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MaxGauge
IT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환경의 일상화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솔루션
맥스게이지
제품소개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IT 환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MaxGauge(맥스게이지)는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를 위한 전문 솔루션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가용성 및 성능을 효율적

사소한 장애에 대한 문제 해결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통합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으로 관리합니다. Pro-Active 한 모니터링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병목 현상을 효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으로 분석하여 명확한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장점

실시간 모니터링

Direct Memory Access

0.01초 데이터 수집

Smart Analysis

다양한 성능 지표의

DB Hang 상태에서도

실시간과 동일한

성능 저하 구간 발생 시

실시간 감시

모니터링 및 분석 가능

0.01초 단위 데이터 수집,

자동 탐지 및

1초 단위 데이터 저장으로

Report/Mailing 제공

정밀한 분석 가능

알람, SMS 연계

사용자 관리

DB 성능 리포트

클라우드 환경 지원

모든 성능 지표에 대한

접속 가능한 IP 대역,

다양한 포맷으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Alert 설정, SMS/Mail 연계

DB 목록, 권한 설정

일별/월별/기간별

MySQL/MariaDB 구매 가능

리포트 작성

Supported Databases

주요기능 for Oracle
대시보드
Dashboard

Exadata Monitoring

많은 이기종 간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이 필요 시 업무별, 시스템별 등

Smart Scan, Storage Index 와 같은 EXADATA 모니터링에 필요한 주요 지표의 발생량을 제공합니다.

고객 니즈에 맞추어 화면을 제공합니다.

Infiniband Switch 와 Cell Server 영역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DB 모니터링이 아닌 EXADATA 플랫폼에 관한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강력해진 UX로 사용자의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성능 데이터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ingle View

Trend View

RAC View

EXA View

하나의 DB에 대한 모니터링 제공

동시에 다수의 DB에 대한 모니터링 제공

RAC 감시를 위한 전용화면 제공

EXA DATA 감시를 위한 전용화면 제공

. CPU/Memory
. DB 주요 지표

. CPU/Memory
. DB 주요지표

. Global Lock
. Load Balance

. Smart Scan
. Storage Index

. SQL Elapsed Time
. Alert Log History

. SQL Elapsed Time
. Alert Log History

. Network 사용량

. Disk Request, I/O
. Flash Request, I/O

. Active Session

. Active Session

. CELL Server Resource(CPU, Memory)

시각화
Single View

RAC View

Datapath View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일자)에 대하여, Elapsed Time/Schema/Program/SQL의
비중도를 양방향으로 분석 가능하며,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UI를 제공합니다.

Trend View

EXA View

지능형 분석

Trend Analysis

Exadata Analysis

성능 장애 발생 시 모든 지표들에 대한 장기간 추이

Exadata 부하 구간을 파악하고, 분석 가능합니다.

그래프를 제공하여 장애가 발생한 Peak 시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Cell Server 성능 정보 제공
· Smart Scan 사용률 제공

· Tablespace Trend

· Flash Cache 사용 정보 제공

· Summary Trend
· Performance Trend
· Daily Trend
· Long Term Trend

클라우드 환경 지원
Power Comparison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지표를 통합하여 성능 비교

AWS Cloud 지원

분석이 가능합니다.
Amazon Aurora, MySQL, MariaDB, SQL Server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며 AWS 향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EC2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와 Amazon RDS를 모두 모니터링하며, AWS의 Cloud Watch와 최적의 호환성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의
· Top SQL Comparison을 통한 Top-SQL 순위 비교 분석
· Module & Program 비교 분석
· Peak Time 비교 분석
· 시간 매칭을 통한 직관적인 성능 비교 분석

Plan Change History
Plan 변경 이력 조회,비교분석을 제공합니다.
· SQL Plan 분석 상세
· 성능 개선 여부 확인
· Plan 별 성능 이력 비교

실시간 운영 상황과 장애 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최대 성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펙
리포트
수집되는 모든 성능 지표 및 장애 기록을 일별/주별/월별/연간으로 제공하는 분석 리포트를 통해 운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ORACLE

SQL Server

DB2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브라우저 : Chrome 52 이상 (권장) / 48 (최소) -> 모바일 버전 제외
해상도 : 1600 x 1200 (Websocket 용 포트 8080 필요, 변경 가능)

브라우저 : Chrome 64 이상
해상도 : 1920 x 1200 (Websocket 용 포트 8090 필요, 변경 가능)
/ 1024 x 768 (최소)

브라우저 : Chrome 52 이상 (권장) / 48 (최소) -> 모바일 버전 제외
해상도 : 1600 x 1200 (Websocket 용 포트 8080 필요, 변경 가능)

OS : Windows 2008 이상 (Build 버전 6.0 이상), 32/64bit (권장),
Linux, Unix
DB 1 : Oracle Enterprise 10g 이상, 11gR2 (권장)
DB 2 : PostgreSQL v9.4.1
CPU : 8Core (권장) / 4Core (최소)
RAM : 16GB (권장) / 8GB (최소)
DISK : 고객사 Session Data에 따라 변경
JAVA : 1.8 버전 이상

MaxGauge 수집서버
OS : Windows 2008 이상 (Build 버전 6.0 이상), 32/64bit (권장)
DB : SQL Server 2008 이상 (Express Edition 사용가능)
CPU : 4Core (권장) / 2Core (최소)
RAM : 8GB (권장) / 4GB (최소)
DISK : 고객사 Session Data에 따라 변경
JAVA : 1.8 버전 이상

OS : Windows 2008 이상 (Build 버전 6.0 이상), 32/64bit (권장),
Linux, Unix
DB : PostgreSQL v9.4.1
CPU : 8Core (권장) / 4Core (최소)
RAM : 16GB (권장) / 8GB (최소)
DISK : 고객사 Session Data에 따라 변경
JAVA : 1.8 버전 이상

모니터링 대상 DB

모니터링 대상 DB

모니터링 대상 DB

SYSMON 포트 : 9729 (변경 가능)
MSSQL VERSION : SQL Server2008 이상
PLATFORM : Windows 2008 이상 (Build 버전 6.0 이상),
32/64bit
권한 : Admin (Windows), DBA (MSSQL)

RTS 포트 : 5080 (변경 가능)
ORACLE VERSION : Oracle 9i 이상 (RAC / Exadata 포함)
PLATFORM : SunOS 5.6 이상, HP-UX 11.0 이상 (ITANIUM HP-UX
11.23), IBM-AIX 4.3 이상, Compaq Tru64 v5.1 이상, Linux Red
Hat 8.0 이상, Windows 2003 Server 이상
권한 : Admin (Windows), DBA (Unix / Linux)

Tibero

MySQL & MariaDB

PostgreSQL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브라우저 : Chrome 52 이상 (권장) / 48 (최소) -> 모바일 버전 제외
해상도 : 1600 x 1200 (Websocket 용 포트 8080 필요, 변경 가능)

브라우저 : Chrome 50 이상 (권장) / 44 (최소)
해상도 : 1920 x 1200 (Websocket 용 포트 8070 필요, 변경 가능)
/ 1024 x 768 (최소)

브라우저 : Chrome만 지원 (권장 v50. 이상, 최소 v44 이상)
해상도 : 권장 1920x1200, 최소 1024x768

OS : Windows 2008 이상 (Build 버전 6.0 이상, 2016 제외),
32/64bit (권장)
DB : PostgreSQL v9.4.1
CPU : 8Core (권장) / 4Core (최소)
RAM : 16GB (권장) / 8GB (최소)
DISK : 고객사 Session Data에 따라 변경

MaxGauge 수집서버

OS : Redhat Enterprise Linux 6(CentOS 6) 이후
DB : PostgreSQL v9 .4 / v9.6
CPU : 4 코어 이상
메모리 : 8GB 이상
디스크 : 용량 200MB

모니터링 대상 DB

모니터링 대상 DB

RTS 포트 : 5080 (변경 가능)
TIBERO VERSION : Tibero 5~6 (Major 버전 기준)
PLATFORM : SunOS 5.6 이상, HP-UX 11.0 이상, (ITANIUM HP-UX
11.23),IBM-AIX 4.3 이상, Linux Red Hat 8.0 이상, Windows 2003
Server 이상

sysmon 포트 : 9729(변경 가능)
OS: Redhat Enterprise Linux 6 (CentOS 6), 32/64bit
DB: MySQL 5.6 이상, MariaDB 10.0 이상, 32/64bit
권한 : Selet, process, super , replicaion 권한 필요

Altibase

MongoDB

AWS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브라우저 : Chrome 52 이상 (권장) / 48 (최소)
해상도 : 1600 x 1200 (Websocket 용 포트 8080 필요, 변경 가능)

브라우저 : Chrome 권장
해상도 : 1920x1200

<Amazon Aurora>
웹 브라우저

MaxGauge 수집서버

MaxGauge 수집서버

OS : Windows 2008 이상 (Build 버전 6.0 이상, 2016 제외),
32/64bit (권장)
DB : PostgreSQL v9.4.1
CPU : 8Core (권장) / 4Core (최소)
RAM : 16GB (권장) / 8GB (최소)
DISK : 고객사 Session Data에 따라 변경

OS : Windows 2008 이상 (Build 버전 6.0 이상), 64bit (권장),
Linux, Unix
DB : PostgreSQL v9.6
CPU : 8Core (권장) / 4Core (최소)
RAM : 16GB (권장) / 8GB (최소)
DISK : 고객사 Session Data에 따라 변경
JAVA : 1.8 버전 이상

<MySQL>
웹 브라우저

모니터링 대상 DB

<SQL Server>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원하는 보고서 형태(pdf, xls, doc, html)로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면 리포트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운영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MaxGauge 수집서버

Daily Report

Long-term Report

RTS 포트 : 5080 (변경 가능)
ORACLE VERSION : Oracle 9i 이상 (RAC / Exadata 포함)
PLATFORM : SunOS 5.6 이상, HP-UX 11.0 이상 (ITANIUM HP-UX
11.23), IBM-AIX 4.3 이상, Compaq Tru64 v5.1 이상, Linux Red Hat
8.0 이상, Windows 2003 Server 이상 *권한 : Admin (Windows),
DBA (Unix / Linux)

Hotspot Report

Daily & Long term Report

Hotspot Report

모든 성능 지표, Top-N Summary의 일/기간별 성능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특정 일자의 CPU(%) 사용량 및 Active User Session, Wait Event(Class)에
대한 시간별 추이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MaxGauge 수집서버

OS : Redhat Enterprise Linux 6 (CentOS 6), 32/64bit (권장)
DB : MySQL 5.6 이상, MariaDB 10.0 이상, 32/64bit
CPU : 4Core (권장) / 2Core (최소)
RAM : 8GB (권장) / 4GB (최소)
DISK : 고객사 Session Data에 따라 변경

MaxGauge 수집서버

Maxgauge 수집서버

모니터링 대상 DB
sysmon 포트 : 9729(변경 가능)
OS : Redhat Enterprise Linux 6(CentOS 6) 이후
DB : PostgreSQL v9 .2 이상 / v11.2 이하
권한 : Postgres의 설치경로에 접근 권한과 postgres 개발자 sdk가
설치된 경로 읽기 권한

아키텍처
RTS를 통한 Data 수집

Data Gather를 통한 분류

Repository 저장

Visualization

Platform JS

Direct data access

모니터링 대상 DB
RTS 포트 : 5080 (변경 가능)
ALTIBASE VERSION : ALTIBASE HDB v5.5.1~
PLATFORM : SunOS 5.6 이상, HP-UX 11.0 이상, (ITANIUM HPUX 11.23), IBM-AIX 5.3 이상, Linux Red Hat 8.0 이상, Windows
2003 Server 이상

Web Socket

MongoDB : 3.2 이상
OS : RHEL 7.0 Linux 64-bit 이상

브라우저 : Chrome 권장
해상도 : 1920x1200 / 1024x768(최소)

브라우저 : Chrome50 이상(권장) /
44(최소)
해상도 : 1920x1200 (Websocket 용
포트 8170필요, 변경 가능) /
1024x768(최소)

브라우저 : Chrome50 이상(권장) /
44(최소)
해상도 : 1920x1200 / 1024x768(최소)

MaxGauge 수집서버
OS : Amazon Linux 64bit
DB : MySQL 5.7

MaxGauge 수집서버
OS : AmazonLinux, 32/64bit
DB : MySQL 5.6,32/64bit
RDS : MySQL 5.6이상

MaxGauge 수집서버
OS : Windows2012 R2 64bit
DB : SQL Server 2014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