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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W 소개

ProActive DBA는 SAP ASE, IQ, Rep. Server 그리고 MSSQL 및 Oracle에 대한

수행되는 SQL 실행정보를 포함한 모든 DB 운영정보를 최소한의 부하로 실시간

수집하고 관리하여 DB 운영관련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DB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PDW는 ProActive DBA의 확장옵션으로 복수의 각 서버에서 수집되는 모든 DB 

운영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장기적인 보관을 가능하게 함으로 DB 운영 환경에

대한 효율화 증대 및 DB 접근이력에 대한 감시 및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특수

목적용 DW 시스템입니다.

 PDW 구축 필요성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PDBA 브로슈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W 도입 시 장점

 복수의 PDBA 서버의 대량의 Output 파일을 통합 DW서버(PDW)로 관리

 PDBA의 Output Flat 파일이 자동으로 PDW로 적재되어 장기간 보관

 Sybase 뿐만 아니라 Oracle, MS-SQL까지 PDW로 통합관리

 PDW의 구축 및 적재, 활용을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

 인프라 측면에서의 장점

 기존 PDBA 사용고객인 경우 최소화된 추가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함

 PDW의 Data 저장을 위하여 저렴한 Sybase IQ(oem)사용이 가능함

 별도의 구축작업 없이 간단한 설치 및 환경구성으로 작업이 완료됨

 작업량 분산으로 PDBA Console 부하를 절감할 수 있음

 DB서버 운용에 대한 추이분석 및 DB 접근이력에 대한 감사 목적

 수행된 SQL text 원문 등, 상세 실행정보에 대한 장기적인 보유 가능

 제공되는 Miner 툴 또는 표준 SQL을 사용하여 검색 및 분석 가능

 활용 측면에서의 장점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PDW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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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W 기능소개

WareHouse Data Miner 기능 (1/4)

PDW에서 제공하는 기본 SQL Builder

정의되어 있는 Report를 선택한 후, 조건을 선택하여 주면 자동으로 SQL을 생성



PDW 기능소개

WareHouse Data Miner 기능 (2/4)

수행결과 예1)

- ASE 16.0 - SUMMARY SQL TEXT 



PDW 기능소개

WareHouse Data Miner 기능 (3/4)

수행결과 예2)

- SAP IQ 16.0 – IQ MON 



PDW 기능소개

WareHouse Data Miner 기능 (4/4)

수행결과 예3)

- Oracle 10g – Database Overview 



PDW 기능소개

SQL Tools 활용 (1/4)

사용자가 직접 PDW에 SQL Tools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

일별 가장 오랫동안 수행된 SQL 검색

예) ASE160_205 서버에서 하루동안 수행된 쿼리 중 10s 이상 걸린 SQL



PDW 기능소개

SQL Tools 활용 (2/4)

일별 특정 사용자가 접근한 테이블 목록

예) User 명이 “pdba”인 사용자가 접근한 테이블 목록



PDW 기능소개

SQL Tools 활용 (3/4)

일별 CPU를 가장 많이 사용한 SQL

예) 하루동안 cpu time을 1초 이상 점유한 SQL



PDW 기능소개

SQL Tools 활용 (4/4)

시간대별 평균 Thread 사용률

예) ASE160_205 서버의 시간대별 평균 Thread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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