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S/4HANA & HANA Platform
Database 모니터링 솔루션

하나몬

하나몬(HANAMON)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Hanamon(하나몬)은 SAP S/4HANA 및 HANA 플랫폼의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HANA DB와 SAP BTP
(Business Technology Platform) 등 연동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장애 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한 DB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Hanamon은 장애시점의 집중분석 기능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의 파악은 물론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일관된 UX, 자동 Alret/Reporting 기능
그리고 간단한 조작으로 DBA의 업무 감소 및 HANA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주요기능
실시간 모니터링
DIY 대시보드 (사용자 맞춤형 DIY 화면)
실 운영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들을 자유
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룹 또는 시스템 별 기본 템플릿 제공
화면 구성은 유저 단위로 맞춤형 관리
필요 시 Timeline/Alerts/Operation
기능과 연계하여 상세 분석
고객 요청시 모니터링 추가 지표 지원
총 70여 HANA 모니터링 지표 제공

C-Level 통합 대시보드
복잡한 설정 없이 간편하게 시스템
전체의 운영 상황의 요약 모니터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HANA 시스템의 각 서비스의 Alive 상태
Host의 CPU/Memory 자원 사용 추이
및 사용률 기준 Top 4 시스템 표시
고비용 (Expensive) SQL 수행 현황
최근 발생 Alert 목록
Admission Control 에 의한 대기 또는
거부된 요청
User/Blocked Transatcion 현황
Waiting Threads 개수 및 비율
Record Lock Count 현황
MVCC Version Count 현황

통합패널 (Total Operation Status)
복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각 시스템의 상태를
한번에 파악하고, DBA의 일상 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HANA 시스템의 종합적인 상태 표시

HANA DB의 최근 백업 상태 표시

HANA DB의 Session/Thread 현황 및
Blocked Transaction의 존재 여부를 표시

HANA 서버의 CPU/Memory/Disk
사용 현황

Alert 기능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System, User Alert 을
즉시 Mail/SMS 자동 발송하는 동시에
발생된 모든 Alert을 카테고리 별, SID별로
분류된 종합 상황판을 제공합니다
복수의 SID, DB에 대한 Alert 종합 상황표
User Define Alert (UDA)의 상세 정보
Alert 단위의 검색 및 분석 기본 인프라
Alert에 대한 Hanamon 기반 조치 가이드
필요시 고객 맞춤형 UDA 기능 추가 제공
Alert 발생원인 미 해결시 존속 여부 판단

현미경 분석

시점 별 분석 – 타임라인
특정된 시점 별 CPU, Memory 등 인프라
자원의 사용현황 및 트랜잭션 수행에 대한
집중 분석을 지원합니다.
지정된 기간(과거 포함) 동안의 수집된 지표
와 수행 SQL (Expensive SQL 포함) 들을 연계
분석
다른 시점과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한 분석
각 시점 별 Heap Memory 사용 현황을 제공
하여 메모리 이슈에 대한 대처 용이
이슈유발 세션 및 SQL에 대한 추적

고비용 SQL 분석 – Expensive SQL
분석 시간대에 수행된 Expensive SQL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부하 SQL은 시스템 장애의 주요 요인으로
다각도로 분석 필요
실시간 Running 중인 부하쿼리 정보
Expensive SQL의 수행 빈도 및 수행 시간
을 Scatter 차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
Connection ID 와 Statement Hash 값을
통해 상세 세션 분석 및 SQL 분석 화면
으로 연계

세션 상세분석 – Session Tracking
이슈가 되는 Session에 대하여 초단위로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ession에서 수행된 Statement 리스트
해당 Session의 Resource 사용 현황
다양한 Thread 정보 (State, Method,
Lock Wait 등)에 대한 통계 차트
해당 시간대의 Trace 파일과 연계분석
사용된 테이블 내역과 연동분석
수행된 쿼리프랜과 과거이력 제공

상세 백데이터 제공– Operation
Dashboard 또는 Timeline의 차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운영상태에 대한 상세 백데이터를 다양한
검색 옵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Blocked Transaction 발생 현황
CS Table 현황
시점 별 Replication 상태 정보
OOM 발생 현황
Background 작업 정보(Delta Merge,
Check Table Consistency 등)
Savepoint 수행 현황
Server Log 현황

자동 Reporting
CPU, Memory 등 중요 인프라 사용현황, Alerting 및 SQL 등 트랜잭션 현황을 자동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영상황 분석을 위한 관련
DBA 업무를 줄여줍니다.

by period - Daily Reporting

in details - Custom Reporting

전체 시스템 현황을 일별/기간별 Report 제공

원하는 시점에 대한 운영 Report 제공

발행된 모든 Report 는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이전 동일 시간대의 운용현황과 비교 Reporting 제공

Additional Features
HANA 파라미터에 대한 변경이력 제공
HANA 시스템의 Parameter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각 Parameter에 대한 변경된 일자와 변경 전후의 설정 값 등의 이력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System Dump 수집 기능 (SAP CR 등록)
운영 상황 중 SAP CR 등록을 위해 필요한 HANA
Diagnosis Files (Full System Info Dump, Runtime
Dump)를 Hanamon에서 직접 생성하고 downlo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pository 자동관리 기능
HANA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다양하고 매우 많습니다. 또 향후 문제의 원인분석 및 시스템
운영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수 일
또는 수 개월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Hanamon은 이러한 수집 데이터에 대한 관리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Repository Database에 대한 자동관리 기능을 제공
하여 DBA의 업무 부하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HANAMON 활용사례 - S/4HANA 고객
1. 과도한 메모리 사용 조치사례
이슈 : 평소 메모리 사용량 보다 과도한 메모리 점유 상황 발생
분석 및 조치
① TimeLine 기능을 통해
→ 메모리 증가 시점의 “Heap Memory” 사용이 높은 항목 특정
② Session Tracking 기능을 통해
→ 문제가 된 SQL을 특정
→ 관련된 파라미터를 조정 및 문제의 SQL 까지 수정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완료

2. CPU 부하 유발 쿼리 조치사례
이슈 : 평소에 문제가 없던 쿼리가 CPU 사용률이 100% 를
사용하면서 서비스 지연 발생
분석 및 조치
① Session Tracking 및 Statement Information 기능을 통해
→ 해당 SQL의 Query PLAN이 변경된 것을 확인
→ 변경된 Query PLAN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Hint 를 적용
→ 정상적으로 동작 확인완료

특장점

Historic Replay

NO Remote Agent

클라우드 환경 지원

과거 수행이력에 대한 Replay
Session, Statement의
심층 분석,
기간별 운영상태 비교

모니터링 대상 운영 시스템에
Agent를 설치하지 않아,
서버 부하 증가 및
장애유발 요인 최소화

Cloud와 On-Premise의
HANA 시스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구조

SAP HANA 전문
솔루션

S/4HANA 고객들의
요구사항 기반 제작

SAP S/4HANA 및 BTP
플랫폼 전문지원

SAP Store 인증 및 등록
(HANA DB모니터링 최초)
국내 GS품질인증 1등급 획득

대규모 시스템 지원
Multi-SID, Tenant, Host의
HANA 시스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및
단일 뷰 제공

Hanamon 운영을 위한 스펙
Hardware Platform
• Intel-Based Hardware Platform
• IBM Power System
Operating System
• Red Hat Enterprise Linux 8.x / 7.x
• CentOS 8.x / 7.x
• SUSE Linux Enterprise 15 / 12
• Ubuntu Linux 18.0

메일/SMS
자동 보고체계
HANA 시스템 및
User Define Alert 에 따른
시스템 상태 통보,
자동 eReport 발송 기능

운영 관리의 용이성
HANA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관리 및 장애시 자동덤프,
다양한 고객 맞춤형
운영 리포트 기능

Hardware Resources
항목

최소

권장

CPU

1 Core

4 Core

Memory

8 GB

16 GB

Disk

50 GB

500 GB

비고

7200 RPM HDD 이상

Disk 용량은 모니터링 대상 System/Host/Tenant의 개수 및 Transaction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데이터웍스
http://www.dataworks.co.kr

Experts in SAP HANA Platform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31 서울숲M타워 1308호
대표전화 : 02-2292-5096
팩스 : 02-2292-5081
Email : info@datawork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