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MARU APM 소개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 데이터베이스가 50% 느려진다면 사용자 응답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 DB 테이블 변경으로 SQL 에서 오류로 인하여 페이지가 오류가 난다면?

미들웨어는 시스템 장애의 관문이자 시작점



APM 필요성



• 어떤 이슈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일까요?

• Network / Storage / Hardware 장애 발생

• OS / Database / 웹서버 / WAS 에서 장애 발생

• Application 장애 발생

3 Tier Architecture



[긴급] 비정상 상황 발생 – 대시보드



정상 서비스 상황



화재 경보와 소방관





시스템 구축 후 - 고민들







Log Monitoring vs. APM



• 지속적인 품질 관리 – 버그 픽스 ( 500 에러/ 400 에러) 

• 지속적인 성능 관리 – 10 초 이내 트랜잭션

Application 안정화





장애와 성능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 수립



OPENMARU APM – Method Tracer



OPENMARU APM :: 9 – HTML5



OPENMARU APM Use Case



국내 주요 실적



다양한 WAS 환경 모니터링

모니터링 지원 WAS 환경





• 다양한 플랫폼(OS, 가상화, 클라우드)에서 단일한 형태의 모니터링 지원

Hybrid Cloud 환경 지원 APM



첫날부터 'EBS 먹통'…대리 출석에 게임까지 '혼돈' / SBS

Source: https://www.youtube.com/watch?v=yG0eLqI826Q



[장애 발생] =비정상 상황 발생 그룹 모니터링





OPENMARU APM 차별성



OPENMARU APM 차별성



장애예측 및 알림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



퀵 서비스

기술지원 문의 자동화 > 퀵서비스



무차별 공격 알림 기능

무차별 공격 알림 기능



OPENMARU APM 차별성



장애 원인 분석 도구 제공

트러블 슈팅에 특화된 OPENMARU APM



Java 스레드 덤프 생성 및 분석도구

장애 원인 분석기능을 위한 스레드 덤프 분석도구



애플리케이션 오류 모니터링 기능

애플리케이션 오류 로그 수집 추적 기능



장애 원인 분석 기능

메모리 누수 감지기능



프로세스 상태 분석 기능

프로세스 상태 분석기능



네트워크 상태 분석 기능

OS 네트워크 상태 분석 분석기능



과거 데이터 추세 분석 기능

과거 데이터 추세 분석 기능



사용자 접속 도메인 별 오류 분석기능

사용자 접속 도메인별 오류 통계 및 상세 내용 파악



Java 시작옵션 비교 분석 기능

WAS 시작 옵션의 기록 및 비교 분석



OPENMARU APM 차별성







OPENMARU APM 제품 비교 – 비용 측면



• OPENMARU APM 구성 아키텍처

• 모니터링 기능은 대부분의 OS나 주요 WAS를 지원

• 프로비저닝 기능은 Apache/Tomcat/JBoss와 레드햇 계열 리눅스 환경을 지원

OPENMARU APM 구성 아키텍처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웹 시스템 작업



OPENMARU APM - Provisioning 기능은?



OPENMARU APM 제품 비교 - 개요



OPENMARU APM 제품 비교 – 상세 비교



OPENMARU APM 제품 비교 – 설치/구성 단계



OPENMARU APM 구성 아키텍처



OPENMARU APM - Provisioning 기능은?



OPENMARU APM 차별성



APM 필요성





Opennaru Quick Service 란?



OPENMARU APM 제품 비교 – 비용 측면



OPENMARU APM 차별성



IT Evolution



Evolution of Infrastructure Architectures



OpenShift Auto Scaling 과 OPENMARU APM



Red Hat OpenShift Auto Scaling Demo Video



Paas 환경에서 OPENMARU APM이 필요한 이유는?



OPENMARU APM – PaaS 형 APM



컨테이너 모니터링 기능

컨테이너 자원 모니터링



컨테이너에서 운영되는 WAS의 성능 모니터링 기능

컨테이너 내의 WAS 자원 및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비상태 WAS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PaaS 환경의 비상태 WAS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휘발성 인스턴스 모니터링 기록 추적 기능

중지된 컨테이너에 대한 추적 기능







사건#1 현장 – 웹사이트가 멈추었습니다. 



사건#1 용의자 – JVM Heap Memory



사건#1 용의자 – JVM Heap Memory



사건#1 범인 검거 – Tomcat의 TagHandlerPool





Episode #2 현장 – System 메모리



Episode #2 현장 – System 메모리



[참조] 리눅스 top, free 명령으로 메모리 모니터링



[참조] 리눅스 top, free 명령으로 메모리 모니터링



Episode #2 현장 – System 메모리



Episode #2 현장 – System 메모리



Episode #2 용의자 – Linux 커널 캐시 메모리 상태(slabtop)



Episode #2 검거 – Linux 커널 캐시 메모리 상태





Episode #3 현장 – Pending Transaction이 급증



Episode #3 용의자 – 인스턴스의 스레드 덤프 분석



Episode #3 검거 – 시스템 점검 보고서에서 Native 적용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