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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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후 처음 로그인 계정은 id / password는 admin / admin 입니다



User ID : 로그인 할 때 사용할 아이디



Password : 로그인 할 때 사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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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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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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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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alertlog 가 발생하면 알람이 발생하지만 임계치 설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계치 설정이없는 알람에 대하여 수신 여부를 각 서버별, 이벤트별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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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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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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erver

System view 접근 권한.

grant SELECT ANY DICTIONARY to ${userid};

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이 필요합니다

grant select on dba_users to ${userid};
grant select on dba_free_space to ${userid};
grant select on dba_data_files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ession to ${userid};
grant select on v_$lock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qltext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ysstat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tatname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qlarea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esstat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ql_plan to ${userid};
grant select on v_$latch to ${userid};
grant select on v_$librarycache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gastat to ${use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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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select on v_$waitstat to ${userid};
grant select on v_$rowcache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ql_bind_capture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ysmetric to ${userid};
grant select on v_$iostat_function to ${userid};
grant select on v_$transaction to ${userid};
grant select on dba_segments to ${userid};
grant select on v_$process to ${userid};
grant select on v_$open_cursor to ${userid};
grant select on v_$sess_io to ${userid};
grant select on v_$px_session to ${userid};
grant select on v_$access to ${userid};
grant select on v_$rollname to ${userid};
grant select on v_$parameter to ${use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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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alertlog 및 Trace 기능을 위한 접근 권한

-- ------------------------------------------------------------------- alertlog directory setup
-- -----------------------------------------------------------------1. check user alertlog directory
select value from v$diag_info where name='Diag Trace';

2. Create oracle Directory (ezis_dir 이름으로 생성 필요)
CREATE OR REPLACE DIRECTORY ezis_dir
AS
'/u01/app/oracle/diag/rdbms/pal/pal/trace';

3. Authorization
GRANT READ ON DIRECTORY ezis_dir TO ${userid};
GRANT execute ON dbms_system to ${userid};



V$diag_info 를 조회하여 모니터링 대상 서버의 경로를 찾아 ezis_dir 이름으로 Directory 를 생
성하고 Read 및 Execute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권한이 없는 경우 Oracle alertlog 를 수집 할 수 없으며 Trace 기능 또한 사용이 불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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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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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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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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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on Type : 모니터링을 위하여 Oracle 로 접속할 때 두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SID 를 지정하여 접속 할 수 있고, 또는 Service Name 으로 접속 할 수 있습니다.



Connection Name : Connection Type 이 SID 인 경우에는 Oracle 의 SID 를 입력하고, Service
Name 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Service Name 을 입력해 주세요.



CharSet : Oracle 의 Chatset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harSet 은 오라클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Format 을 지정된 CharSet 으로 변환하여 제품에 표시하고 있으며, 이 값이 상이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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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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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pr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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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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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63

EZIS User Manual


TNS Alias



TNS Alias 방식으로 접속하는 Target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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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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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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S Group ID : 추가한 TNS Group 을 선택합니다.


추가한 TNS Group 이 없는 경우 상단 TNS Group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후 선택합니다.



Name : 해당 그룹명을 입력합니다.



File : tnsnames.ora 또는 wallet.zip(압축된 전자지갑 파일) 파일을 선택합니다.



TNS Alias : 선택한 TNS Group 의 tnsname.ora 파일의 Alias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CharSet : Oracle 의 Chatset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harSet 은 오라클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Format 을 지정된 CharSet 으로 변환하여 제품에 표시하고 있으며, 이 값이 상이한 경우에는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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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pr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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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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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을 모니터링 할 때 지정하는 Type 입니다. On-premise 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서버에 특
별이 Agent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OS 정보를 가져 오지 않습니다. Database 성능 지표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AWS_RDS” 의 경우는 모니터링 대상 서버가 Amazon RDS 서비스를 사용
하는 경우 선택 하십시요. Cloud Watch 와 연계하여 OS 관련 성능지표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AWS_EC2”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Amazon EC2 에 Oracle 이 설치 된 경우 선택하십시요. RDS
와 마찬가지로 OS 관련 성능지표를 수집합니다. 제품에서 RDS 와 EC2 로 나우어진 이유는
RDS 와 EC2 에서 Cloud Watch 로 수집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 Type 을 지원 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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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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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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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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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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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이벤트는 Oracle Alert log 와 같이 알람을 발생하지만 지표의 값이 수치화 되지 못하고 설
명을 동반하는 알람인 경우에 설정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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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Information

화면 좌측의 그룹 정보의 Machine Type이 AWS_RDS 또는 AWS_EC2 인 경우에는 AWS 연결
계정이 있어야 모니터링 서버에 접근 할 수 있으므로 AWS 연결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
서 Machine Type이 AWS 상에서 구동되어 지는 Oracle 이라면 해당 메뉴에서 연결 정보를 입력
해주어야 합니다.
이 설정은 서버 그룹의 Machine Type이 AWS_RDS, AWS_EC2인 경우에만 활성화 되는 메뉴입
니다.


Type : 두가지 Type 으로 AWS 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Type 이 IAM_ROLE 인 경우에는 Amazon
에서 IAM Role 권한을 지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IAM ROLE”을 지정하여 AWS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는 access key 와 secret key 값이 주기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보다 보안상 권장합니다.
Type 을 “KEY” 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AWS 의 access key 와 secret key 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
안상 주의를 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Region : AWS 상의 모니터링 서버가 위치한 Region 을 선택해 주세요. Region 이 설치된 곳과
다른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불가능 합니다.



Access key : AWS access key



Secret key : AWS secret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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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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DCAPTURE

1

Minute

DEFAULT “Y”

OPEN_CURSOR

1

Minute

DEFAULT “Y”

SQLPLAN

1

Minute

DEFAULT “Y”

SQLTEXT

1

Minute

DEFAULT “Y”

STAT

5

Second

DEFAULT “Y”

TABLESPACE

1

Hour

DEFAULT “Y”

ACTIVESESSION

5

Second

DEFAULT “Y”

ALERTLOG

1

Minute

DEFAULT “Y”

IOSTATFUNCTION

1

Minute

DEFAULT “Y”

TRANSACTION

1

Minute

DEFAULT “Y”

SYSMETRIC

50

Second

DEFAULT “Y”

LOCK

5

Second

DEFAULT “Y”

AWS_STAT

1

Minute

DEFAULT “Y”

SEGMENTS

1

Hour

DEFAULT “Y”

PARAMETER

24

Hour

DEFAULT “Y”

PX_SESSION

5

Second

DEFAULT “Y”

RBS

5

Second

DEFAULT “Y”

SESS_IO

1

Minute

DEFAULT “Y”

SESSION_LONGOPS

1

Minute

DEFAULT “Y”

USER_STAT

5

Second

DEFAULT “Y”

5

Second

DEFAULT “N”

Description

Oracle Directory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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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ORACLE

Oracle

ORACLE_CUSTOM

Oracle Custom

SERVER_EVENT_LIMIT

Server Event

SERVER_EVENT

Server Event(UnLimit)

AWS_EC2

AWS EC2

AWS_RDS

AWS RDS

PRODUCT_EVENT

Product Indicators



ORACLE_CUSTOM Stat

Oracle 성능 지표를 기준으로 제품에서 별도로 생성한 지표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stat_id

Stat Name

Description

-1010000001

Library Cache Get Hit %

라이브러리 캐시에 이미 적재된 SQL커서를 생행
하거나 오브젝트정보를 읽으려할 때 커서 또는 오
브젝트정보가 Heap영역에서 찾아지는 비율

-1010000002

Library Cache Pin Hit %

라이브러리 캐시에 이미 적재된 SQL커서를 생행
하거나 오브젝트정보를 읽으려할 때 커서 또는 오
브젝트정보가 Heap영역에서 찾아지는 비율

-1010000003

Memory Usage %

-1010000004

Latch Hit %

래치 경합없이 첫번째 시도에서 곧바로 래치를 획
득한 비율

-1010000005

Buffer Nowait %

버퍼블록을 읽으려 할 때, buffer busy waits대기
없이 곧바로 읽기에 성공한 비율

-1010000006

Redo Nowait %

Redo로그를 기록할 공간을 요청하지 않고 곧바로
Redo 엔트리를 기록한 비율

-1010000007

Buffer Hit %

디스크 읽기를 수반하지 않고 버퍼캐시에서 블록
찾기에 성공한 비율

-1010000008

Soft Parase %

실행계획이 라이브러리 캐시에서 찾아져 하드파싱
을 일으키지 않고 SQL을 수행한 비율

-1010000009

Execute to Parse %

Parse Call없이 곧바로 SQL을 수행한 비율. 즉,
커서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싱한 채 반복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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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00010

Parse CPU to Parse Elapsed %

파싱 총 소요 시간 중 CPU time이 차지한 비율.
파싱에 소요된 시간 중 실제 일을 수행한 시간비
율

-1010000011

% Non-Parase CPU

SQL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전체 CPU time중 파싱
이외의 작업이 차지한 비율

-1010000012

In-memory Sort %

전체 소트 수행횟수에서 In-Memory방식으로 소트
한 비율

-1010000013

Data Dictionary Hit Ratio

메모리에 이미 있는 사전 데이터 에 대한 요청의
백분율로 측정 된 사전 캐시 효율성

-1010000014

Active Sessions

활성 세션 은 데이터베이스가 무언가를하기를 기
다리는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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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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tat_id : Oracle 의 stat_id 입니다. 오라클의 v$statname 의 stat_id 와 동일합니다. 다만
Stat_typ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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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 v$statname 의 class 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위하여 Category 를 이 값으로 제
품일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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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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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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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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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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oud watch로 수집하는 지표만 별도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stat_id 값은 Oracle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음수로 시작합니다.



stat_id : AWS 전용 지표입니다. 음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Siat_id 는 제품에서 수정할 수 없
습니다. Amazon AWS Service 의 Cloudwatch 지표가 향후에 새로 생기는 경우에는 EZIS 에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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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만 DusplayName 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statname 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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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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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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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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Name}

Unit

FROM

Column

| Unit

여러행이 출력되는 경우

A1

| BX

각각 A1, A2가 지표명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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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CR

며 Value는 유동적으로
BX. CR등이 됨



“SQL”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Query 를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Query 의 탭을 추가하여 등록이 가능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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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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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hook url : Slack 의 webhook 주소를 입력합니다.



Channel : Slack 의 채널 이름을 입력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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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dMessage Email

발생한 Event를 mail 로 발송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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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Send Method 의 각 개별 이름을 부여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어지고 이름이 부여되
면, UserMgmt 메뉴에서 알람을 어떤 메체로 수신 할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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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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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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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도킹 기능



화면 우측 상단에 총 5 개의 화면을 구성하여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각 그래프 요소의 제목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안내선이 나옵니다. 원하는 위
치에 옮겨 놓습니다

Lock 화면텝을 이동하여 도킹

도킹 후 Lock 화면이 Session 목록과 분할 된 모습



화면 상단의 “Save”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보고 있는 화면 번호에 저장을 합니다.



다시 로그인하여 해당 화면 번호를 클릭하면 미리 구성해 놓은 화면이 자동으로 정렬합니다

27 / 63

EZIS User Manual


v1.2.601

Max Value



성능 그래프의 우측 상단에는, 해당 지표가 표시하는 여러 대상 모니터링 서버들의 제일 높은
지표값을 표시합니다. 갑자기 높아진 지표값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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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지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설정을 가시려면 “Setting > Mornitoring > StatName”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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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ession Elapsed Time view



모니터링 대상 서버로부터 발생하는 Acvive Sessions 에 대하여 session 별로 Elapsed time 을 시
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평균 Session 의 수행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
다. 그래프 영역에 점들이 높은 경우 Session 에 지연요소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
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들이 그래프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면 평균 수행시간이 짧
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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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ads 나
L/Reads 등 중요한 지표에 대하여 필터하거나 정렬하여 문제가 되는 Session 을 쉽게 찾아 원
인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해당 Session 의 SID 를 클릭하면 Detail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값으로 Backbround Session 을 자동 필터 되어 있습니다. Background Session 을 보고 싶으
면 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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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Bind value 를 볼수 있으며, 최근 5 분동안의 각종 성능 지표
를 볼 수 있습니다.



SQL Text 영역에서 SQL 구문을 정렬해서 볼 수 있으며 bind 탭에서는 해당 SQL 구문에 자동으
로 bind 변수를 삽입하였으며 복사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ession Tracking :


CPU : 이전 분단위 증감된 Delta 값을 1 분 단위로 표시 합니다.



Execute_Count : 이전 분단위 증감된 Delta 값을 1 분 단위로 표시 합니다.



Enqueue_waits : 이전 분단위 증감된 Delta 값을 1 분 단위로 표시 합니다.



Logons_current : 이전 분단위 증감된 Delta 값을 1 분 단위로 표시 합니다.



Physical_Reads : 이전 분단위 증감된 Delta 값을 1 분 단위로 표시 합니다.



Session_logical_Reads : 이전 분단위 증감된 Delta 값을 1 분 단위로 표시 합니다.



Redo_size : 이전 분단위 증감된 Delta 값을 1 분 단위로 표시 합니다.

Session Tracking 의 지표를 클릭하면 해당 시간대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Wait : session 의 wait 지표 값 (해당 시점의 current)



Value : 해당 session 이 수행한 v$sesstat 값 ((해당 시점의 current)



Session : session 의 wait 지표 값 (해당 시점의 current)



Sqlinfo : sqlarea 에서 수집한 sql 정보 (해당 시점의 current)

SQL History


sql_id 가 수행된 해당 session 을 찾아서 이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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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정보를 보여줍니다

LongOps




v$access 를 보여줍니다 (단 실시간으로만 제공합니다)

Transaction




PQ Session 정보입니다

Access




Lock 정보를 Tree 형태로 보여줍니다

PQ




V$SESS_IO 의 정보입니다

Lock




v$process 에서 가져온 정보를 보여줍니다

IO




V$OPEN_CURSOR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Process




sql_id 어떤 session 에서 수행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Open Cursor




v1.2.601

v$session_longops 의 내용입니다

Plan 탭은 Session Tracking 에서 선택한 시간대의 해당 sql_id 가 발생한 PLAN 정보를 보여줍
니다. 단 child_number 가 여러 개인 경우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Bind 탭은 sql_id 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시간대의 bind capture 정보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15
분 간격으로 수집하고 있으므로 최소 15 분내의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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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지표가 Setting 에서 설정한 임계치값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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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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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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Activity



수집된 Session 의 wait class 의 종류별 수행빈도를 시각화 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
하면 Wait Class 의 성격별로 발생 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분구간 그래프입니다

Top SQL



해당 서버의 구간별 시간대의 Top SQL 을 표시 합니다



현재 두가지 TOP SQL 을 빈도가 높은 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5 / 63

EZIS User Manual


v1.2.601

Execution : sql_id 별로 조회 구간의 Delta 값입니다. 조회 기간이 1 시간이라면 1 시간의
변화량입니다



Disk Reads : (상동)



Buffer Gets : (상동)



Elapsed Time(AVG) : sql_id 별, 조회 구간의 Delta 값을 Execution 의 Delta 값으로 나눈 시
간으로 평균 시간을 보여줍니다.




CPU Time : (상동)

해당 sql_id 를 클릭하게 되면 SQL Detail 화면이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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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Detail

 선택한 SQL 의 각종 성능 지표를 확인 할 수 있는 2nd depth 화면입니다. SQL Text 뿐만
아니라 Plan 정보, Bind value 를 볼수 있으며, 최근 5 분동안의 각종 성능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해당 서버와 SQL 아이디를 확인 할 수 있는 영역이 제공되며 날짜 선택기능을 통
해 원하는 시점의 SQL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SQL Text 영역과 Plan 영역은 각 영역 헤더 부분의 우측 확장 버튼을 이용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QL Text 영역에서 SQL 구문을 볼 수 있으며 원본 텍스트 보기, 정렬 텍스트 보기, 전문
복사 기능을 제공합니다. Sql text(bind) 탭에는 해당 SQL 구문에 자동으로 bind 변수를
삽입하여 제공합니다. SQL 구문 수정, 실시간 plan 가져오기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Sql Tracking 영역에 분 단위 tracking 이 가능한 차트를 제공합니다. 차트 영역 클릭시 1
분 단위 이동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k_reads : 이전 분단위 값의 DELTA 값 입니다



buffer_gets : 이전 분단위 값의 DELTA 값입니다



user_io_wait_time : 이전 분단위 값의 DELTA 값으로 단위는 ms 입니다



cpu_time : 이전 분단위 값의 DELTA 으로 단위는 ms



elapsed_time : elapsed_time 을 executions 로 나눈 값으로
값입니다 단위는 ms 입니다.



단위 평균 수행시간"



Executions : 이전 분단위 값의 DELTA 값입니다

이전 분단위 값의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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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info 영역은 SQL Tracking 에서 선택한 시간대의 sql 정보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

표시되는 값은 누적값이 보여집니다.

-

ElapsedTime 값은 elapsed_time / executions 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Plan 탭은 SQL Tracking 에서 선택한 시간대의 해당 sql_id 가 발생한 PLAN 정보를 보여줍
니다. child_number 가 여러 개인 경우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Bind 탭은 sql_id 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시간대의 bind capture 정보를 보여줍니다. 실제
로 15 분 간격으로 수집하고 있으므로 최소 15 분내의 데이터입니다.



실시간으로 Plan 을 확인 하는 기능



SQL Detail 화면에서 “SQL text (bind)” 에서 해당 SQL 의 실시간 Plan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
니다.



“Real Time Plan” 버튼을 드래그 하여 원하는 위치에 이동하면 Plan 을 실시간으로 가져오게 됩
니다.



실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구문을 서버에 실행합니다. EXPLAIN PLAN FOR {SQL 구문}



Bind 가 있는 쿼리의 경우 “bind” 텝에서 자동으로 bind 하거나 SQL Text 편집을 이용해서 구
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 할 점은. 해당 모니터링 서버에 접근한 user 의 plan 만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user 로의 접근 및 실시간 plan 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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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ession



해당 서버 구간별 시간대의 Top Session 을 표시 합니다. sid, serial, sql_id 기준으로 제일 높은
top 구간을 비율로 표시 합니다. 단, CpuUsedByThisSession 변화량이 없는 경우 표시 되지 않
습니다.



Elapsed Time(ms) : session 을 수집할 때 Ezis 제품에서 계산한 Session 의 Elapsed Time 값입니
다



Physical Reads : Physical Reads 를 수집주기의 Delta 값으로 환산하여 높은 값을 가진 Session
을 비율로 보여줍니다.



Logical Reads : Session Logical Reads 를 수집 주기의 Delta 값으로 환산하여 높은 값을 가진
Session 을 비율로 보여줍니다.



DB Block Changes : 수집 구간의 Delta 변화량을 표시합니다



CPU Used : Session 별로 발생하는 “CPU Used by this session” 값을 수집 주기별로 delta 값을
환산하여, CPU 를 많이 점유하는 Session 을 높은 순서대로 비율로 표시 합니다.



Execute Count : Session 의 Execute Count 가 높은 순서대로 비율로 표시 합니다. Delata 값입니
다.



Redo : Session 의 redosize 값을 수집 주기의 Delta 값으로 환산하여 높은 값을 가진 Session
을 비율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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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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acle 의 stat 을 분단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Oracle 제공 지표 또는 EZIS 에서 계
산에 의하여 가공한 지표가 표시됩니다.



IO : Oracle 의 IOSTAT_FUNCTION 을 지표화 하여 보여줍니다. 이 방식에는 두가지 형태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I/O Type
-

Write_reqs 는 (Large_Write_reqs + Small_Write_reqs) 식으로 보여줍니다

-

Read_reqs 는 (Large_Read_reqs + Small_Read_reqs) 식으로 보여줍니다

-

영역 확대시 Write MB, Read MB 차트가 추가됩니다.

I/O Function
-



Requests = (small_read_reqs + small_write_reqs + large_read_reqs + large_write_reqs)

Parallel Execution : sysmetric 정보를 아래와 같은 metric_name 으로 그래프 영역을 분할하여
per Second 로 환산하여 보여줍니다.


Active Serial Sessions



Active Parallel Sessions

영역 확대시 다음 지표가 추가됩니다.





PQ QC Session Count



PQ Slave Session Count



DDL statements parallelized Per Sec



DML statements parallelized Per Sec



Queries parallelized Per Sec

Services : sysmetric 정보를 아래와 같은 metric_name 으로 그래프 영역을 분할하여
Second 로 환산하여 보여줍니다.


Background Checkpoints Per Sec



Background CPU Usage Per Sec



Background Time Per Sec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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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Watch : AWS 상의 RDS 또는 EC2 의 Cloudwatch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는 Setting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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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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



Sysmetric 지표를 이용하여 per second 와 Transactions 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여
줍니다.







per second : sysmetric 데이터


Logons Per Sec



User Transaction Per Sec



Physical Reads Per Sec



Redo Writes Per Sec

Tranactions : : sysmetric 데이터


Logons Per Txn



User Transaction Per Sec



Physical Reads Per Txn



Redo Writes Per Txn

Active Session



Active sessions 의 count 를 기반으로 stat 에서 설정한 viewtype 이 sigma 또는 delta 를 계산하
여 1 분당 Max 와 Avg 를 차트화 하여 보여줍니다.



Lock : 해당 시점에 Lock 이 발생한 내역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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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cy



Sysmetric 의 “Average Synchronous Single-Block Read Latency” 값을 지표화 하여 보여줍니다.



동기식 단일 블록 읽기의 평균 대기 시간 (밀리 초)입니다. 동기식 단일 블록 읽기는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상당히 정확한 방법입니다. 높은 대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높은
I / O 요청로드로 인해 발생합니다. CPU 로드가 지나치게 높으면 지연 시간이 증가 할 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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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it Analysis



Wait Analysis 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Wait Chart : Event 또는 Class 별로 시간대 별로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nqueue 이벤
트가 발생하면 아웃라인이 하이라이팅 된 큰 사이즈의 버블로 표시되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Top Wait : Event 또는 Class 별로 상위 높은 Wait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한 그래프입니다. 그래
프 클릭 시 선택된 event 또는 class 로 하단의 그리드를 필터링해 보여줍니다.



Wait SQL : 상위 Wait Analysis 차트의 Wait 정보로부터 Session 목록을 보여줍니다.



Session : Wait Analysis 차트의 시간대의 모든 Session 정보를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Lock Tree : Wait Analysis 차트의 시간대 발생한 모든 Lock 정보르르 Tree 화 하여 보여줍니다



Transaction : Wait Analysis 차트의 시간대의 Commit 되어지지 않은 대용량 트랜잭션 정보를 목
록으로 보여줍니다.


NORMAL : 주로 Insert 후, 일정시간 이상(약 5 분) Commit 이 이루어 지지 않은 트랜젝션



ROLLBACK : UPDATE, DELETE 등의 작업 이후, Rollback 이 일정시간(약 5 분) 이상 지속 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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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vent Analysis

Event Analysis는 두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임계치 알람



Oracle Alert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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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alertlog 가 발생하면 해당 그래프에 점 형태로 표시합니다. 점의 크기는 발생 회수에 비
례합니다.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래프 하단에 알람 지표와 값을 Top5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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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클릭시 선택된 시점으로 하단 Event, AlertLog 그리드와 Event Ratio, Kind of Event 그래프
영역의 시간대가 갱신됩니다.


Alertlog 는 점 형태로 화면에 표시되며, 일반 임계치 초과 알람과 동일하게 화면 하단에
alertlog 개수가 표시 됩니다



AlertLog Yesterday, Event Alarm Yesterday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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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기준일의 전일날짜에 발생한 alertlog 를 시간구간으로 그래프로 나타입니다.



발생한 alertlog 를 날짜를 변경해 가면서 조회할 때 보다 빠르게 해당 시점을 찾아 낼 수 있
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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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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log List



Oracle alertlog 이력을 시간대 별로 볼수 있는 이력입니다



Alerlogtime : Oracle alertlog 가 발생한 시간입니다



Server ID : 알람이 발생한 모니터링 대상 서버를 나타입니다



Inst ID : Alertlog 의 inst id 입니다



Text : alertlog 의 내용입니다



주의 : 모니터링 서버가 On-premise 로 구성된 경우에는 물리적 alertlog 파일을 별도로 관리하
지 않으면 파일 크기가 커져서 수집하는데 timeout 이 발생하여 표시를 못한는 경우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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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QL Analysis

SQL Analysis는 Top-Down 방식으로 Schema별 Program / Module / Machine 별로 sql의 성능
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Top Category

유입된 sql_id가 어떠한 Schema/Program/Module/Machine 별로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 할 수
있고 해당 Schema별로 Top5의 비중이 높은 sql_id를 시간대 별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SQL Summary 탭에 상세히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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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SQL by Daily



Elapsed time : Active Session 에 유입되는 sql_id 를 기준으로 elapsed_time 을 executions 으로
나눈 값으로 평균 SQL 수행 시간입니다. 상위 5 개의 SQL 을 표시합니다. 단위는 ms 입니다.



P/Reads : Active Session 의 physical reads 가 높은 상위 5 개의 sql_id 를 표시 합니다.



L/Reads : Active Session 의 Logical reads 가 높은 상위 5 개의 sql_id 를 표시 합니다.



CPU time : SQL 의 Cpu time 이 높은 상위 5 개의 sql_id 를 표시합니다.



Executions : SQL 의 Executions 이 높은 상위 5 개의 sql_id 를 표시합니다



DB Block Changes : sesstat 의 sid 에 대하여 해당 session 이 갖는 sql_id 의 DB Block Changes
값이 높은 상위 5 개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SQL Summary



Top 5 SQL by Daily Chart 에서 선택한 sql_id 에 대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선택 전 기본 값은 Top5 SQL 의 경우 Daily Chart 에서 집계된 데이터의 세부 정보를 표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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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SQL



조회 구간의 모니터링 대상 서버에서 수행되는 SQL 중에서 bind 없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부
하를 주는 요인을 찾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Sql_id 를 클릭하면 SQL Detail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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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hange Tracking



Change Tracking 은 PLAN 정보가 변경된 이력에 대하여 언제 plan 이 변경 되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행계획(plan)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Session 수집 시 인입된 sql_id 에 대하여 날짜별로 변경 이력 확인.



수집데이터 전체에 대하여 plan_hash 가 변경되었는지 조회하여 판단함



Object 변경 이력과 Parameter 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hange Trend



조회 시점 기준으로 과거에 수집한 sql 에 대하여 plan_hash 값이 된 경우, Change Trend Chart
에 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PLAN 이 변경되어 수행시간이 빨라진 부분과 느려진 부분을 표
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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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Change List



Change Trend 에서 Plan 이 변경된 SQL 에 대하여 여러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sql_id 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PLAN 의 SQL Detail 화면을 보여줍니다.



Elapsed_time DIFF 의 시간을 클릭하면 변경전, 변경후 PLAN 을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Plan 이 변경되면 증감 내역을 diff 컬럼에 초(sec)단위로 증감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Plan Diff Faster / Slower



Plan 이 변경되어 빨라진 경우와 느려진 경우를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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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Change History



Table, Procedure, Function 등과 같이 Oracle 의 Object 가 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변경 이력 내용은 상단의 From ~ To 날짜 조회구간 중 변경 이력이 감지된 경우에 표시 됩니
다.



언제 어떤 Object 가 변경되었는지 확인 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기본은 1 시간 마다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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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Oracle 의 v$parameter 의 내용을 하루에 한번 수집하여 저장합니다.



해당 날짜를 검색해서 변경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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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pacity Management

Tablespace의 사용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ableapc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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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는 GB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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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space Used



각 날짜별 Tableapce name 별로 사용량을 시각화 하였습니다.



위 Tableapce chart 에서 선택한 날짜의 상세 정보를 보여줍니다.

Tablespace DIFF



Tableapce name 별로 조회구간 시작과 마지막일자 기준으로 증감한 용량 정보를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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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egment



조회 구간 중에 Table 또는 INDEX 기준으로 사용량이 높은 순으로 보여줍니다

v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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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race File



Activity 의 Session 에서 목록을 클릭하면 SQL Detail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Trace”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Session 의 Trace 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Trace 는 Eventsms 10046 이고 Level 은 4 로 수행됩니다.



Trace 기본 시간은 30 초입니다. 더 길게 Trace 를 수행하려면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Start”를 클릭하면 Trace 를 Background 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의 결과는 “Trace File” 메뉴에서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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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의 파일 경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trace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v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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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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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 는 조회기간 동안에 Schema 별로 누적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elapsed_time : sql_id 별로 수행횟수별 평균 elapsedtime 값을 schema 별로 합산한 값입니
다



cpu_time : sql_id 별로 수행횟수별 평균 cpu_time 값을 schema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wait_time : v$session 의 seconds_wait 값을 합산한 값입니다



executions : sql_id 별로 executions 의 Delta 값을 schema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Physicalreads : sql_id 별 physicalreads 의 Delta 값을 schema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Logicalreads : sql_id 별 Logicalreads 의 Delta 값을 schema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Dbblockchanges : sql_id 별 Dbblockchanges 의 Delta 값을 schema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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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Program 은 조회기간 동안에 Program 별로 누적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elapsed_time : sql_id 별로 수행횟수별 평균 elapsedtime 값을 Program 별로 합산한 값입니
다
cpu_time : sql_id 별로 수행횟수별 평균 cpu_time 값을 Program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wait_time : v$session 의 seconds_wait 값을 합산한 값입니다



executions : sql_id 별로 executions 의 Delta 값을 Program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Physicalreads : sql_id 별 physicalreads 의 Delta 값을 Program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Logicalreads : sql_id 별 Logicalreads 의 Delta 값을 Program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Dbblockchanges : sql_id 별 Dbblockchanges 의 Delta 값을 Program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Top Module 은 조회기간 동안에 Module 별로 누적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elapsed_time : sql_id 별로 수행횟수별 평균 elapsedtime 값을 Module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cpu_time : sql_id 별로 수행횟수별 평균 cpu_time 값을 Module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wait_time : v$session 의 seconds_wait 값을 합산한 값입니다



executions : sql_id 별로 executions 의 Delta 값을 Module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Physicalreads : sql_id 별 physicalreads 의 Delta 값을 Module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Logicalreads : sql_id 별 Logicalreads 의 Delta 값을 Module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Dbblockchanges : sql_id 별 Dbblockchanges 의 Delta 값을 Module 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Top SQL


ElapsedTime : sql_id 중에 조회 기간동안 ElapsedTime 이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P/Reads : sql_id 중에 조회 기간동안 Physicalreads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L/Reads : sql_id 중에 조회 기간동안 Logicalreads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Cpu time : sql_id 중에 조회 기간동안 cpu_time 이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Executions : sql_id 중에 조회 기간동안 Executions 이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DB BlockChanges : sql_id 중에 조회 기간동안 DBBlockChanges 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
다



Top Event


조회구간 동안 발생한 Event 중에 비율이 많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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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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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당일자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Daily Report 와 표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Plan Change




Plan 이 변경되어 느려진 sql_id 에 대하여 표시됩니다.

Top Lock list


조회 구간동안 Lock 이 발생한 내역 중에서 Lock 이 오래 지속된 Top 내역만 표시하고 있
습니다. 최대 5 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Lock Tree 를 구성해서 보여줍니다



Tablespace trend


조회 구간 동안의 Tablescpace 사용량을 차트로 보여줍니다.



Tablespace file list 는 사용량이 80% 이상인것만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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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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