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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성능모니터링을 위한

SHERPA v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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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성능관리 솔루션은 복잡한 환경을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사후 분석을 통해 문제의 정확안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능동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능 개선 Guide

Monitoring

Detect & 
Alert

Tuning Analyze

Logging

장애 감지 및 경보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성능 정보 로깅 및 재현

다양한 성능 분석 정보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

능동적 장애 관리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성능관리 솔루션
필수 요소

개요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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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ero

셀파모니터링 제품군

현재 Oracle 이외에 SQL-Server, Tibero, Altibase, PostgreSQL, DB2, Teradata, Hadoop(HIVE, HBASE) 등 다양한 DBMS에 대한 성능관

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MariaDB 및 MySQL 제품의 경우 9월 , Informix의 경우 11월 출시 예정)

Oracle SQL Server Altibase

HadoopDB2 Teradata Postgres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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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셀파오라클인가? 01. 셀파오라클

셀파는 전체 제품의 포트폴리오, 유연한 설계 모델, 최고의 전문가 등이 결합된 DBMS 성능 관리 솔루션 그 이상입니다.

검증된 솔루션

뛰어난 가성비

유일한 솔루션

우수한 제품 구조

어떠한 장애 상황에서도 성능 정보 누락 없는 검증된 솔루션

운영 시스템 영향도 최소화 및 조회 성능 극대화 설계

국내외 솔루션 벤치마킹으로 타사 대비 향상된 기능 제공

국내외 솔루션의 분석 프레임이 모두 적용된 DB 성능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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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셀파오라클은 SGA를 직접 ACCESS하는 DMA 방식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며, 별도의 Management 서버에서 대

상 DBMS의 모든 성능 정보를 관리하므로 고객사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리소스 사용량 및 부하를 최소화하는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셀파오라클
Client

Management 
Server

로그 사후 분석

성능 데이터 로깅실시간 모니터링

Real-Time

프로세스

Logging 

프로세스

DB Server

• 서버 자원 최소화 알고리즘 내장
• 성능 정보 실시간 전송
• 운영 서버 저장 공간 사용 배제
• 성능 정보 유실 방지 기능

• 대용량 로그를 실시간으로 저장
• 성능 정보 자동 관리
• 운영 시스템 영향도 없음
• DB 저장으로 유연한 성능정보 활용

• 사용자 생성 및 권한 관리
• 다수 시스템을 위한 통합 대시보드
• 화면 전환을 위한 Quick Menu
• SQL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 제공
• Web 제품 군으로 전환 중(HTML5)

Client 
Program

Sherpa 
Agent

Management 
Server

SGA

DBMS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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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장점

DBMS 성능관리 솔루션인 SherpaOracle 의 특장점입니다.

아키텍처

사후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편의성

운영 시스템의 영향도(CPU, I/O 등) 최소화 설계

최대 초당 100회 폴링을 통한 정밀한 데이터 수집

성능 데이터 누락 방지 기능으로 완벽한 로깅

기존 시스템 관리 솔루션(SMS, 관제)과의 유연한 연계

Real Execution Plan 히스토리 비교 기능

SQL Bind 히스토리 저장 기능

Auto Trace 및 Plan Play 기능

Access Path 유형 별 SQL 추출 기능

사용자 정의 모니터링 화면 / Query Manager

통합 대시보드로 한 화면에서 모든 DB 동시 모니터링

Wait Class 적용으로 손쉽게 DB 상태 모니터링

응답시간 분포 그래프 및 세션 / SQL 연계

즉시 로그 분석 및 재현

Category 별 Top-Down 분석 및 Top 리스트 제공

장애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수준의 트랜잭션 Replay

RAC Lock 로깅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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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사용자 정의 모니터링 (User Define Monitoring)

• OS 자원 사용 현황과 DB 성능정보를 한 화면에서 제공하여 서버 전체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

• 서버 운영 성격 및 업무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모니터링 화면 구성

OS 레벨의 성능 지표

DB 레벨의 성능 지표

1. 사용자 정의화면 구성

•화면 구성 후 저장 및 불러오기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별 특화된 화면 구성 가능

•개별 그래프 크기 및 폰트 조절이 가능하여,

관제화면 활용 및 주요항목 체크가 용이

•업무 특성(OLTP, DW, ERP, MES,..)에 따른

주요 성능지표로 사용자가 화면 구성 가능

•Single Node, RAC. HA,..등의 특정

업무환경에 필요한 주요 성능지표로 사용자가

화면 구성 가능

2. 업무 특성 및 DB 환경 별 화면 재구성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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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관제용 통합 대시보드

• 많은 수의 인스턴스를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인스턴스 장애 발생시 상위 그룹으로 전파하여 즉시 장애를 감지

• 인스턴스 별 실시간 Active Session  조회

• 인스턴스 별 Alert 이력, CPU, DB Stat/Wait 조회

• 필요 시 셀파오라클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으로 분기

｜ 1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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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시스템 영향도 최소화 설계

• 즉시 로그 분석

• 넓은 범위 과거 데이터 조회 시 시스템 영향 없음

Sherpa Oracle
Client

Management 
Server

로그 사후 분석

성능 데이터 로깅실시간 모니터링

Real-Time

프로세스

Logging 

프로세스

DB Server

SGA

DBMS

성능 Data 조회

• 수집된 모든 성능 데이터는 즉시 수집서버에 전송

• 수집된 성능 데이터 즉시 분석

• 사용자 수에 상관 없이 운영 시스템 영향도 없음

• 넓은 범위에 데이터 조회를 감안한 DB 설계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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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사용자 중심 응답시간 분석

• Wait Class 정의로 누구나 쉽게 분석

• End User 체험 기반의 시스템 분석

End User’s Real Response Time

Oracle Users, Host Users, Machines, Programs, Modules

SQL Statements

User Response Time

Service Time

Using CPU I/O wait

Latch wait

Concurrency wait

RAC wait

Network wait

Lock wait

Other wait

Queue Time

SYSTEM(OS) DBMS

Client Application
Server

Database
Server

Memory

I/O

Network

CPU

Request

Response

SQL

Data/Code

｜ 1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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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카테고리 연계를 통한 영향도 분석

• 영향도 분석으로 신속한 최적화 대상 추출

• 정량적 수치를 통한 효과적인 자원 재분배

Machine 별 DB 영향도

SQL 별 DB 영향도

Machine, OS User,

DB User, Program,

Module, SQL 등 6개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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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카테고리 별 수행 이력 분석

• 카테고리(머신, OS유저, 오라클 유저, 프로그램, 모듈, SQL 등) 별 수행 이력 분석

• 분석 대상 SQL의 수행 시간대 확인

해당 모듈의 상세 수행 정보 및 수행 시간 확인

SQL 수행 이력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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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정밀한 수집 데이터 기반 초단위 분석

• 장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추적 및 진단

• 실시간 모니터링 수준의 Replay

Response Time CPU, Memory, Active Session Wait, Stat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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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RAC Lock 모니터링 및 이력화

• RAC 환경에서 Lock 발생 시, 전 Node 의 Lock 을 통합하여 Lock Tree 구성
• 사후 분석을 위한 Lock History Logging 지원

 실시간 RAC Lock 모니터링

 RAC Lock Logging 및 Log View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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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차별화된 성능관리 요소 기능 적용

• 다양한 History 분석 - Running Plan 저장 / Bind 변수 저장 / 용량 추이 분석 / Undo, Temp 분석

Plan History SQL Bind History

용량 추이 분석 Undo / Temp History

 기간 별 플랜 변경 SQL 추출

 SQL의 플랜 변경 이력 확인

 SQL의 분석 기간과 매칭되는 Bind 값 제공

 Undo Usage History

 Temp Usage History

 TableSpace Usage History

 FileSystem Usage History

01. 셀파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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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백 사례

Sherpa Oracle은 MaxGauge를 윈백하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02.사례

구분 모니터링 대상 DBMS 특장점

LG 전자

MaxGuage for Oracle

• 정밀한 성능 정보 수집

• 기존 성능 관리 솔루션의 운영 시스템 부하 시 잦은 성능 정보

로그 누락

• 아키텍처의 차별성 (정밀한 성능 정보를 통한 신속한 사후 분석)

• 다양한 운영자 편의성 제공

LG U+

현대카드
캐피탈 / 커머셜

LG디스플레이 SFO (Stable for Oracle)

• 넓은 범위의 분석 데이터 조회 시 서버 부하

• 모든 시스템을 한 화면에서 관제가 불가함

• 기존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KT
Precise for Oracle

SFO (Stable for Oracle)

• 성능 정보 조회 시 운영시스템의 I/O 부하 및 동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

• Network 단절 시 성능 정보 누락 발생에 따른 분석의 어려움

• 분석의 신속성

• Open Source DBMS Repository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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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분석 지원 사례1

고객 : A통신사

주요 현상

① 고객 DB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경만 되면 전국 각 대리점에서 주말간 신규/번호 이동한 고객의 입력 작업이 급증하여 DB 시스템 Hang 상태

② 매주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DB 재기동 등의 조치로 30여분 이상 고객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서비스장애구간 (30여분)

30여분간 Lock 대기 상태에 의
해 Active Session이 800개가
넘어서면서 DB가 Hang 상태
로 빠짐

[현상]

동일한 SQL문(Insert …)에 의
한 Session이 급증하였음
[enq: TX - index contention 
wait]의 경우는 인덱스 Leaf 
Block이 빈번하게 분할될 때 발
생하는 대기 이벤트

오른쪽 Leaf Node에 Insert 가 집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Index를 Hash Partitioning
RAC 이므로 Primary Key 인덱스의 오른쪽 Leaf Node에 Split이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Sequence Cache 사이즈를 늘리고 NOORDER 옵션 적용

Insert 되는 Index Key 값이 분산되어 Index 경합 해소

[원인]

[해결방안]

02.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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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분석 지원 사례2

고객 : H 물류

주요 현상

① 갑자기 ERP 시스템이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 발생하고 다수의 Application이 Error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발생

② 다수의 INVALID OBJECT 발견됨

Concurrency Wait이 20여분간 발생
(세부 Wait 확인결과 Library Cache 
Pin/Lock)

[현상]

특정 사용자가 오렌지 툴로 로그인하여 공통 오브
젝트를 Compile
0.01초 단위의 정확하고 강력한 세션 로깅

운영 중인 상태에서 공통 오브젝트에 대한 컴파일을 막고, DBA가 지정된 PM 시간에 컴파일 작업을 하도록 권고함

장애 원인의 세션 추적

[원인]

[해결방안]

서비스장애구간 (20여분)

• 원인 프로그램 및 세션 정보

Logtime : 2011 21:09
SID : 1764
Username : APPS
OSUser : viinse
Machine : WORKGROUP\GREENWOOD
Program : OrangeMain.exe
SQL :  ALTER TABLE bhr.bhr_departments_all

ADD budget_motion_dept_id NUMBER

02.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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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02.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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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7층 701호

TEL: 02-558-9130 / FAX: 02-558-7868 / www.in-co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