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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에 대하여 
 

안내서의 대상 

본 안내서는 Pharos Java®(이하 Pharos Java)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설치자를 위한 기본 설치 안내서이다. Pharos Java 시스템을 설치 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와 

설치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기본 설정 중심의 설치 방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설치를 완료 할 

수 있다. 또한, 지원 Web Application Server(이하 WAS)별 설정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여 설치에 

이해를 돕는다. 

 

안내서의 전제 조건 

본 안내서는 관리자가 Pharos Java 시스템을 개발이나 운영중인 시스템에 설치하기 위한 설치 안내서이다. 

본 안내서를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 운영체제 별 기본 명령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Database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WA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Java 프로그래밍의 이해 

 

관련 안내서 

본 안내서는 기본적인 Pharos Java 설치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며, Pharos Java의 운영 및 사용자 

안내서는 다루지 않는다. 

 

● "Pharos Java Administration Guide" 

Pharos Java의 Agent에 대한 환경설정 파일과 시스템 관리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 "Pharos Java User Guide" 

Pharos Java의 각 기능설명 및 분석방법에 기술한다. 

●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수집서버에 대한 환경설정 파일과 시스템 관리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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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구성 

Pharos Java Installation Guide는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설치 개요 

Pharos Java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가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기술한다. 

 

● 제2장: 수집서버 설치와 제거 

수집서버를 설치하고 제거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 한다. 

 

● 제3장: 에이전트 설치와 제거 

Pharos Java 에이전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거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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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규약 
 

표 기 의미 

<AaBbCc123>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파일명 

<Ctrl>+C  Ctrl과 C를 동시에 누름 

[Button] GUI의 버튼 또는 메뉴 이름 

진하게 강조 

“ “(따옴표) 다른 관련 안내서 또는 안내서 내의 다른 장 및 절 언급 

'입력항목' 화면 UI에서 입력 항목에 대한 설명 

하이퍼링크 메일계정, 웹 사이트 

> 메뉴의 진행 순서 

+---- 하위 디렉터리 또는 파일 있음 

|---- 하위 디렉터리 또는 파일 없음 

참고 참고 또는 주의사항 

[그림] 1-1 그림 이름 

[표] 1-1 표 이름 

AaBbCc123 명령어, 명령어 수행 후 화면에 출력된 결과물, 예제코드 

[ ] 옵션 인수 값 

| 선택 인수 값 

「」 디렉터리 경로 또는 해당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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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환경 
 

항목 요구사항 

운영체제 IBM AIX 5.x, 6.x, 7.x, HP-UX 10, 11, Linux, Solaris, MS Windows 계열 

JDK JDK 1.5, JDK 1.6, JDK 1.7 

DBMS 
Oracle 9i, 10gR2, 11g 지원 

DB2 

 

지원 WAS 
 

제품명 요구사항 

JEUS JEUS 4.x, JEUS 5.x, JEUS 6.x 

Weblogic Weblogic 8.x, Weblogic 9.x, Weblogic 10.x, Weblogic 11.x 

Tomcat Tomcat 4.x, Tomcat 5.x, Tomcat 6.x 

WebSphere WebSphere 5.x, WebSphere 6.x, WebSphere 7.x 

OC4J OC4J 9i, OC4J 10g 

JBoss JBoss 4.x, JBoss 5.x, JBoss 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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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시스템 구조 

■ 1.2 시스템 설치 구성 요소 

■ 1.3 시스템 설치 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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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개요 
본 장에서는 Pharos Java 솔루션의 구조, 구성요소 및 설치 전 준비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1.1. 시스템 구조 
Pharos Java는 Pharos Java Agent(이하 에이전트), Pharos Java Server(이하 수집서버), User Interface(이하 

UI)로 구성되는 3-Tier 구조로 동작 한다. 에이전트 는 Web Application Server(이하 WAS)에서 실행되는 

Application의 성능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서버로 전송하고, 수집서버는 수신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Database(DB)에 저장하고 UI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전송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1 Pharos Java 시스템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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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스템 설치 구성 요소 
Pharos Java 설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Pharos Java 설치 구성 

1. Pharos Java Agent  

2. Pharos Server 

3. Pharos Java License 

4. Pharos Java Guide 

 

● Pharos Java 안내서 

1. Pharos Java Installation Guide  

2. Pharos Java Administration Guide 

3. Pharos Java User Guide 

4.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1.3. 시스템 설치 전 준비사항 
Pharos Java는 별도의 Installer를 사용한 설치 방식이 아닌 Java Archiver(JAR)형태의 압축 파일을 해제 하

고 설정을 조정함으로써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Java Developer’s Kit(이하 JDK) 1.4 이상의 버전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수집서버는 JDK 1.7 이

상의 버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반드시 선행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Pharos Java는 Unix, Linux, Windows를 모두 지원 하며 환경 변수 설정이나 기동파일 실행 시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 형식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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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서버 설치와 제거 

 

 

 

 

 

 

 

 

 

 

■ 2.1 UNIX에서 수집서버 설치 

■ 2.2 Windows에서 수집서버 설치 

■ 2.3 수집서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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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서버 설치와 제거 
본 장에서는 수집서버를 설치하고 제거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2.1. UNIX에서 수집서버 설치 
이해를 돕기 위해 UNIX 운영체제 환경에서 설명한다. Windows계열 운영체제 환경에서 설치 방법은  

“2.2. Windows 에서 수집서버 설치”를 참조한다. 

 

2.1.1. 수집서버 바이너리 다운로드 

Pharos 수집서버 설치파일은 온라인 http://technet.Dabomsoft.com 및 오프라인에서 제공한다. Windows 

운영체제에서 설치 되어야 할 곳에 수집서버 디렉터리를 생성한 후 제공된 설치파일을 복사하고 압축을 

해제한다. 

 

2.1.1.1. 수집서버 디렉터리 생성 및 설치파일 이동 

 

기본적으로 수집서버 폴더의 이름은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제공된 설치파일의 파일명도 버전에 따라 파

일명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설치 안내서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기본 설치 폴더를 

「/home/PharosServer」로 정한다. 

 

2.1.1.2. 설치파일 압축풀기 

 

이와 같이 압축을 해제하면 수집서버 설치가 완료된다. 

 

2.1.1.3. 수집서버 설치 후 디렉터리 

정상적으로 설치된 수집서버 홈 디렉터리의 하위 디렉터리들과 실행파일들이다. 

 

 

 

2.1.2. 수집서버 환경 설정 

수집서버의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pharos_env.sh 파일을 열어 수정한다. 

 

[WAS@hostname:/home]mkdir PharosServer 

[WAS@hostname:/home]move pharos-server-bundle-4.0.X.jar PharosServer 

[WAS@hostname:/home]cd PharosServer 

[WAS@hostname:/home/PharosServer]jar xvf pharos-server-bundle-4.0.X.jar 

[WAS@hostname:/home]cd PharosServer 

[WAS@hostname:/home/PharosServer]ls 

./           sleep.exe                            stop_pharos.sh* 

../          ReleaseNotes/                       start_pharos.cmd 

BASE_HOME/  cassandra/      UI/                 start_pharos.sh* 

META-INF/   pharos-server-bundle-4.0.X.jar   stop_pharos.cmd                    

[WAS@hostname:/home/PharosServer/UI/bin]vi pharos_env.sh 

http://technet.ufin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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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열면 [그림] 2-1과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1 수집서버 - pharos_env.sh 의 설정  

 

pharos_env.sh 파일은 수집서버에서 사용하는 환경변수를 설정하는 파일이다. 환경변수는 설치한 시스템

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정항목에 대한 상세사항은 [표] 2-1 와 같다. 

 

환경변수 설명 

JAVA_HOME 
수집서버가 사용할 JDK 경로를 지정한다. 

JAVA_HOME=/usr/java17 

PHAROS_ROOT 
수집서버의 ROOT 경로를 지정한다. 

PHAROS_ROOT=/home/oldman/PharosServer/PharosServer35_DEV 

PHAROS_BASE 
수집서버의 공통 모듈 경로를 지정한다. 

PHAROS_BASE=$PHAROS_ROOT/BASE_HOME 

PHAROS_HOME 
수집서버 엔진 위치를 지정한다. 

PHAROS_HOME=$PHAROS_ROOT/UI 

WEB_APP_BASE 
수집서버 웹 애플리케이션(라이브러리, UI 등)의 경로를 지정한다.  

WEB_APP_BASE=$PHAROS_BASE/webapps 

WEB_DD_FILE 
수집서버 배포서술자의 경로를 지정한다.(web.xml 파일 경로) 

WEB_DD_FILE=$PHAROS_BASE/webapps/ROOT/WEB-INF/web.xml 

PORT_TOMCAT_HTTP 
톰캣 HTTP 접속 포트를 지정한다. (방화벽 오픈 필요함.) 

PORT_TOMCAT_HTTP=45000 

PORT_TOMCAT_SHUTDOWN 
톰캣 Shutdown 포트를 지정한다. 

PORT_TOMCAT_SHUTDOWN=45005 

PORT_UI_PUSH 
신규 UI에서 PUSH 시에 사용하는 포트를 지정한다.  

PORT_UI_PUSH=45001 

PORT_AGENT 
에이전트와 접속할 포트번호를 지정한다. 

PORT_AGENT=44001 

PORT_FLASH_POLICY 플래쉬의 보안을 위해 policy파일을 내려 받을 시 사용된다. 

 
JAVA_HOME=/usr/java17; export JAVA_HOME 
 
PHAROS_ROOT=/home/oldman/PharosServer/PharosServer35_DEV; export PHAROS_ROOT 
 
PHAROS_BASE=$PHAROS_ROOT/BASE_HOME; export PHAROS_BASE 
PHAROS_HOME=$PHAROS_ROOT/UI; export PHAROS_HOME 
 
WEB_APP_BASE=$PHAROS_BASE/webapps; export WEB_APP_BASE 
WEB_DD_FILE=$PHAROS_BASE/webapps/ROOT/WEB-INF/web.xml; export WEB_DD_FILE 
 
#### PORT CONFIG #### 
PORT_TOMCAT_HTTP=45000; export PORT_TOMCAT_HTTP 
PORT_TOMCAT_SHUTDOWN=45005; export PORT_TOMCAT_SHUTDOWN 
 
PORT_UI_PUSH=45001; export PORT_UI_PUSH 
PORT_AGENT=44001; export PORT_AGENT 
PORT_FLASH_POLICY=10843; export PORT_FLASH_POLICY 
######################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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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_FLASH_POLICY=10843 

[표] 2-1 수집서버 - pharos_env.sh 설정 항목 

 

참고 

Windows 운영체제와 UNIX(Linux)의 디렉터리 경로지정 방식의 차이를 확인 후 수정해야 한다. 

디렉터리 경로에 공백이 있는 경우 “” 을 이용하여 경로를 설정한다. 

 

2.1.3. 수집서버 기본 설정 

수집서버의 설정을 시스템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2-2 와 같이  

「/home/PharosServer/UI/config/pharos.xml」의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한다. 

 

[그림] 2-2 수집서버 - pharos.xml 

 

2.1.3.1. <name> 

<name> 태그는 수집서버의 이름을 설정한다. 

<name>PharosServer</name> 

 

2.1.3.2. <ip> 

<ip> 태그는 수집서버가 설치된 시스템의 IP Address를 설정 한다. 설정 값으로 IPv4 형식으로 입력하며, 

설정된 IP Address를 이용하여 에이전트, UI가 데이터 통신을 한다. 

<ip>127.0.0.1</ip> 

 

2.1.3.3. <targets> 

<targets> 태그는 수집될 데이터 엔진모듈 종류와 에이전트 접속 포트를 지정한다. 하위 태그인 

<target> 태그에서 수집될 데이터 별로 엔진모듈이 추가 되며 커넥션 개수, 커넥션 포트를 표기하여야 

<?xml version="1.0" encoding="UTF-8"?> 
<server> 

<name>PharosServer</name> 
<ip>127.0.0.1</ip> 

    <targets> 
        <target>UiServer</target> 
        <target>J2EE:20:44001</target> 
        <!--target>TPMonitor:20:44001</target> 
        <target>AnyLink:20:44001</target> 

<target>Webserver:20:44001</target> 
        <target>Daemon:20:44001</target--> 
    </targets> 

<database> 
 <statistics> 
  <vendor>PostgreSQL</vendor> 
  <driver-class>org.postgresql.Driver</driver-class> 
  <url>jdbc:postgresql://localhost:5432/pharos</url> 
  <user>pharos</user> 
  <password>2g772AXN</password> 
 </statistics> 

<raw-data> 
    <vendor>Cassandra</vendor> 
            <keeping-period>7</keeping-period> 
         </raw-data> 

</databa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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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림] 2-3 <targets> 기본 설정 대상 

 

<target>J2EE:20:44001</target>에서 J2EE는 대상 엔진모듈, 20은 UiServer와의 커넥션개수, 44001은 

UiServer와의 커넥션 포트를 의미한다. 

 

수집서버 설치 시 <target>태그는 기본설정이 J2EE로 되어 있다. 

 

 

 

2.1.3.4. <database> 

<database>태그는 수집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태그이다. 수집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두 가지 종

류로 구성된다.  

 <statistics> : 통계 데이터 저장 설정 

 <raw-data> : 실시간 데이터 및 개별 요청 정보 저장 설정 

 

설치 시 기본 설정은 내장되어 있는 Cassandra DB를 대상으로 설치와 관련된 <database>태그 설정법만 

설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Pharos Java Administration Guide”를 참고한다. 

 

pharos.xml 파일 내용 중 [그림] 2-4와 같이 <server>태그 안에 <database>태그를 확인한다.  

 

[그림] 2-4 수집서버 - pharos.xml 의 데이터베이스 설정 

 

<targets> 
        <target>UiServer</target> 
        <target>J2EE:20:44001</target> 
        <!--target>TPMonitor:20:44001</target> 
        <target>AnyLink:20:44001</target> 

<target>Webserver:20:44001</target> 
        <target>Daemon:20:44001</target--> 
</targets> 

<targets> 
 <target>UiServer</target> 
 <target>J2EE:20:44001</target> 
</targets> 

---------------------------------------------------------- <생략> --------------------------------------------------------- 
 <database> 
  <statistics> 
   <vendor>PostgreSQL</vendor> 
   <driver-class>org.postgresql.Driver</driver-class> 
   <url>jdbc:postgresql://localhost:5432/pharos</url> 
   <user>pharos</user> 
   <password>2g772AXN</password> 
  </statistics> 
  <raw-data> 
   <vendor>Cassandra</vendor> 
                           <keeping-period>7</keeping-period> 
                  </raw-data> 
 </database> 
----------------------------------------------------------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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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vendor> 

<vendor>의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설정한다. 기본값으로 PostgreSQL이 설정되어 있다. 

<vendor>PostgreSQL</vendor> 

 

2.1.3.6. <driver-class> 

<driver-class>태그는 <vendor>태그에 설정된 DB의 드라이버 클래스를 설정한다. 기본 값으로 

PostgreSQL의 드라이버 클래스가 설정되어 있다. 

<driver-class>org.postgresql.Driver</driver-class> 

 

2.1.3.7. <url> 

 

<url>은 statistics-database의 데이터 저장 경로를 설정하는 곳으로, 기본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면, 

statistics-database는 「jdbc:postgresql://{데이터베이스 원격 접속 IP}:{사용포트}/{SID}」로 설정한다. 

 

jdbc:postgresql://localhost:5432/pharos 

 

2.1.3.8. <user> 

<user>는 PostgreSQL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의 ID를 입력한다.  

<user>pharos</user> 

 

2.1.3.9. <password> 

<password> 태그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 ID의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password>의 값은 암호

화 과정을 거쳐서 설정 한다. <password> 암호화는 아래와 같이 변경 한다. 

 

 

pharos_pw.sh 명령어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로 암호를 지정하면 암호화 할 수 있다. pharos.xml에서는 필수

적으로 암호화된 값을 사용해야 한다. 

<password>2g772AXN</password> 

 

2.1.3.10. <keeping-period> 

<keeping-period> 는 raw-database로 사용하는 카산드라에 저장된 데이터들의 최대 보관 일자를 지정하

는 부분이다. 기본값으로 7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성 후 7일이 지난 데이터는 삭제한다.” 라는 의미가 된

다. <keeping-period>는 시스템 디스크 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디스크 사이즈를 감안하여 적정수

치를 입력해야 한다. 기본적인 설치 시에는 권장 값인 7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keeping-period>7</keeping-period> 

 

 

[WAS@hostname:/home/PharosServer]cd /home/PharosServer/UI/bin 

[WAS@hostname:/home/PharosServer/UI]pharos_pw.sh pharos 

Encoded password : [2g772A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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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집서버가 통계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내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DB인 H2 데이터베이

스와 상용 RDBMS인 Oracle(8i, 9i, 10g, 11g)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지원 한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H2 데이터베이스 연결정보는 config 디렉터리 내 sample_pharos.xml에서 예제가 

제공된다. 

 

2.1.4. 카산드라 기동 및 종료 

<raw-data> 의 생성을 위해 카산드라의 기동이 필요하다. 카산드라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수집서버 홈 디

렉터리 「/cassandra/bin」에 위치하는 cassandra 파일을 기동한다. 

 

 

2.1.5. 수집서버 기동 및 종료 

수집서버의 기동, 종료 명령어는 수집서버가 홈 디렉터리 「/home/PharosServer/UI/bin」에 위치하는 

start.sh, stop.sh 이다. 수집서버를 분리할 경우에는 「/home/PharosServer」에 위치하는 start_pharos.sh, 

stop_pharos.sh 파일로 기동 및 종료한다. 상세 설명은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의 “A. 수집

서버 분리”를 참조한다. 

 

2.1.5.1. 수집서버 기동 

「start.sh」 파일을 실행하면 수집서버가 기동 된다. 

 

 

 

[WAS@hostname:/home/PharosServer]cd cassandra/bin 

[WAS@hostname:/home/PharosServer/cassandra/bin]cassandra 

[WAS@hostname:/home]cd PharosServer/UI/bin 

[WAS@hostname:/home/PharosServer/UI/bin]start.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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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수집서버 기동로그 

 

2.1.5.2. 수집서버 종료 

「stop.sh」 파일을 실행하면 수집서버가 종료 된다. 

 

 

 

2.2. Windows에서 수집서버 설치 
이해를 돕기 위해 Windows 운영체제 환경에서 설명한다. UNIX 계열 운영체제 환경에서 설치 방법은 “2.1. 

UNIX 에서 수집서버 설치”를 참조한다. 

 

2.2.1. 수집서버 바이너리 다운로드 

Pharos 수집서버 설치파일은 온라인 http://technet.Dabomsoft.com 및 오프라인에서 제공한다. Windows 

운영체제에서 설치 되어야 할 곳에 수집서버 디렉터리를 생성한 후 제공된 설치파일을 복사하고 압축을 

해제한다. 

 

[WAS@hostname:/home]cd PharosServer/UI/bin 

[WAS@hostname:/home/PharosServer/UI/bin]stop.sh 

http://technet.ufin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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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수집서버 디렉터리 생성 및 설치파일 이동 

 

기본적으로 수집서버 폴더의 이름은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제공된 설치파일의 파일명도 버전에 따라 파

일명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설치 안내서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임의로 기본 설치 폴더를 「C:\PharosServer」로 정한다. 

 

2.2.1.2. 설치파일 압축풀기 

 

이와 같이 압축을 해제하면 수집서버 설치가 완료된다. 

 

2.2.1.3. 수집서버 설치 후 디렉터리 

아래 [그림] 2-6의 항목들은 정상적으로 설치된 수집서버 홈 디렉터리의 하위 디렉터리들과 실행파일들이

다. 

 

[그림] 2-6 수집서버 디렉터리 구조 

 

2.2.2. 수집서버 환경 설정 

설치가 완료되면 수집서버의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pharos_env.cmd 파일을 수정한다. 

 

 

파일을 열면 [그림] 2-7과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C:\>mkdir PharosServer 

C:\>move pharos-server-bundle-4.0.X.jar PharosServer 

C:\>cd PharosServer 

C:\PharosServer>jar xvf pharos-server-bundle-4.0.X.jar 

C:\PharosServer\UI\bin>pharos_env.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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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수집서버 - pharos_env.cmd 의 설정 샘플 

 

pharos_env.cmd 파일은 수집서버에서 사용하는 환경변수를 설정하는 파일이다. 환경변수는 설치한 시스

템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할 환경변수의 변경방법 및 주의사항은 [표] 2-2와 같다. 

환경변수 설명 

JAVA_HOME 
수집서버가 사용할 JDK 경로를 지정한다. 

JAVA_HOME=${win.java.home} 

PHAROS_ROOT 
수집서버의 ROOT 경로를 지정한다. 

PHAROS_ROOT=${win.pharos.root} 

PHAROS_BASE 
수집서버의 공통 모듈 경로를 지정한다. 

PHAROS_BASE=%PHAROS_ROOT%/BASE_HOME 

PHAROS_HOME 
수집서버 엔진 위치를 지정한다. 

PHAROS_HOME=%PHAROS_ROOT%/UI 

WEB_APP_BASE 
수집서버 웹 애플리케이션(라이브러리, UI 등)의 경로를 지정한다.  

WEB_APP_BASE=%PHAROS_BASE%/webapps 

WEB_DD_FILE 
수집서버 배포서술자의 경로를 지정한다.(web.xml 파일 경로) 

WEB_DD_FILE=%PHAROS_BASE%/webapps/ROOT/WEB-INF/web.xml 

PORT_TOMCAT_HTTP 
톰캣 HTTP 접속 포트를 지정한다. (방화벽 오픈 필요함.) 

PORT_TOMCAT_HTTP=45000 

PORT_TOMCAT_SHUTDOWN 
톰캣 Shutdown 포트를 지정한다. 

PORT_TOMCAT_SHUTDOWN=45005 

PORT_UI_PUSH 
신규 UI에서 PUSH 시에 사용하는 포트를 지정한다.  

PORT_UI_PUSH=45001 

PORT_AGENT 
에이전트와 접속할 포트번호를 지정한다. 

PORT_AGENT=44001 

PORT_FLASH_POLICY 
플래쉬의 보안을 위해 policy파일을 내려 받을 시 사용된다. 

PORT_FLASH_POLICY=10843 

[표] 2-2 수집서버 – pharos_env.cmd 설정 항목 

SET JAVA_HOME=${win.java.home} 
 
SET PHAROS_ROOT=${win.pharos.root} 
 
SET PHAROS_BASE=%PHAROS_ROOT%/BASE_HOME 
SET PHAROS_HOME=%PHAROS_ROOT%/UI 
 
SET WEB_APP_BASE=%PHAROS_BASE%/webapps 
SET WEB_DD_FILE=%PHAROS_BASE%/webapps/ROOT/WEB-INF/web.xml 
 
REM #### PORT CONFIG #### 
SET PORT_TOMCAT_HTTP=45000 
SET PORT_TOMCAT_SHUTDOWN=45005 
 
SET PORT_UI_PUSH=45001 
SET PORT_AGENT=44001 
SET PORT_FLASH_POLICY=10843 
REM ######################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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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Windows 운영체제와 UNIX(Linux)의 디렉터리 경로지정 방식의 차이를 확인 후 수정해야 한다. 

디렉터리 경로에 공백이 있는 경우 “” 을 이용하여 경로를 설정한다. 

 

2.2.3. 수집서버 기본 설정 변경 

수집서버의 설정을 시스템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2-8과 같이  

「C:/PharosServer/UI/config/pharos.xml」의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한다. 

 

[그림] 2-8 수집서버 - pharos.xml 

 

2.2.3.1. <name> 

<name> 태그는 수집서버의 이름을 설정한다. 

<name>PharosServer</name> 

 

2.2.3.2. <ip> 

<ip> 태그는 수집서버가 설치된 시스템의 IP Address를 설정 한다. 설정 값으로 IPv4 형식으로 입력하며, 

설정된 IP Address를 이용하여 에이전트, UI가 데이터 통신을 한다. 

<ip>127.0.0.1</ip> 

 

2.2.3.3. <targets> 

<targets> 태그는 수집될 데이터 엔진모듈 종류와 에이전트 접속 포트를 지정한다. 하위 태그인 

<target> 태그에서 수집될 데이터 별로 엔진모듈이 추가 되며 커넥션 개수, 커넥션 포트를 표기하여야 

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erver> 

<name>PharosServer</name> 
<ip>127.0.0.1</ip> 

    <targets> 
        <target>UiServer</target> 
        <target>J2EE:20:44001</target> 
        <!--target>TPMonitor:20:44001</target> 
        <target>AnyLink:20:44001</target> 

<target>Webserver:20:44001</target> 
        <target>Daemon:20:44001</target--> 
    </targets> 

<database> 
 <statistics> 
  <vendor>PostgreSQL</vendor> 
  <driver-class>org.postgresql.Driver</driver-class> 
  <url>jdbc:postgresql://localhost:5432/pharos</url> 
  <user>pharos</user> 
  <password>2g772AXN</password> 
 </statistics> 

<raw-data> 
    <vendor>Cassandra</vendor> 
            <keeping-period>7</keeping-period> 
         </raw-data> 

</databa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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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targets> 기본 설정 대상 

 

<target>J2EE:20:44001</target>에서 J2EE는 대상 엔진모듈, 20은 UiServer와의 커넥션개수, 44001은 

UiServer와의 커넥션 포트를 의미한다. 

 

수집서버 설치 시 <target>태그는 기본설정이 J2EE로 되어 있다. 

 

 

 

2.2.3.4. <database> 

<database>태그는 수집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태그이다. 수집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두 가지 종

류로 구성된다.  

 <statistics> : 통계 데이터 저장 설정 

 <raw-data> : 실시간 데이터 및 개별 요청 정보 저장 설정 

 

설치 시 기본 설정은 내장되어 있는 Cassandra DB를 대상으로 설치와 관련된 <database>태그 설정법만 

설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Pharos Java Administration Guide”를 참고한다. 

 

pharos.xml 파일 내용 중 [그림] 2-10과 같이 <server>태그 안에 <database>태그를 확인한다.  

 

[그림] 2-10 수집서버 - pharos.xml 의 데이터베이스 설정 

 

2.2.3.5. <vendor> 

<vendor>의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설정한다. 기본값으로 PostgreSQL이 설정되어 있다. 

<vendor>PostgreSQL</vendor> 

<targets> 
        <target>UiServer</target> 
        <target>J2EE:20:44001</target> 
        <!--target>TPMonitor:20:44001</target> 
        <target>AnyLink:20:44001</target> 

<target>Webserver:20:44001</target> 
        <target>Daemon:20:44001</target--> 
</targets> 

<targets> 
 <target>UiServer</target> 
 <target>J2EE:20:44001</target> 
</targets> 

---------------------------------------------------------- <생략> --------------------------------------------------------- 
 <database> 
  <statistics> 
   <vendor>PostgreSQL</vendor> 
   <driver-class>org.postgresql.Driver</driver-class> 
   <url>jdbc:postgresql://localhost:5432/pharos</url> 
   <user>pharos</user> 
   <password>2g772AXN</password> 
  </statistics> 
  <raw-data> 
   <vendor>Cassandra</vendor> 
                           <keeping-period>7</keeping-period> 
                  </raw-data> 
 </database> 
----------------------------------------------------------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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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driver-class> 

<driver-class>태그는 <vendor>태그에 설정된 DB의 드라이버 클래스를 설정한다. 기본 값으로 

PostgreSQL의 드라이버 클래스가 설정되어 있다. 

<driver-class>org.postgresql.Driver</driver-class> 

 

2.2.3.7. <url> 

 

<url>은 statistics-database의 데이터 저장 경로를 설정하는 곳으로, 기본 내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면, 

statistics-database는 「jdbc:postgresql://{데이터베이스 원격 접속 IP}:{사용포트}/{SID}」로 설정한다. 

 

jdbc:postgresql://localhost:5432/pharos 

 

2.2.3.8. <user> 

<user>는 PostgreSQL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의 ID를 입력한다.  

<user>pharos</user> 

 

2.2.3.9. <password> 

<password> 태그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 ID의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password>의 값은 암호

화 과정을 거쳐서 설정 한다. <password> 암호화는 아래와 같이 변경 한다. 

 

 

pharos_pw.sh 명령어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로 암호를 지정하면 암호화 할 수 있다. pharos.xml에서는 필수

적으로 암호화된 값을 사용해야 한다. 

<password>2g772AXN</password> 

 

2.2.3.10. <keeping-period> 

<keeping-period> 는 raw-database로 사용하는 카산드라에 저장된 데이터들의 최대 보관 일자를 지정하

는 부분이다. 기본값으로 7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성 후 7일이 지난 데이터는 삭제한다.” 라는 의미가 된

다. <keeping-period>는 시스템 디스크 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디스크 사이즈를 감안하여 적정수

치를 입력해야 한다. 기본적인 설치 시에는 권장 값인 7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keeping-period>7</keeping-period> 

 

 

 

[WAS@hostname:/home/PharosServer]cd /home/PharosServer/UI/bin 

[WAS@hostname:/home/PharosServer/UI]pharos_pw.sh pharos 

Encoded password : [2g772A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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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집서버가 통계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내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DB인 H2 데이터베이

스와 상용 RDBMS인 Oracle(8i, 9i, 10g, 11g)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지원 한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H2 데이터베이스 연결정보는 config 디렉터리 내 sample_pharos.xml에서 예제가 

제공된다. 

 

2.2.4. 카산드라 기동 및 종료 

<raw-data> 의 생성을 위해 카산드라의 기동이 필요하다. 카산드라의 기동하기 위해서는 수집서버 홈 디

렉터리 「\cassandra\bin」에 위치하는 cassandra.bat 파일을 기동한다.  

 

 

2.2.5. 수집서버 기동 및 종료 

수집서버 설치 및 환경 설정이 완료되면 수집서버 기동이 가능하다. 

수집서버의 기동, 종료 명령어는 수집서버가 홈 디렉터리 「C:\PharosServer\UI\bin」 에 위치하는 

start.cmd, stop.cmd 이다.  

수집서버를 분리할 경우에는 「C:\PharosServer\UI\bin」에 위치하는 start.cmd, stop.cmd 파일로 기동 및 

종료한다. 상세 설명은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의 “A. 수집서버 분리”를 참조한다. 

 

2.2.5.1. 수집서버 기동 

 

「start.cmd」 실행하면 수집서버가 기동 된다. 

 

 

C:\cd PharosServer\cassandra\bin 

C:\PharosServer\cassandra\bin>cassandra.bat 

C:\cd PharosServer\UI\bin 

C:\PharosServer\UI\bin>start.cmd 



수집서버 설치와 제거 19 

 

[그림] 2-11 수집서버 기동로그 

 

2.2.5.2. 수집서버 종료 

 

「stop.cmd」 실행하면 수집서버가 종료된다. 

 

 

2.3. 수집서버 제거 
수집서버는 설치 경로의 파일을 제외한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집서버가 설치된 디렉

터리를 삭제하여 제거한다.  

C:\cd PharosServer\UI\bin 

C:\PharosServer\UI\bin>stop.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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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UNIX 에서 에이전트 설치 

■ 3.2 Windows 에서 에이전트 설치 

■ 3.3 UI 접속 

■ 3.4 에이전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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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이전트 설치와 제거 
 

본 장에서는 Pharos Java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제거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3.1. UNIX 에서 에이전트 설치 
에이전트 설치 파일은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Unix계열 운영체제 환경에서 설치 방

법을 설명한다. Windows계열 운영체제 환경에서 설치 방법은 “3.2. Windows 에서 에이전트 설치”를 참조

한다.  

 

3.1.1. 에이전트 바이너리 생성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위해 이하의 파일이 필요하다. 

[표] 3-1 에이전트 설치에 필요한 파일 (UNIX) 

 

에이전트 바이너리의 압축을 해제 후, 홈 디렉터리 내 license 디렉터리에 license.dat 파일을 옮긴다. 

 

참고 

Pharos Java 제품과 라이선스는 ㈜다봄소프트 http://technet.Dabomsoft.com.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다. 

 

 

 

1. PharosAgent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pharos-agent-bundle-4.0.X.jar 바이너리 파일을 이동한다. 

 

 

2. pharos-agent-bundle-4.0.X.jar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다. 

 

파일명 설명 

pharos-agent-bundle-4.0.X.jar 에이전트의 바이너리 파일 

license.dat 라이선스 파일 

[WAS@hostname:/home/was] ls 

WAS  license.dat  pharos-agent-bundle-4.0.X.jar 

 

[WAS@hostname:/home/was] mkdir ~/PharosAgent 

[WAS@hostname:/home/was] ls 

WAS  license.dat  PharosAgent pharos-agent-bundle-4.0.X.jar 

[WAS@hostname:/home/was] mv pharos-agent-bundle-4.0.X.jar PharosAgent 

[WAS@hostname:/home/was] cd ~/PharosAgent 

[WAS@hostname:/home/was/PharosAgent] ls 

pharos-agent-bundle-4.0.X.jar 

[WAS@hostname:/home/was /PharosAgent] jar –xvf pharos-agent-bundle-4.0.X.jar 

[WAS@hostname:/home/was /PharosAgent] ls 

bin  config config_sample  lib  license  logs  META-INF  plugins  readme  xsds 

http://technet.ufin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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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에이전트 권한 설정 

에이전트의 파일 접근 및 로그 생성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모니터링 대상 WAS 기동 시 에이전트 홈 

디렉터리에 접근권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필요하다. 

 

참고 

Unix, Linux계열의 운영체제에서 별도의 에이전트 계정을 생성 시 모니터링 대상 WAS가 에이전트 홈 

디렉터리 내 bin, config, lib, logs, server 디렉터리에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부여한다. 

 

3.1.3. 에이전트 설정 변경 

「${PHAROS_HOME}/lib/common-config/main.xml」 파일은 에이전트에 관한 설정을 관리하는 파일이다. 

에이전트가 WAS에 내장되어 기동될 때 기본적으로 main.xml 설정을 적용하여 기동하게 된다. 

 

 

 

 

[그림] 3-1 에이전트 - main.xml 의 설정 샘플 (UNIX) 

 

main.xml 파일은 모니터링 대상 WAS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수집서버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 설

정을 조정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이다.  

 

참고 

본 설치 안내서에서는 설치와 관련된 <server> 태그 설정법만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Pharos Java 

Administration Guide”를 참고 한다 

 

[WAS@hostname:/home/was] cd ~/PharosAgent/lib/common-config/ 

[WAS@hostname:/home/was /PharosAgent/lib/common-config] vi main.xml 

 

<?xml version="1.0" encoding="UTF-8"?> 
<agent> 
 <server> 
  <ip>127.0.0.1</ip> 
  <port>44001</port> 
 </server> 
 <tier>J2EE</tier> 
 <j2ee> 
  <!-- 
  <layers> 
   <in>HTTP</in> 
   <out>JDBC</out> 
  </layers> 
  --> 
  <operation-config> 
   <send-over-time>0</send-over-time> 
   <send-level>SMART</send-level> 
   <force-send-issue>true</force-send-issue> 
   <use-stack-trace> 
    <connection>false</connection> 
    <statement>false</statement> 
    <result-set>false</result-set> 
   </use-stack-trace> 
----------------------------------------------------------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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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태그는 에이전트가 모니터링 대상 WAS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전달하는 수집서버의 IP Address

와 포트를 설정하는 곳이다. 기본 포트는 44001 이다. 

 

 

[그림] 3-2 <server> 태그 설정 (UNIX) 

 

3.1.4. 에이전트 모니터링 대상 WAS 환경 설정 변경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JDK 1.5 버전 이상을 권장한다. 에이전트는 대상 WAS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컨

테이너 별 JVM에 내장되어 기동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 WAS의 설정파일에 내부적인 옵션값으로 에

이전트의 경로 및 이름, 그리고 적용시킬 -javaagent 설정 값을 추가하여 WAS를 기동한다. 

 

에이전트 옵션 및 설명은 아래 [표] 3-2를 참조한다. 

[표] 3-2 모니터링 대상 WAS에 추가할 에이전트 옵션 및 설명 (UNIX) 

 

참고 

에이전트의 명을 지정 할 때는 모니터링 대상 WAS의 컨테이너 이름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Unique한 명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한글, 공백문자는 입력 불가하다. 

 

제공된 옵션 값을 설정한 뒤 WAS JVM 옵션값을 변경하면 아래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에이전트 옵션 설정 샘플 (UNIX) 

 

 

에이전트 옵션값은 해당 JVM이 시작 될 때 적용된다. 따라서, 옵션값을 적용한 후 대상 WAS의 컨테이너 

엔진을 재 시작 하여야만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정확한 옵션값을 WAS에 설정 한 후 

재 시작 하면 [그림] 3-4와 같이 WAS의 컨테이너 엔진이 기동 될 때 에이전트의 정보를 출력하면서 기동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옵션 설정 값 설명 

-Dpharos.home /home/was/PharosAgent 에이전트 설치 디렉터리 경로 

-Dpharos.agent [Agent-Name] 에이전트명 (36 Byte이내) 

-javaagent [$PHAROS_HOME]/lib/pharos-loader.jar 자바 에이전트 경로 ( jdk1.5 이상) 

-Dpharos.weave.io true OpenFile, OpenSocket 정보 표시를 위한 

옵션. WAS에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선택적으로 적용 할 것.  

<server> 
 <ip>수집서버 IP Address</ip> 
 <port>44001</port> 
</server> 

-Dpharos.home=/home/was/PharosAgent -Dpharos.agent=sample-con1 
-javaagent:/home/was/PharosAgent/lib/pharos-loader.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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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에이전트 - WAS에 에이전트 적용 후 기동 로그 

 

3.1.4.1. JEUS 설정 

JEUS의 컨테이너 별 설정파일인 JEUSMain.xml의 각 <engine-container> 태그 하위 속성인 <command-

options> 태그 내부에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옵션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그림] 3-5 에이전트 설정 - JEUS (UNIX) 

 

3.1.4.2. WebLogic 설정 

WebLogic 기동파일인 startWebLogic.sh 또는 startManagedWebLogic.sh을 열어 기존의 [$JAVA_OPTIONS] 

에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구성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그림] 3-6 에이전트 설정 - WebLogic (UNIX) 

 

3.1.4.3. Tomcat 설정 

Tomcat 설정 파일인 bin/catalina.sh 파일을 열어 기존의 [$JAVA_OPTS] 또는 [$CATALINA_OPTS] 중 한 곳

에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옵션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그림] 3-7 에이전트 설정 - Tomcat (UNIX) 

 

3.1.4.4. WebSphere 설정 

WebSphere Console을 실행하여 에이전트 구성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WebSphere Admin Console 로그인 

<command-option>  
-Dpharos.home=/home/jeus6f8/PharosAgent -Dpharos.agent=retiarius_jeus6f8 
-javaagent:/home/jeus6f8/PharosAgent/lib/pharos-loader.jar 
</command-option> 

PHAROS_HOME=”/home/weblogic9/PharosAgent”; export PHAROS_HOME 
PHAROS_OPTIONS=”-Dpharos.home=${PHAROS_HOME} -Dpharos.agent=retiarius_${SERVER_NAME} 
  -javaagent:${PHAROS_HOME}/lib/pharos-loader.jar”; export PHAROS_OPTIONS 
JAVA_OPTIONS=”${JAVA_OPTIONS} ${PHAROS_OPTIONS}” 

PHAROS_HOME=”/home/user/PharosAgent”; export PHAROS_HOME 
PHAROS_OPTIONS=”-Dpharos.home=${PHAROS_HOME} 
-Dpharos.agent=retiarius_tomcat6 
-javaagent:${PHAROS_HOME}/lib/pharos-loader.jar”; export PHAROS_OPTIONS 
JAVA_OPTS=”${JAVA_OPTS} ${PHAROS_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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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래 메뉴화면에 있는 서버 -> Application Server -> {모니터링 대상서버이름} -> 서버 인프라 -> Java 

및 프로세스 관리 -> 프로세스 정의 -> JVM(Java Virtual Machine)의 일반 JVM 인수 텍스트 박스에 위에

서 정의한 에이전트 옵션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3-8에서 WebSphere의 관리 콘솔에서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한다. 

 

[그림] 3-8 에이전트 설정 – WebSphere (UNIX) 

 

3.1.4.5. JBOSS 설정 

JBOSS 설정 파일인 run.conf 파일을 열어 기존의 ${JAVA_OPTIONS} 중 한 곳에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옵션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그림] 3-9 에이전트 설정 - JBOSS (UNIX) 

 

참고 

JDK 1.4 버전을 사용할 때는 -javaagent 옵션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Xbootclasspath 옵션을 사용하여 

JVM에 에이전트를 기동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PharosJava Administration Guide”를 참고 한다. 

Ex) -Xbootclasspath/p:/home/was/PharosAgent/lib/rt.jar 

 

3.2. Windows 에서 에이전트 설치 
에이전트 설치 파일은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Windows계열 운영체제 환경에서 설

치 방법을 설명한다. UNIX계열 운영체제 환경에서 설치 방법은 “3.1. UNIX 에서 에이전트 설치”를 참조한

다. 

 

3.2.1. 에이전트 바이너리 생성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위해 이하의 파일이 필요하다. 

 

PHAROS_HOME="/home/jboss5/PharosAgent"; export PHAROS_HOME 
PHAROS_OPTIONS="-Dpharos.home=${PHAROS_HOME} 

 -Dpharos.agent=jboss5  
-javaagent:${PHAROS_HOME}/lib/pharos-loader.jar"; export PHAROS_OPTIONS 

JAVA_OPTIONS="${JAVA_OPTIONS} ${PHAROS_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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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에이전트 설치에 필요한 파일 (Windows) 

 

에이전트 바이너리의 압축을 해제 후, 홈 디렉터리 내 license 디렉터리에 license.dat 파일을 옮긴다. 

 

참고 

Pharos Java 제품과 라이선스는 ㈜다봄소프트 http://technet.Dabomsoft.com. 사이트에서 신청하여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다. 

 

1. 입력창에 ‘cmd’ 라고 입력하여 도스 명령창을 기동한다.  

 

 

[그림] 3-10 도스 명령창 기동 (Windows) 

 

2. PharosAgent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pharos-agent-bundle-4.0.X.jar 바이너리 파일을 이동한다. 

 

 

3. pharos-agent-bundle-4.0.X.jar 파일의 압축을 해제한다. 

 

 

4. 압축 해제 후 에이전트의 하위 디렉터리 구성이다. 

 

파일명 설명 

pharos-agent-bundle-4.0.X.jar 에이전트의 바이너리 파일 

license.dat 라이선스 파일 

C:\>mkdir PharosAgent 

C:\>move pharos-agent-bundle-4.0.X.jar PharosAgent 

C:\>cd PharosAgent 

C:\PharosAgent>jar xvf pharos-agent-bundle-4.0.X.jar 

http://technet.ufin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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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에이전트 디렉터리 구성 (Windows) 

 

3.2.2. 에이전트 설정 변경 

「C:\PharosAgent\lib\common-config\main.xml」 파일은 에이전트에 관한 설정을 관리하는 파일이다.  

에이전트가 WAS에 내장되어 기동될 때 기본적으로 main.xml 설정을 적용하여 기동하게 된다. 

 

 

[그림] 3-12 에이전트 - main.xml 의 설정 샘플 (Windows) 

 

main.xml 파일은 모니터링 대상 WAS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수집서버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 설

정을 조정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이다.  

 

참고 

본 설치 안내서에서는 설치와 관련된 <server>태그 설정법만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PharosJava 

Administration Guide”를 참고 한다 

 

<server> 태그는 에이전트가 모니터링 대상 WAS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전달하는 수집서버의 IP Address

<?xml version="1.0" encoding="UTF-8"?> 
<agent> 
 <server> 
  <ip>127.0.0.1</ip> 
  <port>44001</port> 
 </server> 
 <tier>J2EE</tier> 
 <j2ee> 
  <!-- 
  <layers> 
   <in>HTTP</in> 
   <out>JDBC</out> 
  </layers> 
  --> 
  <operation-config> 
   <send-over-time>0</send-over-time> 
   <send-level>SMART</send-level> 
   <force-send-issue>true</force-send-issue> 
   <use-stack-trace> 
    <connection>false</connection> 
    <statement>false</statement> 
    <result-set>false</result-set> 
   </use-stack-trace> 
----------------------------------------------------------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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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포트를 설정하는 곳이다. 기본 포트는 44001 이다. 

 

 

[그림] 3-13 <server> 태그 설정 (Windows) 

 

3.2.3. 에이전트 모니터링 대상 WAS 환경 설정 변경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JDK 1.5 버전 이상을 권장한다. 에이전트는 대상 WAS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컨

테이너 별 JVM에 내장되어 기동한다.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 WAS의 설정파일에 내부적인 옵션값으로 에

이전트의 경로 및 이름, 그리고 적용시킬 -javaagent 설정 값을 추가하여 WAS를 기동한다. 

 

에이전트 옵션 및 설명은 아래 [표] 3-4를 참조한다. 

 

[표] 3-4 모니터링 대상 WAS에 추가할 에이전트 옵션 및 설명 (Windows) 

 

참고 

에이전트의 명을 지정 할 때는 모니터링 대상 WAS의 컨테이너 이름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Unique한 명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한글, 공백문자는 입력 불가하다. 

 

제공된 옵션 값을 설정한 뒤 WAS JVM 옵션값을 변경하면 아래 [그림] 3-14와 같다.  

 

[그림] 3-14 에이전트 옵션 설정 샘플 (Windows) 

 

에이전트 옵션값은 해당 JVM이시작 될 때 적용된다. 따라서, 옵션값을 적용한 후 대상 WAS의 컨테이너 

엔진을 재 시작 하여야만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정확한 옵션값을 WAS에 설정 한 후 

재 시작 하면 [그림] 3-15와 같이 WAS의 컨테이너 엔진이 기동 될 때 에이전트의 정보를 출력하면서 기

동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옵션 설정 값 설명 

-Dpharos.home C:\PharosAgent 에이전트 설치 디렉터리 경로 

-Dpharos.agent [Agent-Name] 에이전트 명 (36 Byte이내) 

-javaagent %PHAROS_HOME%\lib\pharos-loader.jar 자바 에이전트 경로 

-Dpharos.weave.io true OpenFile, OpenSocket 정보 표시를 위

한 옵션. WAS에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적용 할 것.  

<server> 
 <ip>수집서버 IP Address</ip> 
 <port>44001</port> 
</server> 

-Dpharos.home=C:\PharosAgent -Dpharos.agent=sample-con1 -javaagent:C:\PharosAgent\lib\pharos-loader.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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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에이전트 - WAS에 에이전트 적용 후 기동 로그 (Windows) 

 

3.2.3.1. JEUS 설정 

JEUS의 컨테이너 별 설정파일인 JEUSMain.xml의 각 <engine-container> 태그 하위 속성인 <command-

options> 태그 내부에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옵션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그림] 3-16 에이전트 설정 - JEUS (Windows) 

 

3.2.3.2. WebLogic 설정 

WebLogic 기동파일인 startWebLogic.bat 또는 startManagedWebLogic.bat 파일을 열어  

기존의 [JAVA_OPTIONS] 에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구성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그림] 3-17 에이전트 설정 - WebLogic (Windows) 

 

3.2.3.3. Tomcat 설정 

Tomcat 설정 파일인 bin/catalina.bat 파일을 열어 기존의 [JAVA_OPTS] 또는 [CATALINA_OPTS] 중 한 곳에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옵션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그림] 3-18 에이전트 설정 - Tomcat (Windows) 

 

3.2.3.4. WebSphere 설정 

WebSphere Console을 실행하여 에이전트 구성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WebSphere Admin Console 로그인 

<command-option>  
-Dpharos.home=C:\PharosAgent -Dpharos.agent=retiarius_jeus6f8 -javaagent:C:\PharosAgent\lib\pharos-
loader.jar 
</command-option> 

set PHAROS_OPTIONS= -Dpharos.home=C:\PharosAgent -Dpharos.agent=weblogic11  
-javaagent:C:\PharosAgent\lib\pharos-loader.jar 

set JAVA_OPTIONS=%JAVA_OPTIONS% %PHAROS_OPTIONS% 

Rem PHAROS 
set "PHAROS_HOME=C:\PharosAgent" 
set "PHAROS_OPTIONS=-Dpharos.home=%PHAROS_HOME% -Dpharos.agent=retarius_tomcat6 -
javaagent:%PHAROS_HOME%\lib\pharos-loader.jar" 
set "JAVA_OPTS=%JAVA_OPTS% %PHAROS_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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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래 메뉴화면에 있는 서버 -> Application Server -> {모니터링 대상서버이름} -> 서버 인프라 -> Java 

및 프로세스 관리 -> 프로세스 정의 -> JVM(Java Virtual Machine)의 일반 JVM 인수 텍스트 박스에 위에

서 정의한 에이전트 옵션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3-19에서 WebSphere의 관리 콘솔에서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한다. 

 

[그림] 3-19 에이전트 설정 – WebSphere (Windows) 

 

3.2.3.5. JBOSS 설정 

JBOSS 설정 파일인 run.conf.bat 파일을 열어 기존의 [JAVA_OPTS] 중 한 곳에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옵션 

내용 값들을 추가한다.  

 

 

 [그림] 3-20 에이전트 설정 - JBOSS (Windows) 

 

3.3. UI 접속 
수집서버가 실행되고 에이전트를 적용시킨 대상 WAS가 기동 되었다면, UI에 접속하여 모니터링 화면을 

확인 한다. 웹 브라우저를 열어 http://{수집서버 IP Address}:45000 에 접속하면 Pharos Java UI 로그인 화

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된다. 

 

set "PHAROS_HOME=C:\PharosAgent" 
set "PHAROS_OPTIONS=-Dpharos.home=%PHAROS_HOME%  

-Dpharos.agent=win_jboss5  
-javaagent:%PHAROS_HOME%\lib\pharos-loader.jar" 

set "JAVA_OPTS=%JAVA_OPTS% %PHAROS_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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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Pharos Java UI 로그인 화면 

 

참고 

Pharos Java UI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Adobe Flash Player(11.9버전 이상)가 클라이언트 PC에 사전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포트번호는 pharos_env파일의 PORT_TOMCAT_HTTP 태그에서 정의한 포트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3.4. 에이전트 제거 
에이전트는 모니터링 대상 WAS 설정에 추가 했던 설정 값을 제거 후, WAS를 재기동 해야만 정상적으로 

에이전트가 중지된다. 정상적으로 에이전트가 중지된 후 에이전트가 설치된 경로의 디렉터리를 삭제 제거 

한다. 

 

3.4.1. 모니터링 대상 WAS 설정 제거 

 “3.1.4. 에이전트 모니터링 대상 WAS 환경 설정 변경”, “3.2.3. 에이전트 모니터링 대상 WAS 환경 설정 

변경” 에서 각 모니터링 대상 WAS에 설정하였던 아래의 설정 값을 제거한다. 

 

 

3.4.2. 모니터링 대상 WAS 재기동 

모니터링 대상 WAS를 재기동 한다. 

 

-Dpharos.home=C:\PharosAgent -Dpharos.agent=sample-con1 -javaagent:C:\PharosAgent\lib\pharos-loader.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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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에이전트 설치 디렉터리 삭제 

Window의 경우 해당 디렉터리를 삭제하면 되고 UNIX 인 경우,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설치 디렉터리를 

삭제한다.  

 

 

 

[WAS@hostname:/home/was] rm -rf PharosAg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