서버를 등록하고, 해당
그룹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면(Management ID) 해당 사용자는 이 화면에서 부여한 서버만 모니
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Send Event Message Threshold : 모니터링 할 서버의 지표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계치를 설정한
서버는 이 화면에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서버 알람에 대하여 임계치 설정은 “Server Mgmt” 메
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임계값이 도달하는 경우 알람 수위에 대하여 수신할지 안할지
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Warning 을 ‘Y’로 설정하고, Clritical 을 ‘N’ 으로 설정하는 경우, 임계값이 Warning
범위에 들어 왔을 때만 알람으로 발생을 하여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Send Event Message : 임계값이 없이 발생하는 알람에 대하여 수신할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SERVER Error_log 가 발생하면 알람이 발생하지만 임계치 설정은 없습
니다. 따라서 임계치 설정이없는 알람에 대하여 수신 여부를 각 서버별, 이벤트별로 설정하세
요.



User ProductEvent Message : 제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메
세지를 수신 할 것인지 선택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수신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설정을 원하는 경에는 UseYN 을 “Y”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Menu : 관리화면의 메뉴에 대하여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Setting” 의 여러 메뉴
중에 특정 메뉴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도 있고, 전체 관리 메뉴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좌측 그룹에 기능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 권한 기능이 필요하면 “Add”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추가하면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관리 기능은 채크 박스를 선택하고
“Delete” 버튼을 눌러 제거하면 제품에서 해당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Memu 에 추가된 내용이 없으면 사용자는 로그인시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1.3. UserxAccount
앞서 설명한 사용자 그룹지정이 각 개별 기능에 대한 사용권한이라고 본다면, “UserxAccount”는 상위 개념으
로 시스템 관리자인지, 아니면 일반 사용자인지 지정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Super User 로 지정된 사용자는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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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Server

모니터링 할 서버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대상 서버를 추가,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ServerNo : 서버를 등록하면 제품이 자동으로 등록하는 서버의 고유 번호입니다. 입력 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값입니다. 참고용으로 화면에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Server ID : 모니터링 할 서버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시스템이 알람을 보낼 일이 발생하면, 여
기에 입력된 이름으로 보내어 집니다.



Management ID : 제품에서 알람 발송을 위한 설정 정보를 그룹으로 지정하여 각 서버에 부여
할 수 있습니다. Monitoring > ServerMgmt 에서 설정한 대표 그룹을 모니터링 서버에 지정을
하면, 해당 모니터링 서버가 가져야할, 알람의 임계치 정보와, 발생되는 알람의 수위 또는
AWS 를 연결하기 위한 정보 등을 한번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관리자의 ServerMgmt 의 설정이 없는 경우 기본값으로 DEFAULT 값이 자동으로 설정 됩
니다.



Login ID : Database 에 접속할 User 를 입력하세요. 해당 유저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Login Password : 해당 User 의 Password 를 입력하세요. Password 는 저장된 후 암호화되어 화
면에는 암호화된 값이 표시됩니다.



IP Address : 모니터링 대상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제품과 모니터링 대상 서버와 방화벽이
Open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화벽은 IP / Port 를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연결이 불가능 할 경우
제품에서 모니터링을 수행 하지 않습니다.



Port : 모니터링 대상 서버의 Port 입니다. 이 포트는 TNS 포트를 의미합니다.



CharSet : SQLSERVER 의 Charset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harSet 은 오라클로부터 오는 메시지
의 Format 을 지정된 CharSet 으로 변환하여 제품에 표시하고 있으며, 이 값이 상이한 경우에
는 SQLSERVER Database 으로 부터오는 문자열이 일부 깨져서 보일 수 있습니다.



Instance ID : 제품이 AWS 상의 RDS 에 연결될 경우, AWS 에서 지정한 Instance 이름입니다.
AWS 에서는 Instance ID 가 CloudWatch 연결 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제품을 Onpremise 방식으로 연결 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Yse YN : 모니터링 대상 서버에 모니터링을 잠시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중지 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유무에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N’ 으로 설정시 제품은 모니터링 대상 서버에 어떠
한 성능 지표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니터링 대상 서버의 정기점검
또는 임시로 전원을 꺼놓는 행위에 대하여 유용하게 이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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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Test Connection



Server 메뉴의 화면에서 리스트 우측 상단의 “Test Connection”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된 서버가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하고자 하는 서버를 선택하고 (복수 선택도 가능) 상단의 “Test Connection”을 클릭하면
연결이 잘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연결이 안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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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려는 SQL Server 의 User 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및 권한 부여 방법


권한 확인

SELECT name as [Login Name], state_desc, type_desc
FROM sys.server_permissions A JOIN sys.server_principals B
ON A.grantee_principal_id = b.principal_id
WHERE permission_name='VIEW SERVER STATE'
AND name = ${userid};



system view Read 권한

Use master;
GRANT VIEW SERVER STATE TO ${userid};



Error log Read 권한

create user ${userid} for login ${userid};
GRANT EXECUTE ON xp_readerrorlog TO ${use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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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Mgmt

User와 마찬가지로 Server도 각 그룹별로 알람의 임계치 값을 지정하거나 , 임계치가 없는 지표
에 대하여 Critical로 메시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Warnring로 받을 것인지 설정을 하여 그룹화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이 Amazon의 RDS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EC2에 설치된 경우 AWS 접속 정보를 지
정하여 그룹화하여 각 모니터링 서버에 Management ID를 부여하여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그룹 관리


화면 좌측에 서버관리 그룹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Management No : 그릅 관리번호입니다. 이번호는 제품이 자동으로 부여하는 값으로 사용자는
참고용으로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편집 할 수 없습니다.



Machine Type : 총 3 가지 Type 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NORMAL” 은 On-premise 에 설치된
SSQLSERVER 를 모니터링 할 때 지정하는 Type 입니다. On-premise 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서
버에 특별이 Agent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OS 정보를 가져 오지 않습니다. Database 성능
지표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AWS_RDS” 의 경우는 모니터링 대상 서버가 Amazon RDS 서비
스를 사용 하는 경우 선택 하십시요. Cloud Watch 와 연계하여 OS 관련 성능지표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AWS_EC2”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Amazon EC2 에 SQLSERVER 가 설치 된 경우 선택
하십시요. RDS 와 마찬가지로 OS 관련 성능지표를 수집합니다. 제품에서 RDS 와 EC2 로 나우
어진 이유는 RDS 와 EC2 에서 Cloud Watch 로 수집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 Type 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Descr : 해당 그룹명을 입력 합니다. 최초 제품이 설치되면 “DEFAULT” 그룹은 자동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Server Event Threshold

이 메뉴 설정은 성능지표가 수치화 되어 임계값을 설정 할 수 있는 지표인 경우 사용하는 메뉴입
니다. 예를 들어 “ActiveSession Count”와 같이 해당 지표가 수치화 될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여 좌측에 선택된 그룹에 지표를 추가하여 임계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지표의 임계값이 설정한 임계값에 도달하면 제품은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냅니다.



StatName : 지표 이름을 나타냅니다. 알람이 발생하면 이 이름으로 알람이 발송 됩니다



Condition : 설정된 임계값보다 클 때 알람으로 발생할 것인지 같을때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 수식입니다.



Warning : 여기에 지정된 값에 도달하면 Warning 이라는 이름으로 알람이 발생 됩니다.



Critical : 여기에 지정된 값에 도달하면 Critical 이라는 이름으로 알람이 발생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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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YN : 임계치를 설정하고 사용하더라도 필요시 해당 기능을 OFF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
스템 점검 또는 관리시에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알람이라면 해당 지표의 알람을 수동으로
OFF 할 수 있습니다. OFF 시 제품에서는 더 이상 알람 발생을 위하여 성능지표이 임계값을 채
크하지 않습니다.



Server Event Threshold


지표를 지정하고 임계값을 설정하면, 설정값이 임계값에 도달하는 경우, 알람을 받을 수 있습
니다.



Statname : 지표 이름을 나타냅니다. 알람이 발생하면 이 이름으로 알람이 발송 됩니다



Event Level : 알람이 발생 할 경우, 여기에 지정된 알람 수위의 명칭이 발송 됩니다. Alertlog
를 Critical 로 설정을 한 경우라면 Alert Log Event 가 발생하면 Critical 로 발송하게 됩니다



Use YN : 알람이 지속되거나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알람이라면 잠시 알람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 Logging Info
제품이 모니터링 대상 서버와 Query 기반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별로 Query를
보내어 결과를 받아는 주기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성능 데이터의 수집 주기가 짭을수록 수집하는 데이터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수집 주기가 길어
지면 수집하는 데이터량이 감소합니다.
Object ID

Cycle

Unit

UseYN

AWS_STAT

1

Minute

DEFAULT “Y”

SESSION

5

Second

DEFAULT “Y”

STAT

5

Second

DEFAULT “Y”

SQLPLAN

10

Second

DEFAULT “Y”

OS_WAIT

1

Minute

DEFAULT “Y”

QUERY_STATS

1

Minute

DEFAULT “Y”

LOCK

5

Second

DEFAULT “Y”

DATABASE_SIZE

24

Hour

DEFAULT “Y”

ERROR_LOG

10

Second

DEFAULT “Y”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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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tatName
제품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표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지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tType

Description

SQLSERVER

Sql Server

SQLSERVER _CUSTOM

Sql Server Custom

SERVER_EVENT_LIMIT

Server Event

SERVER_EVENT

Server Event(UnLimit)

AWS_EC2

AWS EC2

AWS_RDS

AWS RDS

PRODUCT_EVENT

Product Indicators



SQLSERVER_CUSTOM Stat

SQLSERVER 성능 지표를 기준으로 제품에서 별도로 생성한 지표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
니다
stat_id

Stat Name

Description

-1010000001

Available Log File KB

Log File(s) Size (KB) :_Total' - 'Log File(s)
Used Size (KB) :_Total

-1010000002

Average Latch Wait Time

Average Latch Wait Time (ms)' / 'Average
Latch Wait Time Base'

-1010000003

Buffer Cache Hit (%)

'Buffer cache hit ratio' / 'Buffer cache hit
ratio base'

-1010000004

CPU Utilization (%)

'CPU usage % :Resource Pool Stats' / 'CPU
usage % base :Resource Pool Stats'

-1010000005

Page
Minutes

Life

Expectancy

in

데이터 페이지가 버퍼 메모리에 로드된 테
이블을 쿼리한 후 버퍼 캐시 또는 버퍼 메
모리에 있는 데이터 페이지의 수명(초)입니
다. 페이지 수명 예상 값은 SQL Server 인스
턴스에 할당된 메모리의 메모리 압력을 나
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페이지는 주기적
으로 버퍼에서 삭제됩니다
'Page life expectancy :Buffer Manager'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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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essions Count

v1.2.251
sys.dm_exec_sessions에서 수집한 Session
정보 중에 Status가 ‘running’ 인 row의
Count 값입니다.

-1010000007

Total Wait Time

Session을 수집할 때
‘sys.dm_exec_requests’의 wait_time 값의
sum 값 입니다.

-1010000008



Lock Count

Lock 개수입니다

Product Event Stat

제품에서 발생하는 알람성 지표를 별도의 지표로 관리합니다.
stat_id

Stat Name

Description

-1040000001

Process Start

제품의 Process가 구동 상태

-1040000002

Process Stop

제품의 Process가 정지 상태

-1040000003

Process Dead

제품의 Process가 Dead 상태

-1040000004

Process OutOfMomory

제품의 Process에서 OOM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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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 Name



stat_id : SQL Server 의 stat_id 입니다. sys.dm_os_performance_counters 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Stat_type 이 EZIS 제품에서 만든 성능 지표인 경우에는 음수가 붙어 있습니다.



Stat Name : 지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품내 어떤 화면에서도 보
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내 화면에서는 Display Name 을 사용하되 Display Name 이 없는 경
우에 한해서 Stat Name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atType : 지표의 특성별 용도별로 제품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Statname 표 참조)



Display Name : 제품에서는 모든 화면에 지표의 이름을 Display Name 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만 Display Name 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Stat Name 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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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on Type : 성능 지표를 수집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련한 설정입니다.


OFF : 해당 지표의 성능 데이터 수집 하지 않음



ON : 해당 지표이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 화면에서 사용하고, 분석 화면에서 사
용함



ON(Logging Only) : 해당 지표를 수집하여 실시간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분석 화면
에서만 사용함



Display : 해당 지표를 Sigma 값으로 홤면에서 표시할 것인지 Delta 값으로 표시할 것인지 선
택합니다. 대부분의 백분율 지표를 제외하고는 DELTA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Stat Name AWS

Cloud watch로 수집하는 지표만 별도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stat_id 값은 SQLSERVER에서 기
본으로 제공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음수로 시작합니다.



Statid : AWS 전용 지표입니다. 음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Statid 는 제품에서 수정할 수 없습
니다. Amazon AWS Service 의 Cloudwatch 지표가 향후에 새로 생기는 경우에는 EZIS 에서도 추
가 됩니다.



Stat Type : AWS_EC2 와 AWS_RDS 두가지 Stat Type 을 가지고 있으며, EC2 와 RDS 에 초적화
되어 제품 설치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Stat Name : 지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품내 어떤 화면에서도 보
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내 화면에서는 Display Name 을 사용하되 Display Name 이 없는 경
우에 한해서 Stat Name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splay Name : 제품에서는 모든 화면에 지표의 이름을 DisplayName 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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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DusplayName 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statname 을 사용합니다.


Maximum UseYN : CloudWatch 에서 Maximum 값을 수집 할 지 여부.



Minimum UseYN: CloudWatch 에서 Minimum 값을 수집 할 지 여부.



Average UseYN: CloudWatch 에서 Average 값을 수집 할 지 여부.



Sum UseYN: CloudWatch 에서 Sum 값을 수집 할 지 여부.



Samplecount UseYN: CloudWatch 에서 Samplecount 값을 수집 할 지 여부.



Display : 화면에서 해당 값을 Sigma 로 보여줄지 아니면 Delta 로 보여줄지 여부.



Processingtype :


ON : 해당 지표이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 화면에서 사용하고, 분석 화면에서 사
용함



ON(Logging Only) : 해당 지표를 수집하여 실시간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분석 화면
에서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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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 Name User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모니터링 쿼리를 등록하여 지표화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화면 상단의 SQL 버튼을 클릭하여 모니터링 쿼리를 작성하고 저장하면
결과값 row 의 이름으로 지표값이 추가 됩니다.
쿼리의 형식은 name 과 value 형태로 쿼리를 작성해 주세요



Query 예시
SQLECT

결과값
‘UTL_A1’,

Price

FROM

{TableName}

Column
UTL_A1

비고
| price
| 122.98

WHERE A=1
SQLECT

UTL_A1이 지표명이되며
유동적인 값인 122.98이
value가 됨

UTL_A2,

Unit

FROM

Column

| Unit

여러행이 출력되는 경우

{TableName}

A1

| BX

각각 A1, A2가 지표명이 되

WHERE C=11

A2

| CR

며 Value는 유동적으로
BX. CR등이 됨



“SQL”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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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Query 를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Query 의 탭을 추가하여 등록이 가능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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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동작은 각, 텝에 등록된 Query 를 UNION ALL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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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vent


SendMethod Slack

Ezis는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beta version
에서는 Slack 과 Email로 발송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Method No : 제품이 자동으로 관리하는 Send Method 의 고유 번호 입니다. 이 번호는 사용자
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 Send Method 의 각 개별 이름을 부여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어지고 이름이 부여되
면, UserMgmt 메뉴에서 알람을 어떤 매체로 수신 할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Webhook url : Slack 의 webhook 주소를 입력합니다.



Channel : Slack 의 채널 이름을 입력합니다.



Timeout_sec_connect : Connection tumeout 값을 초단위로 입력합니다. 연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3 초 이상 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Timeout_sec_read : 메시지를 수신할 때 기다리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될 경
우를 대비하여 3 초 이상 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Type : 현재 beta version 에는 Slack 으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향후 여러 SNS 로 알람을 발 송
할 수 있습니다.



Group Message :

Group Message 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Use YN : 해당 기능을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N” 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SNS 로 발송 되지 않습니다.





Last Modify Time : 설정 정보를 최종 수정한 시각입니다. (화면에 표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ndMessage Email

발생한 Event를 Mail 로 발송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Description : Send Method 의 각 개별 이름을 부여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어지고 이름이 부여되
면, UserMgmt 메뉴에서 알람을 어떤 매체로 수신 할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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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 Email 서버의 호스트 주소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Port : 해당 호스트의 포트를 입력해 주세요.



Read Timeout : 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일정 시간 이후 까지 응답이 없으면 더 이상 작업을 수
행 하지 않습니다.



Connection Timeout : Mail 서버에 접속을 시도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작업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Group Message :

Group Message 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Auth id : Mail 서버에 접속할 때 인증하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Auth Passwd : Mail 서버에 접속 할 때 인증하는 아이디의 비밀번호입니다.



From :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입니다.



Subject : 발송될 mail 의 제목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Use YN : 해당 기능을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N” 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Mail 로 발송 되지 않습니다.



Product Event



제품에서 발생하는 알람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예기치 않은 오류를 수반할 때
발생합니다.



해당 발생하는 지표에 대하여 사용자는 중요도에 따라서 Critical 또는 Warning 과 같은 Event
Level 을 지정하여 메시지를 수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로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는 경우에는 UseYN 값을 “N”으로 설정해 놓으면 알람을
받지 않고 중지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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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dvance


General



제품이 자체적으로 성능지표를 수집하는 데이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본은 7 일간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Day(s) of Repository Storage)



Recommend 버튼을 클릭하면 날짜별로 수집한 데이터량이 표시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수집주기 보관일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Port 정보는 범위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Auto event clear time : 단위는 분(min)이며 설정된 시간 이후에는 모니터링 화면에 보이는
Event Alram 이 자동 소거 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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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Logging Info



Logging Info 메뉴는 두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ssion : session 수집 시 status 가 InActive 상태인 항목을 제외할지 여부와 System User 의
Session 을 제외하여 수집할 것인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rror Log : SQL Server 의 Error 로그 수집시에 선택한 키워드만을 수집합니다. Ignore Case 에
On 이 되어 있는 경우 Accept 목록 리스트의 단어가 포함된 Errlog 를 수집합니다. 필요 시 추
가 및 삭제하여 필터 할 수 있습니다.

1.11. License



제품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제품의 라이선스가 만료되면 라이선스 파일을 등록하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라이선스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로 라이선스가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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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altime
오라클 성능 지표를 실기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실시간은 크게 두가지 화면으로
구성되어 지는데, Realtime과 Active Sessions 입니다.

<3-1 Realtime screen shot>



기본 정보 표시



화면 상단에는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표시 됩니다



EZIS 제품의 설정 정보 등이 변경되어 보고 서버에 반영하거나 프로세스를 재시작 하거나 화
면을 새로고침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알람을 표시 하고 있습니다 (종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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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클릭하면 로그아웃, 전체화면 보기, 화면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합니
다. 화면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은 현재 모니터링 중인 화면의 서버와 시간정보를 저장
하여 북마크 기능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서버 선택

화면 상단의 모니터링 대상 서버를 선택하면 선택된 대상 서버만을 모니터링 합니다.
복수로 선택을 하면 선택된 모니터링 대상 서버만 실시간 화면에 그래프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만약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표시된 모든 대상 모니터링 서버를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서버가 부하요인으로 그래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 서버 하나만 선
택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지표 변경



보고 있는 지표를 변경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지표 이름을 클릭하면 변경 가능한 지
표 목록이 표시되며, 마우스로 선택하면 해당 지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선택 가능한 지표 종류는 Setting 에서 설정한 지표중에 ProcessionType 이 “ON”

24 / 45

EZIS User Manual

v1.2.251

인 지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설정을 가시려면 “Setting > Mornitoring > StatName”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Active Session Elapsed Time view



모니터링 대상 서버로부터 발생하는 Acvive Sessions 에 대하여 Session 별로 Elapsed time 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평균 Session 의 수행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습
니다. 그래프 영역에 점들이 높은 경우 Session 에 지연요소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
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들이 그래프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면 평균 수행시간이
짧아서 문제 없이 Session 이 잘 소통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표 영역을 마우스로 그래그 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Top Chart



Top Chart 는 bar chart 로 구성하여 가능 높은 구간을 시각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지표값이 높은 순으로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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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essions List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Active Session list 를 정렬 또는 필터하여 볼 수 있습니다. Reads 나
Wait_time 등 중요한 지표에 대하여 필터하거나 정렬하여 문제가 되는 Session 을 쉽게 찾아
원인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해당 Session 의 SessionID 를 클릭하면 Detail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값으로 Sleeping Session 을 자동 필터 되어 있습니다. Sleeping Session 을 보고 싶으면 채
크 박스를 un-check 하시기 바랍니다.



Lock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Lock 정보를 Tree 형태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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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Detail



Session 목록에서 선택한 Session 에 대하여 상세 정보를 보여줍니다.



SQL Text 뿐만 아니라 Plan 정보를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SQL Text 영역에서 SQL 구문을 정렬해서 볼 수 복사 기능도 제공합니다.



Active Sessions / Total Wait :


Avtivity Sessions : Session 중에 status 가 ‘running’인 Count 값을 하루 기준으로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Total Wait Time : Session 중에 wait_time 값의 sum 값을 하루 기준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Sql History : 해당 sql 의 handle 값으로 동일한 SQL 이 당일 00 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언제 수
행을 했는지, 차트로 보여줍니다. 단위는 수집된 Cou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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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지표가 Setting 에서 설정한 임계치값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알람은 20 분후에 자동 소거 됩니다.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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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formance

Performance는 대상 모니터링 서버로부터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동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과거 시점의 성능 데이터를 확인하고 원인 분석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집 데이터는 기본값을 7일간 저장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물리적 disk 크기에 따라서 저장되는
날짜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서버 선택



서버는 단일 서버로만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모니터링 대상
서버를 선택하고 상세하게 분석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성능 데이터 확인하기



특정 날짜의 성능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면의 달력을 선택하여 날짜를 지정합니다. 자
주 이용하는 오늘과 어제 날짜의 경우 “Today”, “Yesterday” 버튼을 통해 손쉽고 빠른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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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선택 영역 좌측에 시간대 선택 영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시
간대 선택영역이 열린 상태입니다.



모니터링 시간대 설정하기



서버와 날짜 선택 영역 하단의 Timeline bar 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최근 시간의 데이터를 보
여줍니다. Time line bar 의 시간을 클릭하여 원하는 시간대의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Time-Sync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 전환 시에도 현재 보고 있는 시점을 공유 합니다. 공유되는
영역은 달력으로 선택한 날짜와 Timeline bar 로 선택한 시간대 입니다.



1 분 단위로 모니터링 가능한 화면에서는 차트를 드래그하여 분단위 시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Time-Sync 우측에 분 단위로 선택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Statement



CMD : Session 에 유입되는 쿼리의 Update / Execute / Insert / Select / Delete 의 수행 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하게 됩니다.



Active Session : session 수행시 running 에 해당하는 수행 Count 를 1 분 단위로 표시 합니다



Total Wait : Session 의 wait_time 값의 합계입니다. (단위는 m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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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Stats


sys.dm_exec_query_stats 뷰를 기반으로 Cpu_Time, L/Reads, P/Reads, Blocked Query 값이 높은
순으로 상단 그래프에서 선택한 시간대의 값을 수치화 하여 보여줍니다.





해당 Row 를 틀릭하면 SQL Detail 을 볼 수 있습니다.



1 분 단위로 수집하며 갱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 이루어 집니다



dbName 이 없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Elapsed Time (Session)



수집된 Session 에 대하여 해당 Session 에서 지체된 SQL 의 ElapsedTime 을 1 분구간 Max 를
계산하여 높은 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다



단위는 sec 입니다.

31 / 45

EZIS User Manual



Lock


Session 수행 중에 Lock 이 발생하면 Tree 형태로 표시 합니다.



SQL 을 클릭하면 Query 내용과 Plan 을 볼 수 있습니다

v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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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Detail



선택한 SQL 의 각종 성능 지표를 확인 할 수 있는 2nd depth 화면입니다. SQL Text 뿐만 아니라
Plan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SQL Text 영역과 Plan 영역은 각 영역 헤더 부분의 우측 확장 버튼을 이용해 크게 보실 수 있
습니다.



SQL Text 영역에서 SQL 구문을 볼 수 있으며 원본 텍스트 보기, 정렬 텍스트 보기, 전문 복사
기능을 제공합니다.



Sql History : 해당 sql 의 handle 값으로 동일한 SQL 이 당일 00 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언제 수
행을 했는지, 차트로 보여줍니다. 단위는 수집된 Count 입니다.



sysstat chart



Stat chart 는 각 지표 특성별로 구분하여 tab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크게 보고 싶
으면 확대 아이콘을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ysstat : SQLSERVER 의 stat 을 분단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QLSERVER 제공 지표 또는
EZIS 에서 계산에 의하여 가공한 지표가 표시됩니다.



Cloud Watch : AWS 상의 RDS 또는 EC2 의 Cloudwatch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는 Setting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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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Cloudwatch 정보만 수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집이 필요한 경우 “Setting> Monitoring
> StatName > AWS” 에서 수집 데이터를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Ec2 와 RDS 는 수집하는 데이터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니터
링 서버를 선택할 때 자동으로 EC2 와 RDS 를 판단하여 해당 지표를 그래프화 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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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onnections 외 지표



User Connection 지표를 분단위로 보여줍니다. 특정 시간대에 얼마만큼 증감이 있었는지 한눈
에 볼 수 있습니다.



Page Reads/Write : Stat 의 _Total 값을 표시 합니다



Lock : lock 이 발생한 횟수를 차트로 표시합니다. Lock Detail 을 클릭하면 “Wait Analysis”의
Lock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Transactions/sec : Stat 의 _Total 값을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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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it Analysis



Wait Analysis 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Wait Stat Chart : sys.dm_os_wait_stats 뷰를 기반으로 wait/Resource/Signal 의 Delta 값을 추출
하여 시각화합니다.





각각의 지표별로 시간대를 이동해 가며 해당값의 증감을 볼 수 있습니다



Top 5 Wait Stat 차트는 가장 높은 지표구간 5 개만 보여줍니다

목록 Data



상단의 Wait Stat Chart 에서 드래그한 시간대 구간에서 OS Wait Stat 의 지표별 Delta 값을 목록
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ession 뿐만 아니라 Lock 지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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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vent Analysis

Event Analysis는 두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임계치 알람



SQLSERVER Error Log

Critical Timeline Chart

지표에 임계치를 지정하여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알람 중에서 Critical 기준으로 발생빈도 상위
5 개를 시각화하여 Timeline 구간에 표시 합니다. 사용자는 시간대 별로 발생한 알람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래프 하단에 알람 지표와 값을 Top5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
프 클릭시 선택된 시점으로 하단 Event, Error Log 목록과 Event Ratio, Kind of Event 그래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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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시간대가 갱신됩니다.



Event Top 5 / Weekly



조회 기준일의 전일날짜에 발생한 알람을 시간구간으로 그래프로 나타입니다.



발생한 알람을 날짜를 변경해 가면서 조회할 때 보다 빠르게 해당 시점을 찾아 낼 수 있는 장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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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io chart





Top 5 의 차트의 bar 를 선택하면 발생한 알람을 비율로 시각화 하여 보여줍니다.

Kind of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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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의 차트의 bar 를 선택하면 발생한 알람을 비율로 시각화 하여 보여줍니다

Event List


조회 구간의 시간대의 알람이 표시 됩니다.



EventLevel : Critical 과 Warnring 의 설정된 임계치값이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내역입니다



Time : 알람이 발생한 시간입니다



Server ID : 알람이 발생한 모니터링 대상 서버를 나타입니다



Stat Name : 지표명입니다



Value : 임계치를 초과하여 발생한 지표의 값입니다.



Limit Value : 사용자가 설정한 임계치 값이며 이 값이 초과하여 발생하였습니다



Confirm time : 알람이 발생하여 인지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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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log List


SQLSERVER 의 Event Log 를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SQLSERVER 의 내용중에 “Error”, “failed”가 들어 있는 문자열이 필터되어 화면에 보여줍니다.



필터되는 문자열을 추가 수정하려면 “Advance”  “LoggingInfo”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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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pacity Management

Database의 사용량 정보와 Size 및 Table단위의 용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atabase 용량 정보



하루 1 회 정보를 수집하여 지표화 하였으며 전체 용량 대비 사용량 증감율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GB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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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용량정보

 각 날짜별 Database 별 용량에 대하여 Table 이 차지하는 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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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port
7.1. Daily



하루단위 일간 레포트입니다.



시간대 선택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Timeline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aily Report


Sysstat 에 해당하는 지표는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며 선택한 지표를 24 시간 기준으로 1 분 간
격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Add statid 를 클릭하여 원하는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aily Top SQL


Top DB Name 은 조회기간 동안에 DB Name 별로 누적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cpu_time : dbname 별로 Session 에서 발생한 cpu_time 의 합계치입니다. 즉, Session_id 별
last_request_start_time 을 계산하여 합계를 구합니다.



memory_usage, elapsed_seconds, total_elapsed_time, logical_reads, wait_time, reads, writes
도 동일한 개념으로 수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Top Program : (상동)



Top Cmd : (상동)



Top SQL


elapsed_seconds: sql 중에 조회 기간동안 ElapsedTime 이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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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_elapsed_time : sql 중에 조회 기간동안 total_elapsed_time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
니다







cpu_time : sql 중에 조회 기간동안 cpu_time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memory_usage : sql 중에 조회 기간동안 memory_usage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logical_reads: sql 중에 조회 기간동안 logical_reads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wait_time : sql 중에 조회 기간동안 wait_time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reads : sql 중에 조회 기간동안 reads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writes : sql 중에 조회 기간동안 writes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Top Event


조회 구간 시간대의 Event 발생이 많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최대 출력은 10 개 입니다.



조회 구간에 발생한 Lock Tree 를 최대 5 개 까지 보여줍니다,



조건은 waittime 이 높은 순입니다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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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LongTerm



날짜 구간을 선택하여 주간 또는 월간 자료를 볼 수 있는 레포트입니다.



단, 당일자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Daily Report 와 표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Database Size




일별 Database 의 사이즈와 Log 사이즈를 막대 그리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Database List


날짜별로 1Gbyte 가 넘는 DB Name 을 표시 합니다.

v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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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사용된 암호화 알고리즘


AES 128



CBC 128



PKCS5Padding 128



SHA2-256



PBKDF2WithHmacSHA256

제품 문의 : https://wedatalab.com/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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