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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이해하고 융합정보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WHO
WE ARE



MAEK GARDEN

WHO WE ARE
데이터베이스/복제솔루션에 대한 전문가 조직 입니다.

Established by database architects and replication 

specialists, who are passionate about mining 

intersection knowledge of database and replication 

technology.

복제솔루션의 관리/모니터링 툴인 MAEK for GoldenGate 제품을 개발/유지보수 하고

있는 조직이며,

싱가폴 정부에 등록된 공식 회사(MAEK Garden PTE. LTD. / 5명)입니다.

(가능 언어: 한국어/영어/일본어, Registration no: 201543584C)

개별 솔루션의 ‘맥(핵심요소)’를 이해하고,

IT 솔루션간의 교차되는 영역(Intersection)에서 최상의 가치정보를 발견해 내어,

이를 현업에 재 적용함으로써 좀더 쉬운 솔루션 관리를 도모하고, 개별 솔루션만으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가치를 서비스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복제 솔루션 영역의 최고 전문가들이 2015년에 MAEK Garden을

설립하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신념을 구현한 제품이 MAEK for GoldenGate 입니다.

Director 1

Development 2

Architect 1

Admin 1

외부
기술협력(Quest/Oracle)

3



MAEK GARDEN

WHAT IS MAEK?
사람 혈관의 ‘맥’,’중심’을 뜻하는 한국어의 영어표현 입니다.

복제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췌된

[맥]을 이용하여 보다 가치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Replication software(GoldenGate)의 성능정보를 단위 시간별로 수집/분석하여,

직관적인 그래프/테이블데이터로 재생성 해 주는 GUI 모니터링 툴입니다.

- Process: 20 seconds

- Performance metrics for each process: 20 seconds

단순한 Displayer가 아닙니다.

MAEK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정보를 융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융합엔진을 통해, 사용자는 더욱 쉽고 효율적인 Replication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며, 확장력이 강한 모니터링 프레임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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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BENEFITS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작업들을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복제솔루션의 궁극적 목표인 ‘데이터’의 흐름을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복제환경 관리를 위한 토탈 솔루션

신속한 관리/진단/장애분석 처리

프로세스 상태 및 백로그 확인(Replicat 단위)

모든 복제구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EASY EYE MONITORING FINDING DML PATTERN SCALABLE ARCHITECTURE

데이터 사용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체계

테이블별 DML 발생량 실시간 분석

테이블과 관련된 DB 정보 확인

독립적인 수집기(Collector) 제공

모든 Replication software 버전에 대한 호환성

내부 저장공간과의 독립된 아키텍쳐로 유연한
구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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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YOU CAN DO
Replication 관리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손쉽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01

Deep dive into Replication Stream

• 구성된 Replication 환경 자동 감지 및 등록

• 복제 객체 목록과 연관된 프로세스/복제방법 정보 제시

• 복제 객체와의 의존관계를 갖는 DB 객체 제시

• 설정된 파라메터 정보 제시

• 모든 데이터는 엑셀 및 HTML 형태로 내보내기 가능

REPLICATION MANAGEMENT

Config

Performance 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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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No more asking DB Query result

• DB 세션 모니터링 기능 제공

• SQL Plan 도시(+ Predicate information)

• 객체 별 세그먼트 및 인덱스 정보 제시(+ Index usage ranking)

• 아카이브 로그 발생량 정보 차트

• 필수 DB 점검 요소 제시

• 트랜잭션 지연 현황 및 Lock 발생 현황 정보 제시

DATABAS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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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lear / Simple viewing

• 복제 프로세스 상태 및 각종 성능지표 제시

• GGSERR log Viewer / Error_Warning Viewer

• 모든 성능 자료에 대해 차트 제공 및 테이블 뷰 제공

• 성능데이터 과거이력 차트 제공(Report)

• Replicat 별 성능저하 발생 테이블 실시간 분석(10s Drill)

• Replicat 별 성능저하 발생 테이블 이력 분석(Replicat-Tables)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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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Value / Prioritize tables

• 테이블 별 DML 발생 패턴 및 누적치 제시

• 진보된 통계 차트를 통해 손쉽게 객체 분석

• 테이블과 연관된 SQL 수행이력 정보 제시(In Memory)

UNDERSTAND YOUR DATA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MAEK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 살펴봅니다.

PRODUCT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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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VIEW ON ONE SCREEN
YOU SAY: 한번의 눈길로 모든 복제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탐지된 복제환경의 모든 성능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인 MGR의 상태, 그리고 이와 연계된 Collector의 동작 유무를 확인 함으로써, 도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SOLUTION: DASHBOARD / NOTIFICATION

Tabular View

Dashboard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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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ON ONE SCREEN
YOU SAY: 소스-타겟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상세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수작업이 요구됩니다.

다중 복제 구성 중 선택된 Replication View(Source-Target pair)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프로세스 상태 및 성능 추이 그래프를 확인하여, 복제 흐름의
정상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프로세스들의 상세 성능데이터(테이블 뷰)를 시간대 별로 확인 가능함으로써, 개별 콘솔 접속 후 개별 프로세스에 대한 텍스트 정보분석을 수행했던 과거 수작업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REPLICATION

VIEW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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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PROBLEMATIC TABLES
YOU SAY: REPLICAT 성능저하 발생 시, 이를 야기시킨 테이블을 쉽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성능 저하 발생시, REPLICAT 단위의 모니터링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해당 REPLICAT 내의 어떠한 테이블들이 해당시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 또는 트랜잭션
처리상의 지연현상은 발생되고 있지 않은 가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 화면에서, 이러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니터링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SOLUTION: 10S-DRILL / REPLICAT-TABLES

10S-D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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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PROBLEMATIC TABLES
YOU SAY: REPLICAT 성능저하 발생 시, 이를 야기시킨 테이블을 쉽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성능 저하 발생시, REPLICAT 단위의 모니터링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해당 REPLICAT 내의 어떠한 테이블들이 해당시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 또는 트랜잭션
처리상의 지연현상은 발생되고 있지 않은 가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 화면에서, 이러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니터링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SOLUTION: 10S-DRILL / REPLICAT-TABLES

Replicat-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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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ABOUT WORKLOADS
YOU SAY: REPLICAT별 전체 처리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부하분산 전략 수립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동안에 REPLICAT을 통해 처리된 메시지 정보를 쉽게 확인가능 합니다. 개별 REPLICAT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량 정보를 시간대 별로도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복제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전체 REPLICAT에 균등한 부하를 줄 수 있는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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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ABOUT WORKLOADS
YOU SAY: 테이블 별로 발생된 DML 수를 파악하여, 관리 집중도를 높이고 REPLICAT 분리작업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Replicat 단위가 아닌 세부 테이블 별로 발생된 DML 수를 수집하여, 쉽게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버블그래프’를 제시해 드립니다.

도시되는 모든 데이터는 엑셀/HTML 형태로 내보내기 하여, 요구사항에 적합된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SOLUTION: DML PATTERN / CONFIG MANAGEMENT

버블의 좌/우측 편향도 그리고 버블의 크기로

DML 발생 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별 테이블에 대한 SQL 수행이력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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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CONFIG
YOU SAY: 현재 어떠한 테이블들이 복제환경에 속해 있는 지, 어떠한 구성속성을 갖고 있는 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휴먼장애’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순 텍스트 파일로만 관리하지 마십시요. 한 화면에서, 복제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들의 DB 정보와 관련된 복제 매핑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LUTION: CONFIG MANAGEMENT

어떠한 테이블이 어떤 프로세스와 매핑되어

있는 지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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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CONFIG
YOU SAY: 현재 어떠한 테이블들이 복제환경에 속해 있는 지, 어떠한 구성속성을 갖고 있는 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휴먼장애’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순 텍스트 파일로만 관리하지 마십시요. 한 화면에서, 복제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들의 DB 정보와 관련된 복제 매핑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LUTION: CONFIG MANAGEMENT

특정 테이블과 의존관계에 있는 DB 객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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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MATTERS
YOU SAY: 파라메터에 대한 변화관리가 어렵습니다. 변화관리는 모든 장애 예방의 첫 단추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Replication software의 파라메터 변경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ON/OFF 특징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많아, 복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문제는 파라메터
변경에 대한 이력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설정값과 기본값을 확인하기는 용이하지만, 해당 파라메터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 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MAEK은 개별 파라메터에 대한 이력정보를 한 화면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정되어 있는 파라메터 값 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PARAME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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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CHECK ERRORS
YOU SAY: 일일 시스템 점검 시, 많은 복제 운영환경에 직접 콘솔 접속하여 에러 확인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모든 에러/경고 메시지의 원천인 ggserr log 파일을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여 도시됩니다.

시스템 점검 시, 수집된 메시지 정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완료된 메시지들을 내부 DB 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미처리된 메시지들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모든 Replication의 에러 발생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 함으로써, 더 이상 모든 시스템을 직접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SOLUTION: GGSERR LOG VIEWER / ALERT

에러/경고 메시지에 대한 컬러적용으로 발생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서버의 로그

내용 변경 시 자동적으로 해당 내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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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CHECK ERRORS
YOU SAY: 일일 시스템 점검 시, 많은 복제 운영환경에 직접 콘솔 접속하여 에러 확인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모든 에러/경고 메시지의 원천인 ggserr log 파일을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여 도시하며, 데이터베이스 에러코드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시, 수집된 메시지 정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완료된 메시지들을 내부 DB 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미처리된 메시지들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모든 Replication의 에러 발생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 함으로써, 더 이상 모든 시스템을 직접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SOLUTION: GGSERR LOG VIEWER / ALERT

발생된 에러 /경고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처리된 메시지는 본 화면에서 제거해

나가면서,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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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VIEWING
YOU SAY: 많은 장애/성능 이슈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또는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스에서는 빠르게 처리되었던 트랜잭션들이 타겟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복제 솔루션 특성 상 타겟에서 처리되는 트랜잭션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구성된 테이블의 형태 및 데이터베이스의 활동 상태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일차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요소 입니다.

가장 쉽게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세션대기 정보’와 세그먼트 정보들을 확인하여, 리소스 경합 이슈가 존재 하는 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SESSION MONITOR / TRANSACTION

프 로 세 스 처 리 성 능 이 슈 발 생 시 ,

일차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담고 있는

화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대기 이벤트와 해당 객체의

세그먼트 정보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MAEK을 설치/운영하기 전 요구되는 시스템 환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BEFORE
YOU START



PRODUCT OVERVIEW 25MAEK GARDEN

RUNNING ENVIRONMENT
No agent, fast, reliable collectors

항목 비고

Running Platforms(Client)
Windows

Oracle Client(32bit)

Windows Desktop Application

Linux(Next)

Running Platforms(Server) Unix/Linux/Windows

Replication Software GoldenGate No limit on GoldenGate version

Database Connection Oracle SQL Server / PostgreSQL(Next)

Database Objects 1 Oracle light package
For DML Pattern analysis

(Inside Oracle server)

Internal Repository PostgreSQL -

Server Agent Agentless
Direct access from Client(Collectors)

Collector-Windows service

Disk Capacity 200MB
Initial Installation space

(Depends on Repository retention)

Network SSH(22) Client-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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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No agent, fast, reliable collectors

Host1

Host2
Internal Database

Collectors Collectors

MAEK
DB connection

SSH SSH

Monitoring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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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EXPLANATION

MAEK

DashBoard

Replication Stream

Config Management

Database Overview

Report

OVERVIEW REPLICATION

Parameter Management

GGSERR Log Viewer

Alert

CHANGE SESSIONTHROUGHPUT TRANSACTION PATTERN

10s Replicat-Drill

Replicat-Tables



“MAEK IS NOT ONLY GUI, IT ALSO THINKS 

YOU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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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SAYS EVERYTHING
YOU SAY: 복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초데이터 확보가 어렵습니다.

Without Documentation, Nothing happens!

현 시점에 대한 복제상태 정보는 대시보드에서, 그리고 수시간 동안에 대한 데이터는 세부 복제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리포트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차트와 함께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텍스트(엑셀/HTML) 데이터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REPORT



“WE KNOW

SUPPORT IS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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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HERE TO HELP YOU
어려움 발생 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개발

추가기능 적용 타당성 분석

연구

온라인 서포트(로그/스크린캡쳐)

개발자 직접 지원

파트너 협력 지원

문제발생 및 전파

패치적용 및 공개

추가기능 접수



THANKS FOR WATCHING!

We love your feedback.

10 ANSON ROAD #23-14M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079903)

maek@maekgarden.com

Contact us:

Doc Version: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