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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r management
1.1.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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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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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y Permissions : Y 로 표시된 경우, 해당 사용자는 “Setting” 메뉴에서 추가/수정/삭제 권한
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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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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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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계치 설정이없는 알람에 대하여 수신 여부를 각 서버별, 이벤트별로 설정
하세요.



Menu : 관리화면의 메뉴에 대하여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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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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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itoring
2.1.


Server

Server

모니터링 할 서버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대상 서버를 추가,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등록할 때나, 등록 후에 화면 우측 상단의 “Test Connection” 버튼을 클릭하여 해
당 서버가 접속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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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on Type : 접속 할 Database 가 MariaDB 인지 MySQL 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MariaDB
는 10.x, MySQL 은 8.x 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해당 버전이 아닌 경우 모니터링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CharSet : Chatset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harSet 은 오라클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Format 을 지
정된 CharSet 으로 변환하여 제품에 표시하고 있으며, 이 값이 상이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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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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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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한 서버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서버인지 확인하는 방법

2.2.



접속 테스트를 수행항 서버목록의 좌측 채크박스를 클릭하고, “Test Connection”을 클릭합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여 결과를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결과 팝업 화면에서 연결이 실패한 서버는 모니터링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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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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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그룹 관리


화면 좌측에 서버관리 그룹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Machine Type : 총 3 가지 Type 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NORMAL” 은 on-premise 에 설치된
Database 를 모니터링 할 때 지정하는 Type 입니다. On-premise 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서버에
특별이 Agent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OS 정보를 가져 오지 않습니다. Database 성능 지표만
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AWS_RDS” 의 경우는 모니터링 대상 서버가 Amazon RDS 서비스를 사
용 하는 경우 선택 하십시요. Cloud Watch 와 연계하여 OS 관련 성능지표를 수집 할 수 있습니
다. “AWS_EC2”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Amazon EC2 에 Database 가 설치 된 경우 선택하십시요.
RDS 와 마찬가지로 OS 관련 성능지표를 수집합니다. 제품에서 RDS 와 EC2 로 나우어진 이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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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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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Information



MachineType 이 “AWS_RDS” 또는 “AWS_EC2”인 경우, AWS 의 접속 정보를 입력이 필요합니다.



Type : 접속 방식은 “IAM ROLE” 방식과 KEY 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
안상 IAM ROLE 방식을 권장합니다. (AWS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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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 연결 하려는 서버가 위치한 Region 을 선택 합니다. (AWS 에서 확인하세요)



AccessKey : AWS 상에 설정한 AccessKey 를 입력해 주세요. (AWS 에서 확인하세요)



SecreKey : AWS 상에 설정한 SecreKey 를 입력해 주세요. (AWS 에서 확인하세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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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ACTIVITY

5

Second

DEFAULT “Y”

pg_stat_activity

STAT

5

Second

DEFAULT “Y”

pg_stat_database

AWS_STAT

1

Minute

DEFAULT “Y”

Cloud Watch

SETTINGS

24

Hour

DEFAULT “Y”

pg_settings

TABLE_SIZE

1

Minute

DEFAULT “Y”

pg_stat_user_tables

IO

1

Minute

DEFAULT “Y”

pg_stat_bgwriter

BLOCKING

1

Minute

DEFAULT “Y”

pg_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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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SERVER_EVENT_LIMIT

Server Event (Threshold with limits)

SERVER_EVENT

Server Event(Threshold without limits)

9 / 36

EZIS User Manual

v1.2.172

SERVER_EVENT_FORCE

Events occurring on the server (forced)

AWS_EC2

AWS EC2

AWS_RDS

AWS RDS



DB_CUSTOM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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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 Name

Description

-1010000001

Threads Count

sleep 상태가 아닌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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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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 Name



stat_id : MySQL 의 “show global status”의 성능 지표 컬럼을 stat_id 로 설정하여 제품에서 활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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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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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QL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음수로 시작합니다.



statid : AWS 전용 지표입니다. 음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Siat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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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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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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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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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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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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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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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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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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dvance


General



Day(s) of Repository Storage : 모니터링을 위하여 수집하는 데이터 보관일을 지정합니다. 기본
은 7 일 보관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Recommend : 일자별 저장용량 표를 보고, 수집서버의 저장공간을 확인한 후, DiskSize 에 용량
을 입력하면, 추천으로 최대 몇일까지 보관이 가능한지 안내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Queue Process Ports : 제품이 사용하는 Port 정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Range 로 Port 범위
를 지정하거나 특정 Port 를 지정하면 해당 범위 안에서 제품이 Port 를 점유하여 사용하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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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ivity
DB 성능 지표를 실기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현재 베타 버전에서는 MySQL8.x, Maria10.4.x 기준으로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위 또
는 하위 버전 모니터링 시에 오류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3-1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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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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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에서 설정한 지표중에 ProcessionType 이 “ON” 인
지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설정을 가시려면 “Admin > Mornitoring > StatName”에서 설정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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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Session ElapsedTime Popup



Active Session Elapsed Time view 에서 드래그하면 해당 Session 의 목록을 Popup 으로 보여 줍
니다.





Top Chart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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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 는 bar chart 로 구성하여 가능 높은 구간을 시각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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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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컬럼을
이동할 수 있으며, 중요 지표에 대하여 필터하거나 정렬하여 문제가 되는 Session 을 쉽게 찾
아 원인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해당 Session 의 Query 를 클릭하면 Detail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vent



지표가 Admin 에서 설정한 임계치값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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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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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접속하면 TimeLine 은 최근 3 시간 구간을 표시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대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시간 구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성능 데이터 확인하기



특정 날짜의 성능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면의 달력을 선택하여 날짜를 지정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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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용하는 오늘과 어제 날짜의 경우 “Today”, “Yesterday” 버튼을 통해 손쉽고 빠른 전환이
가능합니다.


날짜 선택 영역 좌측에 시간대 선택 영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시
간대 선택영역이 열린 상태입니다.



정밀하게 시간을 이동 하기 위해여 “+1 mim” 을 클릭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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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global status” 명령어로 수집된 지표를 1 분 구간의 Delta 값의 합계로 보여 줍니다.



즉, 해당 지표에 대하여 변화량을 1 분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s, Com_select, Com_insert, Com_update, Com_delete 의 값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
니다.



Queries



조회 구간에 Session 에서 발생한 SQL 중에서 당 발생 회수와 해당 분단위 구간의
ElapsedTime 의 MAX 값을 기준으로 표시 하고 있습니다.



Statement 그래프에서 특정 시간대 구간을 선택하는 경우, 그 구간에 수행된 SQL 전체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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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니다.



Threads (Session)

 조회 구간에서 발생한 Session 정보를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Statement Summary



DB 의 “performance_schema.events_statements_summary_by_digest” 뷰를 1 분마다 수집하여
조회 구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활용하면 DB 가 자제적으로 수행한 누적 통계값을 시간 구간별로 확인 하는데 유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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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stat / CloudWatch



“show global status” 을 수집하여 지표화 한 것으로, 1 분간격으로 평균값과 최대값을 해당 지
표에 대하여 표시 하고 있습니다.



각 DB 별로 해당 지표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DB 항목에 특정 DB 를 선택하여 해당 DB 만의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DB 가 “ALL”로 표시된 경우에는 전체 DB 의 합계값으로 그래프를 표시
하고 있습니다.



해당 DB 가 AWS 상에 존재하고, Setting 메뉴에서 “AWS Information”을 설정한 경우에는 Cloud
Watch 지표를 수집하여 볼 수 있으며, 화면 상단의 “Server” 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활성화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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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s



“show

global

status”

로

수집된

지표에

대하여

Connections,

Max_used_connections,

Slave_connections 등을 분단위 보여줍니다.


지표설정에서 Sigma / Delta 선택 여부에 따라서 화면에 해당 값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Connection Limit” 값은 “variables” 로 수집한 “max_connections” 값을 표시하고
있으며, 설정된 Connection 개수 대비 사용율을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Thread Activity



“show global status” 로 수집된 지표에 대하여 Threads running 의 분당 평균치와 최대치를 보
여 주고 있으며 Threads_connected 지표를 보여 줍니다.



그래프의 데이터는 1 분간의 변화량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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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Throughput



“show global status” 로 수집된 지표에 대하여 “Write”는 Com_insert, Com_update, Com_delete
의 합계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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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_select 와 Questions 는 단일 지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Buffer Pool Usage



“show global status” 로 수집된 지표에 대하여 아래 항목을 표시합니다


Innodb_buffer_pool_read_requests



Innodb_buffer_pool_reads



Innodb_buffer_pool_pages_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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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vent Analysis

Event Analysis는 사용자가 지정한 임계치 알람을 구간별로 표시합니다



Event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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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Event Ratio, Kind of Event 그래프 영역의 시간대가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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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Top5 | Yesterday, Weekly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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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전체 비율을 Weekly Event 차트를 통하여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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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atio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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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of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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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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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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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ock Wait

Lock Wait 는 session의 wait 항목별로 조회 구간 동안의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화면에 표시하
고 있습니다.



Table Lock



Threads (Session)을 수집할 때 Lock 정보를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state = 'Waiting for table metadata lock'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위는 수행 회수입니다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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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



특정 SQL 이 문제가되어 Block 되는 내역을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화면 상단의 Table Lock 그래프를 클릭 또는 드래그시 해당 시점의 Blocking 정보를 표시 합니
다.



Trx_id : Wait 대기중인 Thread 의 id 입니다.



Blocking_trx_id : Block 을 유발시킨 thread 의 id 입니다



Lock Mode : 해당 Lock 정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qltext : Wait 상태의 SQL 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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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io



“performance_schema.events_waits_summary_global_by_event_name”

시스템

뷰를

기반으로

'wait/io/table/sql/handler', 'wait/io/file/%' 의 데이터만 수집을 하여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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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apacity Management

Table의 Data와 Index 크기를 일자별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apce chart



해당 통계는 해당 날짜의 제일 마지막 시간대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Schema 별로 선택된 날짜의 Data 와 Index 크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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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ize



상위 Table Daily 그래프에서 선택한 날짜에 대하여, 해당 날짜의 제일 마지막에 수집한 Table
의 상세 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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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사용된 암호화 알고리즘


AES 128



CBC 128



PKCS5Padding 128



SHA2-256



PBKDF2WithHmac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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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