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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에 대하여 
 

안내서의 대상 

본 안내서는 Pharos 제품(Java, TP, Link)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관리자를 

위한 안내서이다. Pharos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수집서버의 기본 설정 및 세부 설정 정보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수집서버의 Database 구조와 설정 및 로그 설정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예제를 수록해서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안내서의 전제 조건 

본 안내서는 수집서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수집서버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 및 설정에 대한 습득을 

위한 기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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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ML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Database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shell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관련 안내서 

본 안내서는 기본적인 수집서버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며, 에이전트의 설치 및 사용자 안내서는 

다루지 않는다. 

 

● "Pharos (Java, TP, Link) Installation Guide" 

에이전트에 대한 설치 안내서는 각 제품의 "Pharos (Java, TP, Link) Installation Guide"를 참고한다. 

● "Pharos (Java, TP, Link) User Guide" 

Pharos 제품에 대한 사용자 안내서는 "Pharos (Java, TP, Link) User Guide"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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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구성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는 총 6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장: 수집서버 기본 구조 

Pharos Server 의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동작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 제 2 장: 수집서버 디렉터리 구성 

수집서버의 디렉터리의 구조 및 주요파일들에 대해 기술한다. 

 

● 제 3 장: 수집서버 설정 

수집서버에 필요한 설정에 대해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방법과 로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 제 4 장: 수집서버 실행 및 종료 

수집서버를 실행,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 제 5 장: Pharos Admin View 

Pharos UI 에서의 Admin View 화면 설명과 사용방법을 설명한다. 

 

● 제 6 장: 부록 

Pharos 수집서버 관련 기능과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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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규약 
 

표 기 의미 

<AaBbCc123>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파일명 

<Ctrl>+C  Ctrl 과 C 를 동시에 누름 

[Button] GUI 의 버튼 또는 메뉴 이름 

진하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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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항목' 화면 UI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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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AIX 6.x 

HP-UX 11.xx 

Linux XX 

Solaris 7~9 (SunOS 5.7~5.9) 

MS Windows 계열 (Windows 2003 Server,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Hardware 

Processor 
Intel Dual Pentium® IV 2GHz 이상 

AMD Dual Athlon XP 2400+ 이상 

RAM 2048MB 이상 메모리 공간 

Disk Space 최소 100GB (모니터링 대상 수에 따라 유동적) 

NIC 100Mbps  

OS 32Bit, 64Bit 

Display 최소 1024X768 해상도, 24bit 컬러 이상 

Software 

JDK 1.7 버전 이상 설치 요구 

DBMS 

Cassandra 기본 내장 지원 (기본 설치) 

Oracle 9i, 10gR2, 11g 지원 (상용 DB 지원) 

PostgreSQL 지원 (상용 DB 지원) 

Web Browser 
Internet Explorer 7.0 이상, Mozilla Firefox 17 이상 

Google Chrome, Safari 5.0 이상, Opera 11 이상 

Viewer Adobe Flash Player 11.9 이상 

 

지원 WAS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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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서버 기본 구조 

■ 1.2 수집서버 내부 구조 

■ 1.3 수집서버 데이터베이스 구조 

■ 1.4 수집서버 동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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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서버 소개 
 

본 장에서는 Pharos Server 의 내부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동작 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Pharos Server 는 Agent 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UI 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수집서버 기본 구조 
 

수집서버는 [그림] 1-1 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1-1 Pharos Serve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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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WAS(Web Application Server)기동과 함께 library 형태로 기동, 종료되며 JVM 내부에서 

수행되는 요청 정보와 자원 사용량 정보, 성능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서버로 전송한다. 

 

1.1.2. 수집서버 

수집서버는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Logging 및 통계정보를 가공하여 Repository 에 저장하며 

UI 를 통해 들어오는 요청 사항을 처리해 준다. 

  

1.1.3. Pharos UI 

Pharos UI 는 사용자가 Web Browser 를 통해 수집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분석 

화면, 이벤트 발생, 경고 및 Report 기능을 제공한다. 

 

1.2. 수집서버 내부 구조 
수집서버는 [그림] 1-2 과 같은 내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1-2 수집서버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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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집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수집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Rawdata 와 Statistics 관리하는 두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진다. 

 

1.3.1. Rawdata 데이터베이스 

Rawdata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데이터를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수집서버 자체에 내장된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 파일을 압축하여 관리한다. 

 

1.3.2.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는 Pharos Server 가 Agent 로부터 수신 받은 데이터를 가공한 통계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기본적으로 내장된 H2 데이터베이스, 상용 데이터베이스인 Oracle, 

PostgreSQL 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단순 테스트용이 아니라면 Oracle, PostgreSQL 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1.4. 수집서버 동작 방식 
수집서버를 설치 기동하면 Tomcat6.x 엔진에 pharos-server.jar 와 다수의 library 들로 로딩되어 동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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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서버 디렉터리 구성 
 

본 장에서는 수집서버의 디렉터리의 구조 및 주요 파일들에 대해 기술한다.  

2.1. 수집서버 디렉터리 구조 
수집서버 디렉터리 구조는 아래 [그림] 2-1 과 같다. 

 

 

[그림] 2-1 수집서버 디렉터리 구조 

 

2.1.1. BASE_HOME 

수집서버의 공통 모듈 디렉터리로 주요 설정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터리이다. 

디렉터리 설명 

BASE_HOME config 

ddl 

수집서버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의 

생성 및 수정을 위한 스키마 

파일들이 vendor 의 종류에 따라 

저장되어 있음 

integrator 
통합연계에 관한 설정파일이 

있음. 

logging 로그생성 설정파일이 있음. 

mapping-files 
서버와 UI 상의 맵핑 파일이 

있음. 

plugins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설정파일이 

있음. 

sitefiles 
사이트에서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사용하는 설정 파일들이 있음 

custom_layer_name_list.properties Custom Layer 설정 파일 

biz_processingtime_exclude_list.properties 비동기 업무의 경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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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BASE_HOME 디렉터리 구조 

 

2.1.2. cassandra 

Pharos Server 의 실시간 데이터 생성을 위한 cassandra 관련 엔진 모듈과 설정파일 및 실행/종료 

스크립트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터리이다.  

 

2.1.3. META-INF 

Pharos Server 의 Build 를 위한 manifest 파일이 존재 한다. 

 

2.1.4. ReleaseNotes 

수집서버 배포시 수정 및 추가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1.5. UI 

수집서버의 tomcat 기반의 엔진 모듈과 설정파일 및 실행/종료 스크립트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터리이다. 

 

수행시간 계산시 수행시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등록하는 설정 파일 

java_exception_exclude_list.properties 
정의된 이슈 제외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파일 

report.properties 리포트 관련 설정 파일 

statistics_event_autoclose_interval.properties 
통계 이벤트에 대한 자동 종료 

기한 설정파일 

issue_event_list.properties 
정의된 이슈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설정파일 

java_uri_exclude_list.properties 
정의된 URI 에 대해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설정파일 

java_visitor_exclude_iplist.properties 
정의된 IP 에 대해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설정파일 

server.properties 수집서버 관련 각종 설정파일 

database 
기본 데이터베이스 생성위치 

디렉터리 

Report 
보고서 생성을 위한 템플릿 

디자인 파일이 있음 

upload 
파일관리 게시판에 업로드 되는 

파일들의 기본 디렉터리 

webapps 
웹 애플리케이션(라이브러리, UI 

등)의 기본 디렉터리 



8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표] 2-2 UI 디렉터리 구조 

 

2.2. 수집서버 주요 파일 설명 
본 절에서는 수집서버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에 대해 기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3 장과 4 장에서 다루고 있으니 관련 사항을 참조한다. 

아래 [표] 2-3 에서 관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집서버의 주요 파일들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PHAROS%는 수집서버가 설치된 경로를 의미한다. 

[표] 2-3 수집서버 주요 파일 설명 

디렉터리 설명 

UI 

bin 수집서버 실행 및 종료 스크립트 등이 위치한다. 

config 수집서버의 메인 설정파일 및 샘플이 저장되어 있다. 

logs Pharos Server 엔진의 로그파일이 저장된다. 

plugins Pharos UI 관련 plugin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server 수집서버의 엔진 모듈이 위치한다. (기본적으로 tomcat 6.x 을 사용) 

temp Pharos UI 상의 엑셀 다운로드 파일이 저장된다. 

xsds 수집서버에서 사용하는 XML 스키마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 

파일명 파일경로 설명 

start_pharos.cmd(sh) %PHAROS% 수집서버 분리할 경우, 기동 스크립트 파일 

stop_pharos.cmd(sh) %PHAROS% 수집서버 분리할 경우, 종료 스크립트 파일 

start.cmd(sh) %PHAROS%\UI\bin 엔진 모듈 실행 스크립트 파일 

stop.cmd(sh) %PHAROS%\UI\bin 엔진 모듈 종료 스크립트 파일 

pharos.xml %PHAROS%\UI\config 메인 설정파일 

pharos_env.cmd(sh) %PHAROS%\UI\bin 환경변수 설정파일 

pharos_pw.cmd(sh) %PHAROS%\UI\bin 보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스크립트 파일 

server.properties %PHAROS%\BASE_HOME

\config 

서버관련 각종 설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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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집서버 설정 
 

본 장에서는 수집서버에 필요한 설정에 대해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방법과 로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3.1. Pharos_env.cmd(sh) 설정 
본 절에서는 수집서버가 사용하는 환경변수의 정보를 기술하고, 환경변수를 이용해 수집서버에 포트를 

변경하는 법과 메모리 사용량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살펴본다. 

 

3.1.1. 수집서버 환경변수 정보 

수집서버의 엔진이 기동될 때 함께 정의되는 환경변수는 pharos_env.cmd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1 처럼 수집서버에는 다양한 환경변수가 존재하며 운영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환경변수는 

[표] 3-1 과 같다. 

 

[그림] 3-1 pharos_env.cmd 기본 설정 내용 

 

 

환경변수 설명 

JAVA_HOME 
수집서버가 사용할 JDK 경로를 지정한다. (jdk1.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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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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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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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에서 PUSH 시에 사용하는 포트를 지정한다.  

PORT_UI_PUSH=45001 

PORT_AGENT 
Agent 와의 접속 포트를 지정한다. 

PORT_AGENT=44001 

PORT_FLASH_POLICY 
플래쉬의 보안을 위해 policy 파일을 내려 받을 시 사용된다. 

PORT_FLASH_POLICY=10843 

 [표] 3-1 수집서버 – pharos_env.cmd 수정방법 및 주의사항 

 

3.1.2. 수집서버 포트 변경방법 

수집서버의 HTTP 접속포트는 기본 45000 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원하는 포트로 변경이 

가능하다. 방화벽 정책으로 포트를 변경하길 원하는 운영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포트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2 포트 변경 예 

 

3.1.3. 수집서버 Heap 메모리 사용량 변경방법 

수집서버의 기본 Heap 메모리 사용량은 최대 1024m 로 설정되어 있다.  

설정 값을 변경하는 법은 아래 [그림] 3-3 과 같다.  

 

 

[그림] 3-3 메모리 사용량 변경 예 

 

3.1.4. Pharos UI 접속 비밀번호 암호화 방식 설정 

Pharos UI 접속 비밀번호의 암호화 방식은 기본 AES-128 (양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AES-

128, SHA-256 두 가지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PORT_TOMCAT_HTTP =35000 
PORT_TOMCAT_SHUTDOWN =35005 

REM ######## MEMORY OPTIONS ######## 
SET MEMORY_OPTIONS=-XX:MaxPermSize=256m –Xms1024 –Xmx2048m 
R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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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암호화 방식 변경 예 

 

3.1.4.1. AES-128  

128bit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방식이며 양방향방식인 encode(암호화), decode(복호화)가 모두 

존재한다. 

 

3.1.4.2. SHA-256  

256bit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방식으로 단방향방식인 encode(암호화)만 존재하며 decode(복호화)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3.1.5. 비밀번호 expire 기능 설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계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기간 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잠겨 로그인 할 수 없다. 패스워드 정책 사용은 기본 false 로 설정되어 있으며, false 

설정 시 비밀번호 만료 기간이 없다. 

 

 

[그림] 3-5 비밀번호 expire 기능 설정 예 

 

패스워드 변경 주기의 경우 super, admin 권한과 user 권한 두 분류로 나눠진다.  

권한 별로 각각 super 권한 사용자(30 일), admin 권한 사용자(30 일), user 권한 사용자(90 일) 동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만료되며 접속 불가 된다. 만료기간 14 일(2 주) 전부터 접속할 

때마다 password 변경 페이지 resetPassword.jsp 화면을 띄우며 패스워드를 변경 할 것을 요구 한다. 이를 

무시해서 기간이 지날 경우 에는 해당 계정 expire 된다. 만료된 계정을 잠김 해제 하기 위해서는 admin, 

super 권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user 패스워드 변경이 필요하다. 

 

3.1.6. 비밀번호 실패 체크 기능 

비밀번호 실패 체크 임계값은 아래의 옵션을 통해 설정 할 수 있다. 기본 설정은 0 이며 0 인 경우 

비밀번호 실패 체크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3-6 비밀번호 실패 체크 설정 예 

 

잠김은 login 할 때 비밀번호가 틀릴 경우 카운트가 증가하여 임계 값(설정된 값)을 넘어갈 경우 계정 

잠김 (super 계정은 비밀번호 입력 실패로 인한 계정 잠김 없음) 해제 하기 위해서는 admin, super 권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user 계정의 패스워드 변경이 필요하다. 

 

REM #### Password Fail Check Count #### 
REM SET PHAROS_OPTIONS=%PHAROS_OPTIONS% -Dpassword.fail.count=0 

REM #### Ui Security Option #### 
REM SET PHAROS_OPTIONS=%PHAROS_OPTIONS% -Duse.password.expire=false 

REM ############### Password Security Type ############### 
REM #####   1. AES-128    :   2. SHA-256     ##### 
REM SET PHAROS_OPTIONS=%PHAROS_OPTIONS% -Duse.security.type=AES-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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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Report 저장 경로 설정  

Report 의 기본 저장 경로는 「%PHAROS%/BASE_HOME/report/documents」 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림] 3-7 의 REPORT_DOCUMENT_PATH 와 

PHAROS_OPTIONS 주석을 해제하고 생성된 Report 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로를 

REPORT_DOCUMENT_PATH 에 설정하면 Report 저장 경로 재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3-7 Pharos_env.cmd(sh) – report 저장 경로 설정 

 

3.2. pharos.xml 설정 

 

[그림] 3-8 pharos.xml 기본내용 

 

3.2.1. <name> 

<name>태그는 수집서버의 이름을 설정한다. 

<name>PharosServer</name> 

 

3.2.2.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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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된 IP Address 를 이용하여 Agent, UI 가 데이터 통신을 한다. 

<ip>127.0.0.1</ip> 

 

###### Report File Path Setting ###### 
#REPORT_DOCUMENT_PATH=%PHAROS_BASE%/report/documents 
#PHAROS_OPTIONS=%PHAROS_OPTIONS% -Dreport.ducuments.path=%REPORT_DOCUMENT_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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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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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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targets> 설정 대상 

 

<target>J2EE:20:44001</target> 에서 J2EE 는 대상 엔진 모듈, 20 은 UiServer 와의 커넥션개수, 44001 은 

UiServer 와의 커넥션 포트를 의미한다. 

 

3.2.3.1. Pharos Java 적용 예 

 

 

3.2.3.2. Pharos TP 적용 예 

 

 

3.2.3.3. Pharos Link 적용 예 

 

 

3.2.4. <database> 

<database>는 수집서버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한다.  

수집서버는 통계 정보 저장소로 H2 데이터베이스, ORACLE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실시간 데이터 저장소로 내장된 Cassandr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태그 설명 

<statistics> 통계 정보 저장소 설정 

<raw-data> 실시간 데이터 및 개별 요청 정보 저장 설정 

[표] 3-2 <database>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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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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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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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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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Webserver:20:44001</target> 
 <target>AnyLink:20:44001</target>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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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서버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3. 수집서버 데이터베이스 설정“에서 

다루고 있으니 이를 참조한다. 

 

3.3. 수집서버 데이터베이스 설정 
수집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통계정보를 저장하는 statistics-database 와 실시간 데이터 및 개별 요청 정

보를 저장하는 raw-database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raw-database 는 수집서버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파일을 압축하여 관리하므로 수집서버 자체에 내장된 Cassandr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statistics-database 는 H2 데이터베이스, Oracle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할 수 있

게 제공한다.   

 

수집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pharos.xml 에서 수정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설치 디렉터리 경로를 

「C:\PharosServer」 로 지정한 예를 기술한다. 

 

3.3.1. PostgreSQL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정 

본 절에서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인 PostgreSQL 을 사용하여 수집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시켜 본다. 

 

 

[그림] 3-10 데이터베이스 기본 설정 정보 (pharos.xml) 

 

3.3.1.1. <ve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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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dor>PostgreSQL</vendor> 

 

3.3.1.2. <driver-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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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greSQL 의 드라이버 클래스가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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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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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statistics-database 는 「jdbc:postgresql://{데이터베이스 원격 접속 IP}:{사용포트}/{SID}」로 설정한다. 

 

jdbc:postgresql://localhost:5432/pharos 

 

3.3.1.4. <user> 

<user>는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의 ID 를 입력한다.  

<user>pharos</user> 

 

3.3.1.5. <password> 

<password>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기본값으로 pharos로 설정되어 있으나, <user>태그와 마

찬가지로 특별히 지정된 값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password>의 값을 살펴보면 pharos가 아

닌 2g772AXN로 값이 설정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안상의 문제로 비밀번호를 암호

화 과정을 거쳐서 설정하기 때문이다. 

<password>는 그대로 노출될 경우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집서버는 암호화를 된 값을 넣어야 한

다. 암호화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pharos_pw.cmd 쉘 프로그램 실행 시 매개변수로 암호를 지정하면 암호화된 값을 얻을 수 있다. 즉, 패스

워드로 pharos로 입력 하면 결과값으로 2g772AXN을 얻을 수 있다. 이 값을 <password> 태그에 삽입하

면 노출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할 수 있다. 암호화 되지 않은 비밀번호 설정 시 database 

접속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암호화 해서 사용해야 한다. 

<password>2g772AXN</password>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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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H2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정 

아래 [그림] 3-11 은 pharos.xml 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PostgreSQL 를 사용하여 수집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한 내용이다. 이를 H2 를 사용하여 적용시켜 본다. 

C:\PharosServer>cd C:\PharosServer\UI\bin 

C:\PharosServer\UI\bin>pharos_pw.cmd pharos 

Encoded password : [2g772A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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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PostgreSQL 을 사용한 statistics-database 

 

3.3.2.1. <vendor> 

H2를 statistics-database로 사용할 것이므로 <vendor>의 값을 H2로 변경한다. 

<vendor>H2</vendor> 

 

3.3.2.2. <driver-class> 

<driver-class>는 vendor 에 상응하는 드라이버 클래스를 작성하는 태그이므로 H2 에 맞는 드라이버 

클래스 명을 설정한다. 

<driver-class>org.h2.Driver</driver-class> 

 

3.3.2.3. <url> 

<url>은 데이터 저장 경로를 설정하는 곳으로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설정한다. 「jdbc:h2:%PHAROS%/database/main/main」 

 

 

[그림] 3-12 <url> 기본설정 

 

<url>에 명시된 database의 경로는 권한이 있는 다른 디스크 및 디렉터리를 지정 가능하다. 

 

[그림] 3-13 사용자 정의 <url> 예 

 

3.3.2.4. <user> 

<user>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의 ID를 입력한다. 기본값으로 pharos로 설정되어 있으나, 관리

자 임의값으로 변경 가능하다. 

<user>pharos</user> 

 

3.3.2.5. <password> 

<password>에 관한 설정 방법은 “3.3.1.5. <password>” 와 동일하므로 관련부분을 참조한다. 

<password>2g772AXN</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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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s>  
 <url>jdbc:h2:C:/PharosServer/BASE_HOME/database/main/main</url>  
</statistics> 

<statistics>  
 <url>jdbc:h2:E:/PharosDB/main/main</ur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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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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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모두 적용하면 아래 [그림] 3-14 설정과 같다. 

 

 

[그림] 3-14 H2 를 statistics-database 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정 

 

 

3.3.3. ORACLE을 사용한 statistics-database 설정 방법 

아래 [그림] 3-15 는 pharos.xml 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PostgreSQL 를 사용하여 수집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한 내용이다. 이를 외부 데이터베이스인 ORACLE 을 사용하여 적용시켜 본다. 

 

 

[그림] 3-15 PostgreSQL 을 사용한 statistics-database 

 

3.3.3.1. <vendor> 

ORACLE을 statistics-database로 사용할 것이므로 <vendor>의 값을 ORACLE로 변경한다. 

<vendor>ORACLE</vendor> 

 

3.3.3.2. <driver-class> 

<driver-class>는 vendor 에 상응하는 드라이버 클래스를 작성하는 태그이므로 ORACLE 에 맞는 드라이버 

클래스 명을 설정한다. 

<driver-class>oracle.jdbc.driver.OracleDriver</driver-class> 

---------------------------------------------------------- <생략> --------------------------------------------------------- 
 <database> 
  <statistics> 
   <vendor>H2</vendor> 
   <driver-class>org.h2.Driver</driver-class> 
   <url>jdbc:h2:C:/PharosServer/BASE_HOME/database/main/main</url> 
   <user>pharos</user> 
   <password>2g772AXN</password> 
  </statistics> 
  <raw-data> 
   <vendor>Cassandra</vendor> 
                           <keeping-period>7</keeping-period> 
                  </raw-data> 
 </database> 
----------------------------------------------------------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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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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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url> 

<url>은 데이터 저장 경로를 설정하는 곳으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설정한다. jdbc:oracle:thin:@{데이터베이스 원격 접속 IP}:{사용포트}:{SID} 

jdbc:oracle:thin:@221.148.9.105:1521:PHAROSDB 

 

3.3.3.4. <user> 

<user>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사용자의 ID 를 입력한다. 선행적으로 ORACLE 에 접속할 

유저와 RESOURCE, CONNECT 권한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user>pharos</user> 

 

3.3.3.5. <password> 

<password>에 관한 설정 방법은 “3.3.1.5. <password>” 와 동일하므로 관련부분을 참조한다. 

<password>2g772AXN</password> 

 

참고 

Oracle 11g부터는 보안정책으로 패스워드의 대소문자를 구분하니 주의해서 수정해야 한다.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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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모두 적용하면 아래 [그림] 3-16 설정과 같다. 

 

 

[그림] 3-16 ORACLE 을 statistics-database 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정 

 

---------------------------------------------------------- <생략> --------------------------------------------------------- 
 <database> 
  <statistics> 
   <vendor>ORACLE</vendor> 
   <driver-class>oracle.jdbc.driver.OracleDriver</driver-class> 
   <url>jdbc:oracle:thin:@221.148.9.105:1521:PHAROSD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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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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Hibernate에서 사용하는 sequence 생성 

pharos 계정이 2 개 이상일 경우, Hibernate 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sequence 를 아래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생성해준다. 만약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작업은 필요 없다.  

pharos.xml 에 설정한 Oracle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아래의 명령어를 입력하여 시퀀스를 생성한다. 

CREATE SEQUENCE HIBERNATE_SEQUENCE  

 

위의 H2, ORACLE, PostgreSQL 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대한 비교는 아래 [그림] 3-17, [그림] 3-18, 

[그림] 3-19 를 참고한다. 

 

[그림] 3-17 H2 를 statistics-database 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정 

 

 

[그림] 3-18 ORACLE 을 statistics-database 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정 

 

 

[그림] 3-19 PostgreSQL 을 statistics-database 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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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략> --------------------------------------------------------- 
 <database> 
  <statistics> 
   <vendor>H2</vendor> 
   <driver-class>org.h2.Driver</driver-class> 
   <url>jdbc:h2:C:/PharosServer/BASE_HOME/database/main/main</url> 
   <user>pharos</user> 
   <password>2g772AXN</password> 
  </statistics> 
  <raw-data> 
   <vendor>Cassandra</vendor> 
                           <keeping-period>7</keeping-period> 
                  </raw-data> 
 </database> 
---------------------------------------------------------- < 생략> --------------------------------------------------------- 

---------------------------------------------------------- <생략> --------------------------------------------------------- 
 <database> 
  <statistics> 
   <vendor>ORACLE</vendor> 
   <driver-class>oracle.jdbc.driver.OracleDriver</driver-class> 
   <url>jdbc:oracle:thin:@221.148.9.105:1521:PHAROSD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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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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pharos-main-dao.xml 수정 

statistics-database 의 설정이 변경 되면 pharos-main-dao.xml 파일을 필수적으로 수정해 줘야 한다.  

pharos-main-dao.xml 파일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PHAROS%\BASE_HOME\webapps\ROOT\WEB-INF\spring\pharos-main-dao.xml 

 

이 파일을 수정하는 이유는 수집서버가 Hibernate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사용하는 DB 에 따라 

H2, ORACLE, PostgreSQL 의 설정 값으로 직접 변경해줄 필요가 있다. 

 

 

[그림] 3-20 pharos-main-dao.xml (H2 statistics-database 사용설정) 

 

Oracle 을 사용하는 경우 위 [그림] 3-20 의 pharos-main-dao.xml 의 설정 값을 Oracle 버전에 따라 태그의 

주석을 풀어 준다. Oracle 10g 이상을 사용한다면 아래의 [그림] 3-21 과 같이 변경한다. 

 

 

[그림] 3-21 pharos-main-dao.xml (Oracle statistics-database 사용설정) 

 

PostgreSQL 을 사용하는 경우 위 [그림] 3-21 의 pharos-main-dao.xml 의 설정 값을 PostgreSQL 사용을 

위해 태그의 주석을 풀어 아래 [그림] 3-22 와 같이 변경한다. 

---------------------------------------------------------- <생략> --------------------------------------------------------- 
<bean id="sessionFactory" 
class="org.springframework.orm.hibernate3.annotation.AnnotationSessionFactoryBean"> 
 
                --------------------------------------- <중략> --------------------------------------------- 
 
<!-- Using H2 -->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H2Dialect</prop> --> 
 
<!-- Using ORACLE --> 

<prop key="hibernate.default_schema">#{databaseProperties.getMainProperties()['user']}</prop>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Oracle9iDialect</prop>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Oracle10gDialect</prop>  
 
<!-- Using PostgreSQL -->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PostgreSQLDialect</prop>--> 
 
     <prop key="hibernate.hbm2ddl.auto">update</prop> 
<!-- <prop key="hibernate.show_sql">true</prop> --> 
---------------------------------------------------------- < 생략> --------------------------------------------------------- 

---------------------------------------------------------- <생략> --------------------------------------------------------- 
<bean id="sessionFactory" 
class="org.springframework.orm.hibernate3.annotation.AnnotationSessionFactoryBean"> 
 
                --------------------------------------- <중략> --------------------------------------------- 
 
<!-- Using H2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H2Dialect</prop> 
 
<!-- Using ORACLE --> 
<!-- <prop key="hibernate.default_schema">#{databaseProperties.getMainProperties()['user']}</prop> -->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Oracle9iDialect</prop> -->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Oracle10gDialect</prop> --> 
 
<!-- Using PostgreSQL -->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PostgreSQLDialect</prop>--> 
 
     <prop key="hibernate.hbm2ddl.auto">update</prop> 
<!-- <prop key="hibernate.show_sql">true</prop> --> 
----------------------------------------------------------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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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pharos-main-dao.xml (PostgreSQL statistics-database 사용설정) 

 

3.4. 수집서버 로그 설정 
본 절에서는 수집서버가 생성하는 로그파일에 대한 정보와 설정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3.4.1. 로그파일 

Pharos Server 가 생성하는 로그파일의 위치는 「%PHAROS%\UI\logs」 에 위치하고, 로그파일을 

설정하기 위한 로그파일 설정파일은「%PHAROS%\BASE_HOME\config\logging」에 존재한다. 

 

수집서버는 로그파일의 생성을 위해 logback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수집서버가 생성하는 로그파일의 

종류는 [표] 3-3 과 같다.  

%PHAROS%는 수집서버가 설치된 경로를 의미한다. 

 

로그파일 로그 설정파일 설명 

stdout.log logback.xml 기동 콘솔 창에 표시되는 로그 

server.log logback.xml 서버 기본 로그 

handler.log logback-handler.xml 핸들러 로그 

monitor.log logback-monitor.xml Monitor 로그 

scheduler.log logback-scheduler.xml 스케줄 로그 

receiver.log logback-receiver.xml DataHolder 로그 

ui.log logback-ui.xml servlets 과 UI Pushier 로그 

longrunning.log logback-longrunning.xml runninglogger 플러그인 로그 

skip-data.log logback-skipdata.xml data skip 로그 

spring.log logback-spring.xml 스프링 관련 로그 

[표] 3-3 수집서버 로그파일 

---------------------------------------------------------- <생략> --------------------------------------------------------- 
<bean id="sessionFactory" 
class="org.springframework.orm.hibernate3.annotation.AnnotationSessionFactoryBean"> 
 
                --------------------------------------- <중략> --------------------------------------------- 
 
<!-- Using H2 -->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H2Dialect</prop> --> 
 
<!-- Using ORACLE --> 
<!--prop key="hibernate.default_schema">#{databaseProperties.getMainProperties()['user']}</prop>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Oracle9iDialect</prop>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Oracle10gDialect</prop--> 
 
<!-- Using PostgreSQL --> 
    <prop key="hibernate.dialect">org.hibernate.dialect.PostgreSQLDialect</prop> 
 
    <prop key="hibernate.hbm2ddl.auto">update</prop> 
<!-- <prop key="hibernate.show_sql">true</prop> --> 
----------------------------------------------------------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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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로그설정 

수집서버가 생성하는 로그파일들은 설정을 통해 생성레벨과 보관주기를 조절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23 을 살펴보면 <max-history>태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로그파일의 보관주기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기본은 30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30 일 동안 보관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로그파일의 보관주기를 수정하고자 할 때 이 설정 값을 조절한다.  

 

로그 생성 레벨은 아래 <logger>태그의 level=”INFO”에서 조절할 수 있다. 수집서버에서 사용중인 생성 

레벨은 가장 적은 로그를 생성하는 WARN 부터 INFO<DEBUG<TRACE 순으로 많은 로그를 생성한다.  

 

로그 레벨 설정은 level=”INFO” 값을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면 수정된다. 

  

 

[그림] 3-23 logback-monitor.xml 로그파일 설정 

 

위 [그림] 3-23 의 logback-monitor.xml 로그설정파일에서 보관주기를 3 일 그리고, 로그레벨을 경고로 

설정하면 아래 [그림] 3-24 와 같다. 

 

[그림] 3-24 logback-monitor.xml 로그파일 설정 변경 

 

참고 

logback 라이브러리에 관련한 상세정보는 http://logback.qos.ch/을 참고한다. 

---------------------------------------------------------- <생략> ----------------------------------------------------------- 
<appender name="FILE-monitor" class="ch.qos.logback.core.rolling.RollingFileAppender"> 
 <file>${pharos.home}/logs/monitor.log</file> 
 <rollingPolicy class="ch.qos.logback.core.rolling.TimeBasedRollingPolicy"> 
 <fileNamePattern>${pharos.home}/logs/monitor.%d{yyyy-MM-dd}.log</fileNamePattern> 
 <maxHistory>30</maxHistory> 
 </rollingPolicy> 
 <encoder> 
 <pattern>[%date{ISO8601}] [%-30.30thread] [%-5level] [%-40.40(%C{35}:%line]) %msg%n</pattern> 
 </encoder> 
</appender> 
 
<logger name="com.kwise.pharos.server.ServerMonitor" level="INFO" additivity="false"> 
 <appender-ref ref="FILE-monitor" /> 
</logger> 
---------------------------------------------------------- <생략> ----------------------------------------------------------- 

---------------------------------------------------------- <생략> ----------------------------------------------------------- 
<appender name="FILE-monitor" class="ch.qos.logback.core.rolling.RollingFileAppender"> 
 <file>${pharos.home}/logs/monitor.log</file> 
 <rollingPolicy class="ch.qos.logback.core.rolling.TimeBasedRollingPolicy"> 
 <fileNamePattern>${pharos.home}/logs/monitor.%d{yyyy-MM-dd}.log</fileNamePattern> 
 <maxHistory>3</maxHistory> 
 </rollingPolicy> 
 <encoder> 
 <pattern>[%date{ISO8601}] [%-30.30thread] [%-5level] [%-40.40(%C{35}:%line]) %msg%n</pattern> 
 </encoder> 
</appender> 
 
<logger name="com.kwise.pharos.server.ServerMonitor" level="WARN" additivity="false"> 
 <appender-ref ref="FILE-monitor" /> 
</logger> 
---------------------------------------------------------- <생략> ----------------------------------------------------------- 

http://logback.qo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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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erver.properties설정 

 

[그림] 3-25 server.properties 기본 설정 내용 

 

# default: true 
java.statistics.useParsedSql=true 
# default: 10 ms 
java.sql.history.save.limit=10000 
# default: 10 ms 
tp.sql.history.save.limit=10000 
# cat(CurrentActiveThread/Service) warnning, fatal, cat event warnning, fatal 
cat.threshold.J2EE=5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cat.threshold.JAVA=5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cat.threshold.TPMonitor=5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cat.threshold.AnyLink=5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cat.threshold.Daemon=5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cat.threshold.Webserver=5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cat.threshold.TRACE=5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 runtime prefview data force limit micro sec : 1st filter - do not send 
# data format : limit, saveOnlyTheSent(true/false) 
# saveOnlyTheSent(true - save only send to ui, false - save all ) 
perfview.1st.limit.J2EE=0,true 
perfview.1st.limit.JAVA=0,true 
perfview.1st.limit.Daemon=0,true 
perfview.1st.limit.TPMonitor=0,true 
perfview.1st.limit.AnyLink=0,true 
perfview.1st.limit.Webserver=0,true 
perfview.1st.limit.TRACE=0,true 
# runtime prefview data 2nd filter - limit micro sec : conditial filtering send 
# data format : limit, maxCount, ignoreIssue(true/false), saveOnlyTheSent(true/false) 
# ignoreIssue(true - only filter op send to ui, false - force send to ui),  
# saveOnlyTheSent(true - save only send to ui, false - save all ) 
# default : 10 sec, 1000 maxCount, issue force send to ui, save only send to ui 
perfview.2nd.limit.J2EE=10000000,1000,false,false 
perfview.2nd.limit.JAVA=10000000,1000,false,false 
perfview.2nd.limit.Daemon=10000000,1000,false,false 
perfview.2nd.limit.TPMonitor=10000000,1000,false,false 
perfview.2nd.limit.AnyLink=10000000,1000,false,false 
perfview.2nd.limit.Webserver=10000000,1000,false,false 
perfview.2nd.limit.TRACE=10000000,1000,false,false 
# visible layer list : for layer performance, statistics 
visible.layer.list.J2EE=HTTP,JDBC 
visible.layer.list.JAVA=JAVAD,JDBC 
visible.layer.list.Daemon=DMSVC 
visible.layer.list.TPMonitor=TPSVC,TPSQL 
visible.layer.list.AnyLink=ALSVC_SUM,ALSVC_IN,ALSVC_OUT 
visible.layer.list.Webserver=WSSVC 
# ap layer list : for active request, topn 
ap.layer.list.J2EE=HTTP,JDBC 
ap.layer.list.JAVA=JAVAD,JDBC 
ap.layer.list.Daemon=DMSVC 
ap.layer.list.TPMonitor=TPSVC,TPSQL 
ap.layer.list.AnyLink=ALSVC_SUM,ALSVC_IN,ALSVC_OUT 
ap.layer.list.Webserver=WSSVC 
# agent charactorset name list : agent.charset.name.AGENTNAME=charsetname 
agent.charset.name.test_agent1=EUC-KR 
agent.charset.name.test_agent2= 
# server db charactorset name : 
server.db.charset.name= 
# interested category list : first - total, other - sub 
category.interested.list= 
# default: topN.excel.maxcount 
java.topN.excel.sql-variables.maxcount=100 
# default : false 
#pharos.hostname.ignore=false 
# append/overwrite GlobalKey value to Request Analyzer Request Name (append first) 
request.name.append.globalkey.J2EE= 
request.name.orverwrite.globalkey.J2EE= 
#entry layer list: for real time Throughput, Avg.Response Time chart 
entry.layer.list.J2EE=HTTP,JAVAD  =여기에 원하는 Layer 들 기술하면됨 
entry.layer.list.JAVA=JA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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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설정 데이터 값 중에서 시간 값은 단위가 micro sec 임에 유의한다. (1/1000000 초)  

3.5.1. java.Statistics.useParsedSql 설정 

 설정값 : java.statistics.useParsedSql=Litersql 생성여부 

 

true : Litersql / false : Litersql 문을 각각 sql 문으로 통계 생성함. 

 

Java.Statistics.useParsedSql=true 

 

3.5.2. java.sql.history.save.limit설정 

 설정값 : java.sql.history.save.limit=응답시간 

 

카산드라에 저장되는 자바 SQL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할 임계값을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10msec 이내의 SQL 데이터는 카산드라에 저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java.sql.history.save.limit=10000 

 

3.5.3. tp.sql.history.save.limit설정 

 설정값 : tp.sql.history.save.limit=응답시간 

 

카산드라에 저장되는 TP SQL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할 임계값을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10msec 이내의 SQL 데이터는 카산드라에 저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tp.sql.history.save.limit=10000 

 

3.5.4. cat.threshold 관련 임계값 설정 

 설정값 : cat.threshold.{Tier} = cat warning , cat fatal, cat event warning, cat event fatal 

 

현재 실행 중인 CAT(Current Active Thread)의 임계치 값을 기준 HUD(Head Up Display)와 Agent 

박스에서 보여줬던 UI CAT Bar 의 내용 설정 warning, fatal 시간을 각각 5 초, 10 초로 설정한다. 

오른쪽 2 개의 수는 업무의 CAT Event 임계치를 의미한다. 

응답시간을 마이크로 초 단위로 설정한다. 

cat.threshold.J2EE=5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3.5.5. perfview 필터 설정 

(1) 1차 perfview 필터 

 설정값 : perfview.1st.limit.{Tier}=응답시간, UI 전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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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perfview 필터값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필터 설정은 2 차 필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1 차 

필터를 사용할 경우는 비정상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에러일 경우 2 차 필터로는 UI 에 전송하는 

데이터 수를 효과적으로 필터링 할 수 없는 때이다. 응답시간을 마이크로 초 단위로 설정한다. 

true : UI 전송된 값만 DB 에 저장함. / false : UI 전송여부와 상관없이 DB 저장함.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10 초 이내의 perfview 데이터에 대해 UI 에 전송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perfview.1st.limit.JAVA=10000000, true 

 

(2) 2차 perfview 필터 

 설정값 : perfview.2nd.limit.{Tier}=응답시간, 펍뷰개수, 에러전송 여부, UI 전송 여부 

 

2 차 perfview 필터값을 설정한다. 2 차 필터가 1 차 필터와 다른 점은 임계시간 이내에서도 최대 

펍뷰개수에 해당하는 요청은 UI 전송하는 것과, 업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필터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응답시간을 마이크로 초 단위로 설정한다. 

true : UI 전송된 값만 DB 에 저장함. / false : UI 전송여부와 상관없이 DB 저장함.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10 초 이내의 perfview 데이터에 대해 1000 개 까지만 UI 에 전송하며, 에러가 

발생하면 무조건 전송, UI 에 전송된 값만 DB 저장한다는 의미이다. 

perfview.2nd.limit.J2EE=10000000, 1000, false, true 

 

3.5.6. visible.layer.list설정 

 설정값 : visible.layer.list.{tier}=Layer 명 

 

통계 분석 화면에 표시 및 통계 생성할 Layer 리스트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분석 화면의 Layer 리스트에 HTTP, JDBC 가 표시되며, HTTP, JDBC Layer 에 대해 

통계가 생성된다.  

visible.layer.list.J2EE=HTTP, JDBC 

 

Custom Layer 를 추가할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Layer 정보를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JAVA Layer 

에 대해 레이어가 추가된다. 

visible.layer.list.J2EE=HTTP, JDBC, JAVA 

 

 

 

[그림] 3-26 분석화면의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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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haros Link 사용하는 경우 꼭 ALSVC_SUM, ALSVC_IN, ALSVC_OUT 순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5.7. ap.layer.list설정 

 설정값 : ap.layer.list.{tier}=Layer 명 

 

RealTime 의 Active Request List, TopN 화면에 표시할 Layer 리스트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화면의 Layer 리스트에 HTTP, JDBC 가 표시된다.  

ap.layer.list.J2EE=HTTP, JDBC 

 

Custom Layer 를 추가할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Layer 정보를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JAVA Layer 

에 대해 레이어가 추가된다. 

ap.layer.list.J2EE=HTTP, JDBC, JAVA 

 

 

 

[그림] 3-27 Active Request, TopN 화면의 Layer 

 

참고 

Pharos Link 사용하는 경우 꼭 ALSVC_SUM,ALSVC_IN,ALSVC_OUT 순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5.8. agent.charset 설정 

 설정값 : agent.charset.name.test_agent1= charactorset 명 

 

Agent 데이터의 charactorset 을 지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test_agent1 이라는 에이전트의 데이터에 

EUC-KR 이 설정된다. 

agent.charset.name.test_agent1=EUC-KR 

 

3.5.9. server.db.charset설정 

 설정값 : server.db.charset.name=charactorset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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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서버 데이터의 charactorset 을 지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대상 수집서버 데이터에 EUC-KR 이 

설정된다. 

server.db.charset.name.test_agent1=EUC-KR 

 

3.5.10. category.interested.list 설정 

 설정값 : category.interested.list=별도의 관심 업무 리스트 

 

업무 관점의 데이터만을 보기 위한 별도의 화면(KT RODOD 에서 사용)에서 대표 업무들 중에서 더 

세분화하여 보길 원하는 업무들이 있을 경우(예, 특정 대표 업무의 하위 업무들) 해당 하위 업무들의 

category id 들을 설정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기본값은 설정하지 않는다. 

Category.interested.list= 

 

 

3.5.11. topN Excel 의 SQL Bind Variable 최대개수 설정 

 설정값 : java.topN.excel.sql-variables.maxcount= SQL Bind Variable 최대개수 

 

Top N 화면 Excel 의 SQL Bind Variable 최대개수를 지정한다. 기본값은 100 으로 설정되어 있다. 

java.topN.excel.sql-variables.maxcount=100 

 

3.5.12. pharos.hostname.ignore 설정 

 설정값 : pharos.hostname.ignore=true/false 

 

UI 에 연결 시 접속하고자 하는 수집서버 1 개만의 에이전트를 보여 줄 것인지, 전체를 보여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을 지정한다. 독립적인 여러 대의 수집서버에서 동일한 main DB 를 사용할 

경우에 UI 가 연결되는 수집서버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리스트만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설정이다. 이 

설정이 추가된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hostname 얻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며, 이 경우에만 true 로 설정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false 를 설정하면 된다. 

기본값은 false 로 설정되어 있다. 

pharos.hostname.ignore =false 

 

3.5.13. request.name.append.globalkey 설정 

 설정값 : request.name.append.globalkey.J2EE = globalkey  

 

Java Request Analyzer 화면의 Request 컬럼에 표현되는 데이터에 사용자가 원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globalKey 를 지정한다. Java 에이전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globalKey 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Data) 와 같이 추가된다. 설정할 경우에만 동작한다. 

request.name.append.globalkey.J2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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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request.name.overwrite.globalkey 설정 

 설정값 : request.name.overwrite.globalkey.J2EE = globalkey  

 

Java Request Analyzer 화면의 Request 컬럼에 표현되는 데이터 대신 사용자가 보길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globalKey 를 지정한다. Java 에이전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globalKey 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Data 와 같이 기존 데이터를 대체하여 보여준다. 설정할 경우에만 동작한다. 

만약 request.name.append.globalkey.J2EE 도 같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append 가 적용된다. 

request.name.overwrite.globalkey.J2EE = 

 

3.5.15. entry.layer.list설정 

 설정값 : entry.layer.list.{tier}=Layer 명 

 

RealTime 의 Throughput, Avg.Response Time chart 화면에 표시할 Layer 리스트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화면의 Layer 리스트에 HTTP, JDBC 가 표시된다 

entry.layer.list.J2EE=HTTP,JAVAD 

 

Custom Layer 를 추가할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Layer 정보를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JAVA Layer 

에 대해 레이어가 추가된다. 

entry.layer.list.J2EE=HTTP, JAVAD, JAVA 

 

3.6. issue_event_list.properties 설정 
Exception 관련 설정은 아래의 경로에서 설정한다. 

「%PHAROS%/BASE_HOME/config/issue_event_list.properties」 

 

이벤트로 설정하고 싶은 Exception 의 class 이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Meta-data 의 exception 

name 을 확인하여 issue_event_list.properties 의 exception class 에 등록하면 해당 exception 발생시 SLA 

가 발생한다. 기본값은 java.lang.OutOfMemoryError=check 가 설정되어 있다. 

 

java.lang.OutOfMemoryError=check 

 

 

[그림] 3-28 Call-Tree 의 Meta data 



30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3.7. java_exception_exclude_list.properties 설정 
제외하고자 하는 Java Exception 관련 설정은 아래의 경로에서 설정한다. 

「%PHAROS%/BASE_HOME/config/java_exception_exclude_list.properties」 

 

제외하고자 하는 Exception 의 class 이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Meta-data 의 exception name 을 

확인하여 java_exception_exclude_list.properties 에 등록하면 해당 exception 이 발생해도 이슈가 아닌 

것으로 출력된다.  

 

java.lang.OutOfMemoryError=exclude 

 

 

[그림] 3-29 Call-Tree 의 Meta data 

 

3.8. report.properties 설정 
Report 관련 설정은 아래의 경로에서 설정한다. 

「%PHAROS%/BASE_HOME/config/report.properties」 

 

 

[그림] 3-30 report.properties 기본 설정 내용 

 

3.8.1. report.file.format 설정 

 설정값 : report.file.format=생성하고자 하는 report format 설정 

 

# default : html, pdf, doc, pptx, xlsx 
report.file.format= html, pdf, xlsx 
 
# topN number setting : min number is 10 
report.java.sql.topN = 10 
report.java.uri.topN = 10 
report.tp.service.topN = 10 
report.tp.sql.topN = 10 
repot.biz.topN = 10 
 
# default : en 
# en|ko 
report.language =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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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원하는 파일 포맷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기본값은 HTML, PDF, XLSX 이며,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html, pdf, doc, pptx, xlsx 로 5 개의 파일 포맷을 지정할 수 있다. 

 

report.file.format=html, pdf, xlsx 

 

3.8.2. report topN 개수 설정 

 설정값 : report.{tier}.{topN 항목}.topN=report topN 페이지에서 표현할 거래 개수 설정 

 

각 제품별로 TopN 페이지의 최대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기본값은 10 이며, 최소 10 개부터 지정 

가능하다. 최대값은 없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Java Report, Link Report, Trace Report 의 TopN 리스트에는 상위 10 개가 출력되며, 

TP Report 의 Service, SQL 의 TopN 리스트에는 상위 12 개가 출력된다. 

 

report.java.sql.topN = 10 

report.java.uri.topN = 10 

report.tp.service.topN = 12 

report.tp.sql.topN = 12 

report.link.service.topN = 10 

report.biz.topN = 10 

 

3.8.3. report.language 설정 

 설정값 : report.language= ko | en | ja 

 

리포트를 출력하고자 하는 언어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기본값은 en 이며, 제공하는 형식은 ko(한국어), 

en(영어), ja(일본어) 이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한국어 리포트가 생성된다. 

report.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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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ustom_layer_name_list.properties 설정 
Custom Layer 관련 설정은 아래의 경로에서 설정한다. 

「%PHAROS%/BASE_HOME/config/custom_layer_name_list.properties」 

 

Custom Layer 는 기본 WAS 에서 사용하는 HTTP, JDBC layer 가 아닌 사용자가 추가로 등록하여 통계를 

보고자 하는 Layer 로, 이를 아래 설정파일에 등록하여 해당 Layer 의 통계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calltree 에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요청까지의 통계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구간의 통계를 보고자 

할 때 ‘Pair Custom Layer’, ‘Triple Custom Layer’ 기능을 사용하여 통계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림] 3-31 custom_layer_name_list.properties 기본 설정 내용 

 

3.9.1. custom layer 통계 저장 설정 

 설정값 : custom.layer.save.statistics = custom layer name 등록 

 

HTTP, JDBC Layer 를 제외한 사용자가 추가한 Layer 의 통계 저장을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JAVA Layer 의 통계가 저장된다. 

custom.layer.save.statistics = JAVA 

 

3.9.2. Pair Coustom Layer 기능 

 설정값 : custom.layer.start = CUSTOM_LAYER_START:CUSTOM 

                custom.layer.complete = CUSTOM_LAYER_COMPLETE:CUSTOM 

# layer add 
custom.layer.save.statistics= 
 
############################## 
#   
######################################################## 
#   1st= CUSTOM_LAYER_NAME    :  2st= COMMON_NAME      # 
######################################################## 
 
# pair start name 
# ex) CUSTOM_LAYER_START:CUSTOM_LAYER, PHAROS_PAIR_START:PHAROS_PAIR 
custom.layer.start= 
 
# pair complete name 
# ex) CUSTOM_LAYER_COMPLETE:CUSTOM_LAYER, PHAROS_PAIR_COMPLETE:PHAROS_PAIR 
custom.layer.complete= 
 
 
# triple start name 
# ex) PHAROS_CUSTOM_START:PHAROS_CUSTOM 
custom.layer.triple.start= 
 
# triple middle name 
# ex) PHAROS_CUSTOM_MIDDLE:PHAROS_CUSTOM 
custom.layer.triple.middle= 
 
# triple complete name 
# ex) PHAROS_CUSTOM_COMPLETE:PHAROS_CUSTOM 
custom.layer.triple.complete= 



수집서버 설정 33 

 

하나의 request 가 아닌 두 개의 request 또는 하나의 request 안에서 시작, 종료의 operation 이 각각 

있는 경우 해당 PharosJava Advice 작업으로 GlobalMap 또는 LogicalMap 에 CUSTOM_LAYER_NAME 의 

key 값으로 layer 의 start 값과 complete 값을 각각 보내줄 경우 start 값을 custom.layer.start= 에   

등록하여 이를 하나의 request 로 처리하며 해당 통계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때 start, complete 값을 

등록할 때 뒤에 공통 이름을 붙여줘서 GUID 생성에 사용한다. 

 

3.9.3. Triple Coustom Layer 기능 

 설정값 : custom.layer.triple.start = PHAROS_LAYER_START:PHAROS 

                custom.layer.triple.middle = PHAROS_LAYER_MIDDLE:PHAROS 

                custom.layer.triple.complete = PHAROS_LAYER_COMPLETE:PHAROS 

 

triple 인 경우 pair 기능과 사용방법은 동일하며 middle 등록 부분이 있으며 이는 start 와과 complete  

사이에 표현하고 싶은 중간 단계가 있으면 이를 custom.layer.triple.middle= 에 등록하여 start, middle, 

complete 를 하나의 request 로 처리하며 해당 통계 정보를 볼 수 있다 

 

3.10. biz_processingtime_exclude_list.properties 
업무 공백시간 관련 설정은 아래의 경로에서 설정한다. 

「%PHAROS%/BASE_HOME/config/biz_processingtime_exclude_list.properties」 

 

비동기 업무의 경우 업무를 구성하는 세부 작업들 사이에 큰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주로 사람이 

개입해야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 공백 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할 경우 다른 업무들에 

비해 수행시간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만약 이 공백 시간으로 인해 Active 리스트를 볼 때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묻혀버리는 것이 싫다면 업무 

및 개입시작, 종료 정보를 설정함으로써 업무 수행시간에서 공백시간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설정한 경우 TEST_SVC 업무에 대해서 세부 작업들 중 BBB 이후 ~ DDD 까지의 시간을 

수행시간을 제외하고 수행시간을 계산한다. 

TEST_SVC=1,BBB,DDD  

 

3.11. java_uri_exclude_list.properties 
제외하고자 하는 Java URI 관련 설정은 아래의 경로에서 설정한다. 

「%PHAROS%/BASE_HOME/config/java_uri_exclude_list.properties」 

 

이 설정 파일은 자바에서 수행된 URI 들 중에서 사용자의 관심대상이 아닌 URI 들을 등록하여 TPS 등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마치 해당 URI 들이 수행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설정 파일은 JavaUriFilterProcessor 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URI Exclude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필터를 ServerService 생성시 추가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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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PHAROS%/BASE_HOME/webapps/ROOT/WEB-INF/spring/pharos-server-java.xml」에서 아래 

[그림] 3-32 부분의 주석을 해제한다. 

 

<property name="filterProcessors"> 

    <list> 

 <bean class="com.kwise.pharos.server.java.processor.JavaUriFilterProcessor" init-method="init"> 

 </bean> 

    </list> 

</property> 

[그림] 3-32 pharos-server-java.xml 일부 설정 부분 - filterProcessors 

 

아래와 같이 설정한 경우 /bea_wls_deployment_internal/DeploymentService 가 발생해도 해당 URI 는 

수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bea_wls_deployment_internal/DeploymentService=exclude 

 

3.12. java_visitor_exclude_iplist.properties 
이 설정 파일은 자바에서 방문자수를 계산할 때 제외시킬 ip 들을 등록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112.11.11.1 에서 방문한 방문자 수는 제외된다. 

112.11.11.1 = exclude  

 

3.13. statistics_event_autoclose_interval.properties 
이 설정 파일은 통계 이벤트에 대한 자동 종료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통계 이벤트의 경우 통계의 

단위가 1 분, 1 시간, 1 일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통계 단위마다 

종료기한을 별도로 설정하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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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집서버 실행 및 종료 
본 장에서는 수집서버의 실행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4.1. 수집서버 실행 
 

 

[그림] 4-1 수집서버 실행 파일 

 

수집서버 설치파일 압축 해제 후 start_pharos.cmd 을 수정하고 실행하면 수집서버가 실행된다. 

수집서버가 UI 서버만 있다면 UI 서버의 경로만 설정하고 UI 서버와 JAVA 서버를 분리하게 되었을 때 아래 

[그림] 4-2 처럼 변경하여 실행하면 UI, JAVA 서버가 실행된다. 

실행 순서는 UI -> JAVA 순서로 UI 서버를 먼저 실행한다. 

 

수집서버 분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6. 부록”을 참조한다. 

수집서버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은 “Pharos Java Installation Guide”를 참조한다. 

@echo off 

cd D:\pharos35\UI\bin 

call start.cmd 

cd D:\pharos35 

sleep 10  

 

cd D:\pharos35\JAVA\bin 

call start.cmd 

cd D:\pharos35 

sleep 5 

 

cd D:\pharos35\LINK\bin 

call start.cmd 

cd D:\pharos35 

sleep 5 

 @echo off 

cd D:\PharosServer\UI\bin 

call start.cmd 

cd D:\PharosServer 

sleep 10  

 

cd D:\PharosServer \JAVA\bin 

call start.cmd 

cd D:\PharosServer 

sleep 5 

 

[그림] 4-2 실행 파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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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집서버 종료 
 

 

[그림] 4-3 수집서버 종료 파일 

 

수집서버 설치파일의 압축 압축 해제 후 stop_pharos.cmd 을 수정하고 실행하면 수집서버가 종료된다. 

수집서버가 UI 서버만 있다면 UI 서버의 경로만 설정하고 UI 서버와 JAVA 서버를 분리하여 실행 중 일 때 

아래 [그림] 4-4 처럼 변경하여 실행하면 UI, JAVA 서버가 종료된다.  

 

또는 Windows 운영체제에서는 실행중인 수집서버 콘솔창의 우측상단 닫기 버튼을 누르면 종료된다. 

종료 순서는 실행 순서와는 역순으로 JAVA 서버를 먼저 종료하고 UI 서버는 가장 마지막에 종료한다.  

 

@echo off 

cd D:\pharos35\LINK\bin 

call stop.cmd 

cd D:\pharos35 

sleep 1 

 

cd D:\pharos35\JAVA\bin 

call stop.cmd 

cd D:\pharos35 

sleep 1 

 

cd D:\pharos35\UI\bin 

call stop.cmd 

cd D:\pharos35 

sleep 10 

 @echo off 

cd D:\PharosServer \JAVA\bin 

call stop.cmd 

cd D:\PharosServer 

sleep 5 

 

cd D:\PharosServer\UI\bin 

call stop.cmd 

cd D:\PharosServer 

sleep 10 

[그림] 4-4 종료 파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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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haros Admin View 
본 장에서는 Pharos UI 에서의 Admin View 화면 설명과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5.1. Pharos UI Admin Login 
Pharos UI http://[수집서버 IP]:[PORT]로 접속 후 admin 권한으로 로그인 한다. 

 

 

[그림] 5-1 Pharos UI admin 권한 로그인 

 

Pharos UI 접속 로그인 시 admin view 화면이 보여지며, 관리자 권한 및 일반사용자 권한 로그인으로 

구분되며 사용자 권한에 따라 기능이 제한 된다.  

 관리자 권한 - ID : admin / PW : admin 

 일반사용자 권한 - ID : user / PW : user 

 

본 장에서는 관리자 권한으로 설명 한다. 

 

 

 

 



 Pharos Admin View 41 

5.2. Pharos UI Admin Main View 
 

[그림] 5-2 는 Admin 권한으로 로그인 후 보여지는 Main View 화면이다. 

 

 

[그림] 5-2 Pharos UI Admin Main View 

 

  현재 로그인 사용자의 아이디 및 로그아웃 버튼 

  Admin Main 메뉴 

  Pharos 제품 중 설치된 제품 표시 (활성/비활성으로 설치제품 표시) 

  사용자 매뉴얼 제공 

  기술 지원 정보  

- 이메일 지원 : 메일 링크 

- 원격지원 : 원격지원 화면 링크 

- 전화 지원 : 전화번호 표기 

  관련 홈페이지 링크 

- Dabomsoft : http://www.Dabomsoft.com 홈페이지 링크 

3 

2 

1 

6 

5 

4 

http://www.ufin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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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haros UI Admin Menu  
Admin View 에서 제공되는 메인 메뉴를 표시 한다. 

 

 

[그림] 5-3 Pharos UI Admin Main Menu 

 

 Real-Time: 설치된 제품 모니터링 메뉴 

 Server: 수집서버 환경설정 관리 및 수집데이터 보관주기 관리  

 Agent: 개별 Agent 환경설정 관리 및 Agent List 관리 메뉴 

 System Management: Agent 그룹관리, 사용자 추가 삭제, 라이선스 관리, SLA 설정관리 메뉴 

 Business Management: 코드 그룹 관리, 카테고리 관리, Business SLA 관리 메뉴 

 Report: 보고서 관리 메뉴 

 Utility: 연결 데이터 베이스의 테이블 조회 및 쿼리 실행 

 

5.3.1.  Real-Time 

설치된 Pharos 제품 별 실시간/분석통계 모니터링 선택 화면 이다. 

 

[그림] 5-4 Pharos UI Admin Real-Time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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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e : Pharos Trace 화면으로 연결 

 J2EE/JAVA : Pharos JAVA 화면으로 연결 

 TP Monitor : Pharos TP 화면으로 연결 

 AnyLink : Pharos Link 화면으로 연결 

 

5.3.2. Server 

설치된 수집서버의 설정과 수집된 데이터의 보관주기를 설정 한다. 

 

 

[그림] 5-5 Pharos UI Admin Server Menu 

 

 Preferences:  Pharos Server 의 환경설정 파일인 pharos.xml, server.properties 파일의 편집, 저장, 

적용 기능을 제공 한다. 

 Data Duration Setting: 수집된 성능 통계데이터 저장 주기를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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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Preferences 

 

[그림] 5-6 Server Preferences Menu 

 

  Configuration / Properties 설정 탭을 표시한다. 

  XML(pharos.xml), PROPERTIES(server.properties) 설정 내용을 표시한다. 

  Revert: 초기 설정 내용으로 복구한다. 

  Validate: 수정된 내용의 적합성을 검사한다. 

     적합성 오류가 발생한 경우 아래 [그림] 5-7 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5-7 Server Preferences Validate Result 

 

  Apply: 수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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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Data Duration Setting 

모니터링 대상 Agent 에서 수집된 성능데이터의 보관 주기를 설정 한다. 

 

 

[그림] 5-8 Server Data Duration Setting 

 

  수집서버 각 테이블 명, 컬럼 명, 수집된 통계데이터 저장 주기 표시한다. 

  Edit: 통계데이터 저장 주기를 수정한다. 

  Apply: 변경된 저장주기를 적용한다. 

 

5.3.3.  Agent 

모니터링 대상에 설치된 에이전트의 환경파일을 설정 한다. 

 

 [그림] 5-9 Pharos UI Admin Agent Menu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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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ences: 환경설정 파일인 XML, PROPERTIES 파일의 편집, 저장, 적용 기능을 제공 한다. 

 Agent List: 모니터링 대상 전체 Agent List 를 표시 하며, Agent 별 정보를 표시 한다. 

 

참고 

Admin 권한으로 로그인 시 전체 Agent List / Info 를 표시 한다. 

일반 권한으로 로그인 시 일반 권한 계정에 할당된 Agent List / Info 만 표시 한다. 

 

5.3.3.1.  Preferences 

 

 [그림] 5-10 Agent Preference Menu 

 

  로그인 된 권한으로 할당된 모니터링 대상 Agent List 를 표시 한다. 

  XML(main.xml), PROPERTIES(loader.properties) 파일명을 표시한다. 

  XML(main.xml), PROPERTIES(loader.properties) 설정 내용을 표시한다. 

  Revert: 초기 설정 내용으로 복구한다. 

  Apply: 변경된 설정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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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Agent List 

 

 [그림] 5-11 Agent List Menu 

 

  로그인 된 권한으로 할당된 모니터링 대상 Agent List 를 표시 한다. 

  모니터링 대상 Agent 별 설정 정보를 표시 한다.  

  Agent Info: 모니터링 대상 Agent 개별 상세 정보를 표시 한다. 

 

 

[그림] 5-12 Agent Info 상세 

 

5.3.4.  System Management 

수집서버 내의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 라이선스 관리, 임계치 설정 기능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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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Pharos UI Admin System Management Menu 

 

 Agent Management: 모니터링 대상 Agent 의 System>Group 구분 및 Agent Name 변경관리 

기능 제공 

 User Management: 새로운 사용자 등록, 권한 설정 및 계정 별 Agent 관리 기능 제공 

 License Management: 정식 / 데모 라이선스 등록 및 업데이트 관리 기능 제공 

 Class Reload: Class re-loading 을 통한 동적 반영 기능 제공 

 SLA Setting: 임계치 설정, Alert 설정 및 Alerter 설정 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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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Agent Management 

 

 [그림] 5-14 Agent Management Menu 

 

  Admin 권한의 전체 모니터링 대상 Agent List 를 표시 한다. 

  System, Group 의 추가/삭제/수정 기능을 제공 한다. 

  Agent 의 추가/삭제/수정 기능을 제공 한다. 

 

아래 [그림] 5-15 과 같이 System 추가 기능으로 Agent List 에 System 을 추가 가능하다. 

 

 

[그림] 5-15 System Add 

 

 ID : System ID  

 Name : System Name 

 Description : System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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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5-16 과 같이 Group 추가 기능으로 Agent List 에 Group 을 추가 가능하다. 

다른 그룹의 tier 를 논리적으로 묶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룹에 대하여 Logical Tier, Tier Alias, Order 항목을 

동일한 값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그룹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논리적 

그룹을 정할 때 Agent 개수의 제한은 없다. 

통계에서도 논리적 tier 가 활용되며, 도중에 논리적 tier 가 변경되면 이전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카테고리 설정 전에 논리적 tier 를 먼저 등록할 것을 권장한다. 

Java, TP 등 단품만 이용할 경우 논리 tier 설정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림] 5-16 System in Group Add 

 

 SYSTEM : System 선택  

 ID : Group ID 

 Name : Group Name 

 Description : Group 설명 

 Logical Type : Logical Type 선택 (Default / WEB / WAS / TP/ LINK/ Java Daemon/ C Daemon) 

 Logical Tier : 논리 티어 설정 

 Tier Alias : Tier Alias 설정 (화면에 표시되는 이름) 

 Order : Pharos Trace 실시간 화면의 Logical Monitored Systems 영역 배치순서 ( 0, 1, 2 순으로 

설정 ) 

 

아래 [그림] 5-17 과 같이 System 및 Group Agent List 추가된 화면을 표시한다. 

 

 [그림] 5-17 System/Group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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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5-18 과 같이 Agent List Add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된 Group 에 기존 Agent 를 추가하거나 

해당 Group 에 속해있던 Agent 를 제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5-18 Group in Agent Add 

 

아래 [그림] 5-19 Agent Name 변경 화면과 같이 Agent 명과 속해있는 System, Group 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5-19 Agent Name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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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gent ID : 모니터링 대상 Agent 설치 시 생성되는 ID 

Agent Name : 모니터링 대상 Agent 의 Name(Alias)으로 Pharos UI 상 식별자 역할을 하며 변경이 가능 

 

5.3.4.2.  User Management 

Pharos UI 사용자를 추가/삭제 및 추가된 User 별 Agent List 관리기능을 제공 한다. 

  

[그림] 5-20 User Management - User Add 

 

  User 의 추가/삭제/변경 기능을 제공 한다. 

  User 추가와 추가된 User 의 관리자 권한 및 일반 사용자 권한을 부여 한다. 

  선택된 User 가 관리하는 Agent List 를 표시 한다. 

  선택된 User 에 관리되는 Agent 를 추가 및 삭제 한다. 

 

 

 [그림] 5-21 선택된 User 에 관리될 Agent 추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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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정 생성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 비밀번호에는 아래와 같은 복잡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 대문자+소문자+숫자+특수문자 3 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10 자리 이상 

- 1234, abcd, 1111, aaaa 등으로 4 자리 이상의 동일 또는 연속된 값을 제한 

 

5.3.4.3.  License Management 

에이전트 별 License 를 추가/변경 관리기능을 제공 한다. 

 

 [그림] 5-22 License Management Menu 

 

  License Information(ID, Alias, Machine, Tier, License Key, Type, Expiration Date)을 제공 한다. 

  선택된 Agent 의 License Key 를 변경 한다. 

 

아래 [그림] 5-23 Demo License Request 웹 화면 에서 Trial License 를 요청 한다. 

http://technet.Dabomsoft.com Downloads 탭에 Trial License Request 부분 

 

 

[그림] 5-23 Trial License Request 웹 화면 

2 

1 

http://technet.ufinite.com/


54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참고 

Trial License Request : http://technet.Dabomsoft.com 웹 에서 요청 

Unlimited License Request : 제품 구매에 따른 담당 엔지니어가 직접 적용 

 

아래 [그림] 5-24 License Edit 화면을 이용하여 Trial / Unlimited License 을 적용 한다. 

 

[그림] 5-24 License Edit 

 

5.3.4.4.  Class Reload 

지정한 Class 를 Reload 하여 동적 반영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그림] 5-25 Class Reload Menu 

 

  Agent List : 에이전트 그룹을 표시한다.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해당 클래스 목록을 제공한다.               

  Classes List : 선택한 에이전트의 Class 목록을 표시한다. 

  Class Name : Class List 에서 선택한 Class 명을 표시한다.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Reload : Class Name 에 지정된 Class 를 리로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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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에이전트를 설치한 서버의 OS 가 Windows 일 경우에는 에이전트 재기동을 권장한다. 

 

5.3.4.5.  SLA Setting 

SLA(Service Level Agreement) 임계치 설정 및 Alerter 설정 기능을 제공 한다. 

 

 [그림] 5-26 SLA Setting Menu 

 

  SLA Policy 종류를 정의 한다. 

- OS Policy : OS 의 CPU, Memory 사용률의 임계치 설정 

- J2EE/JAVA Policy : WAS 성능정보 임계치 설정 

- TP-Monitor Policy : TP-Monitor 성능정보 임계치 설정 

- Link Policy : Link 성능정보 임계치 설정 

- Daemon Policy : Daemon 성능정보 임계치 설정 

- TRACE : Trace 성능정보 임계치 설정 

  생성된 SLA Policy List 를 표현한다. 

  SLA Policy 의 Add/Edit/Delete 기능을 제공 한다. 

  각 SLA Policy 의 세부 List 를 표현 한다. 

  세부 List 의 실 임계값 설정과 Alerter 연동 기능을 제공 한다. 

  경보의 유형을 정의 한다. 

  설정된 정보를 저장하고 동적 반영 한다. 

- Save : 설정된 임계값 및 Alerter 를 저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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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 : 저장된 정보를 수집서버에 반영 한다. 

 

위 [그림] 5-26 SLA Setting 화면의 3 번 [Add] 를 클릭하여 새로운 SLA Policy 를 생성 한다. 

새로운 SLA Policy 명과 [Use]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활용여부를 결정 한다. 

아래 [그림] 5-27 SLA Add Policy 화면에서 오른쪽 설정 창을 이용하여 임계치 설정 대상 Agent 를 추가 

한다. 

 

 

[그림] 5-27 SLA Add Policy 

 

아래 [그림] 5-28 SLA Policy 화면에서 세부항목 더블클릭 및 위 [그림] 5-26 SLA Setting 화면에서 5 번 

[Edit]를 클릭하여 세부항목의 Warning / Critical 실 임계값과 CheckCount, Repetition 을 수정한다. 

또한, 설정된 임계값에 대한 경보를 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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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Edit SLA Policy items 

위 [그림]5-28 과 같이 입력한 경우,  

5 번 체크 중 Warning 임계치 이상의 수치가 2 번 이상 발생 하면 한번의 Warning Alerter 발생하며, 

5 번 체크 중 Critical 임계치 이상의 수치가 3 번 이상 발생하면 한번의 Critical Alerter 발생한다. 

 

Count 값 설정 시 Cheak Count 는 Warning Count, Critical Count 와 같거나 많아야 하며  

Cheak count < Warning count 또는 Check count < Critical Count 인 경우 warning 팝업창이 출력된다. 

 

 

 

SLA Setting 화면에서 [Alerters] 을 클릭하여 Alerter Edit 화면을 통해 왼쪽 선택창에서 적절한 경보 

유형을 선택하여 새로운 Alerter 를 생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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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Edit Alerters 

 

 Console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Console 에 출력 한다. 

 Sample Script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지정한 Shell Script 를 실행 한다. 

 Sample Email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지정한 E-mail 를 발송 한다. 

 Sample ClassInvoke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지정한 Java Application 을 실행 

한다. 

 UI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UI 의 SLA Alerter 에 경보를 표시 한다. 

 

참고 

SLA 동작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1. SLA Event 구조” 를 참고한다. 

 

5.3.5. Business Management 

코드 그룹 관리, 카테고리 그룹 관리, 업무별 정책 설정, 업무별 임계치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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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Pharos UI Admin Business Management Menu 

 

 Code Group Management : 코드 그룹 관리 기능 제공 

 Category Management : 카테고리 그룹 관리 기능 제공 

 Business Policy Setting : 업무별 정책 설정 및 관리 기능 제공 

 Business SLA Setting : 업무별 임계치 설정, Alert 설정 및 Alerter 설정 관리 기능 제공 

 Statistics SLA Setting : 업무 통계 임계치 설정, Alert 설정 및 Alerter 설정 관리 기능 제공 

 Category Group SLA Setting : 관리자가 설정한 업무 그룹별 정책 설정 및 관리 기능 제공 

 

 

5.3.5.1. Code Group Management 

Code Group 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Code Group 의 추가/수정/삭제 기능을 제공한다. 

 

Code Group Management 는 Code Group 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Code Group 추가/수정/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등록된 Category 에 대한 데이터 수집방식을 설정한다. 

 

카테고리 트리에서 최상위는 ROOT 이고 그 하위로 Code Group 과  

Code 를 표시한다. Code Group 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관련 정보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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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Code Group Management Menu 

 

  코드 그룹 트리 정보를 표시한다. 

  코드 그룹 정보를 표시하며 추가/삭제/수정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그룹 및 에이전트 정보를 표시한다. 

  선택한 코드 그룹에 대한 코드 목록을 표시한다. 

 

1) Code Group 추가 

코드 그룹에서 [Add] 를 클릭하면 새로운 코드 그룹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Add] 를 클릭하면 

코드 그룹이 추가된다. 

 

[그림] 5-32 는 Code Group 을 생성하는 화면이다. Code Group 을 생성할 때 중복되는 TX 코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Prefix, Postfix 를 각각 다르게 지정하여 구분해 준다. 기존에 설정한 업무를 다른 

그룹에서 재사용하고자 할 때 Prefix, Postfix 를 이용하여 중복 없이 생성할 수 있다. Prefix, Postfix 를 

사용하여 내부적으로는 Unique 하게 취급되지만 외부적으로는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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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Code Group 추가 

 

 Name : 코드 그룹명 

 Column Name : 컬럼명 

 Data Type : 데이터 유형 

 Prefix : 접두어 

 Postfix : 접미어 

 Represent : Represent 키 유무 

 

Data Type 설정을 통해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데이터 타입을 설정 한다. 

 

[그림] 5-33 업무코드를 이용한 카테고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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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IP 주소를 이용한 카테고리 구성 

 

Agent 선택을 통해 어떤 Agent 에서 무슨 데이터를 수집할 지 설정할 수 있다. 

 

[그림] 5-35 데이터 수집방식 설정 

 

2) Code 삭제 

코드를 선택 후, [Del] 을 클릭하면 코드 삭제 확인 창이 표시되며 [Yes] 를 클릭하면 코드가 삭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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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Code 삭제 

 

3) Code Group 수정 

코드 그룹에서 [Edit] 를 클릭하면 코드 그룹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후, [Edit] 를 클릭하면 코드 

그룹이 수정된다. 

 

[그림] 5-37 Code Group 수정 

 

 



64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4) Code 생성 

Code 생성 방식은 [그림] 5-38 과 같다. 코드를 생성할 코드그룹을 선택한 후 원하는 코드명과 코드를 

작성하면 Code 가 생성된다. 

 

[그림] 5-38 Code 생성 

 

 

5.3.5.2. Category Management 

Category Management 는 Business Category 추가, 수정, 삭제 등 Category 를 관리하며, Business 관점 

데이터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카테고리 트리에서 최상위는 ROOT 이고 그 하위로 Statistics Group 과 

 Statistics   를 표시한다. Category 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관련 정보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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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Category Management Menu 

  카테고리 그룹 트리 정보를 표시한다. 

  카테고리 그룹 정보를 표시하며 추가/삭제/수정 기능을 제공한다. 

 

1) Category (Statistics Group) 등록 

Business Category 의 경우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일괄 등록한다. [Excel]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의 

양식대로 엑셀 파일을 작성하여 등록한다. 

Category 등록을 위한 필수 라이브러리는 「PHAROS_HOME/UI/plugins/psp-category-data-maker-

1.0.0.ja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 라이브러리는 에이전트에서 보내진 데이터를 카테고리로 변환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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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Business Category Excel 등록 

 

하나의 xls 파일, 하나의 시트 안에 CODE GROUP ID, 최상위 업무그룹 ID, 코드 ID 등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입력한다. 코드 ID 가 중복될 시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는 log 파일에 표시) 

 

[그림] 5-41 Business Category 등록 예시 (엑셀파일 -> Category) 

 

참고 

- 최상위업무그룹 ID, 코드그룹 ID, 코드 ID 는 유니크 해야 한다.  

- 등록할 카테고리 엑셀 파일을 만들 시 xls (97 – 2003 통합문서) 형식으로 저장해야 한다. 

- 엑셀에 옵션이 걸려 있을 경우, (조건부 서식, 유효성 검사 등) 등록하다가 에러가날 수 있으니 옵션 

  조건은 가능한 제거 후 등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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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tegory (Statistics Group) 추가 

[그림] 5-42 는 Statistics Group 을 추가하는 화면이다. Statistics Group 명을 작성하고 추가할 Statistics 

Group 과 매핑할 코드 그룹을 선택한다. Code Group 은 “5.3.5.1. Code Group Management”에서 등록한다. 

 

ROOT 또는 카테고리 그룹을 선택한 다음 [Add] 를 클릭하면 Category 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림] 5-42 Statistics Group 추가 

 

 Name : 카테고리명  

 Code Group List :  “5.3.5.1. Code Group Management” 에서 등록한 코드 그룹 목록 

 

3) Category (Statistics Group) 삭제 

카테고리 트리에서 삭제할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 [Del] 을 클릭하면 삭제 가능하다. 삭제할 그룹의 

하위 그룹이 있을 경우 삭제할 수 없다. 

 

[그림] 5-43 Statistics Group 삭제 

 

Statistics List 에서 [Ctrl] 키를 누르고 다중 선택하면 Statistics 를 삭제 할 수 있다. 



68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그림] 5-44 Statistics Group 다중 삭제 

 

 

4) Category (Statistics Group) 수정 

수정할 카테고리 그룹을 선택 후, [Edit] 을 클릭하면 카테고리 그룹을 수정할 수 있다. 

카테고리 명을 수정 후 [Apply] 버튼을 클릭하면 카테고리 그룹이 수정된다. 

 

[그림] 5-45 Statistics Group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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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Business Policy Setting 

Business Policy Setting 은 업무별 통계에 대한 정책을 설정을 제공한다. 

통계 SLA 절대치, 통계 SLA Compare Day 에 대한 warning, critical 임계값을 설정하여 하나의 정책으로 

설정할 수 있다. Business Policy Setting 에서 설정한 정책을 Business SLA Setting 과 Statistics SLA 

Setting 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5-46 Business Policy Setting 

 

  Policy 리스트를 표시한다. 

  선택한 정책의 Statistics Event Setting, Statistics Compare Setting 설정을 표시, 수정 

가능하다. 

 

1) Business Policy 추가 

[그림] 5-47 은 Business Policy Setting 의 정책 추가 화면이다. 정책 이름을 설정하고 각각의 임계값을 

설정 후, [Add] 를 클릭하면 Policy List 에 정책을 추가할 수 있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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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Business Policy 추가 

 

2) Business Policy 삭제 

Policy List 에서 정책을 선택 후, [Del] 을 클릭하면 해당 정책이 삭제 된다. 

 

[그림] 5-48 Business Policy 삭제 

 

3) Business Policy 수정   

Policy List 에서 정책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설정 값이 표시되고 설정 값을 수정 후, [Save] 를 클릭하면 

수정된다. 

 

[그림] 5-49 Business Policy 수정 

4) Statistics Event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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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데이터의 절대치 기준 통계 SLA 설정이다. 

 

[그림] 5-50 Statistics Event Setting 

 

 use : 절대치 기준의 통계 SLA 사용여부 

 Average Response Time(sec) : 평균 응답시간에 따른 임계값 

 Business Count Increase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임계값 

 Business Count Decrease : 업무량 감소에 따른 임계값 

 System Fail Count : 일반거래의 Error 량에 따른 임계값 

 Application Fail Count : 업무거래의 Error 량에 따른 임계값 

 System Fail Rate (%) : 일반거래의 Error 비율에 따른 임계값 

 Application Fail Rate (%) : 업무거래의 Error 비율에 따른 임계값 

 

5) Statistics Compare Setting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의 비교 기준 통계 SLA 설정이다. 

 

[그림] 5-51 Statistics Compare Setting 

 

 use : 데이터의 비교 기준의 통계 SLA 사용여부 

 Compare Day : 비교할 단위 설정 (DAY, WEEK, MONTH) 

 Info Count : 비교할 단위 별 세부 날짜 설정 

DAY : 1 ~ 31 일 

WEEK : 1 ~ 5 주 

MONTH : 1 ~ 12 달 

 

 Average Response Time(%) : 비교 데이터 기준 평균 응답시간에 따른 임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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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Count Increase(%) : 비교 데이터 기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임계값 

 Business Count Decrease(%) : 비교 데이터 기준 업무량 감소에 따른 임계값 

 System Fail (%) : 비교 데이터 기준 일반거래의 Error 량에 따른 임계값 

 Application Fail (%) : 비교 데이터 기준 업무거래의 Error 량에 따른 임계값 

 System Fail Rate (%) : 비교 데이터 기준 일반거래의 Error 비율에 따른 임계값 

 Application Fail Rate (%) : 비교 데이터 기준 업무거래의 Error 비율에 따른 임계값 

 

5.3.5.4. Business SLA Setting 

업무별 SLA(Service Level Agreement) 임계치 설정 및 Alerter 설정 기능을 제공 한다.  

카테고리 트리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각 설정값을 가져와 표시하며 수정 후, [Apply] 를 클릭하면 

설정값이 적용된다.  

 

 

[그림] 5-52 Business SLA Setting 

 

  카테고리 그룹 트리 정보를 표시한다. 

  선택한 카테고리에 대한 Statistics Event Setting, Active Event Threshold Setting, Active Level 

Threshold Setting 설정을 표시, 수정 가능하다. 

  

1) Statistics Event Setting 

“5.3.5.3. Business Policy Setting” 에서 설정한 정책을 지정하면 해당 업무별 통계에 대한 임계치가 

설정되며, Business SLA Setting 에서 Interval 설정 시 Statistics SLA Setting 에서의 Interval 설정은 

무시된다. 

 

[그림] 5-53 Statistics Event Setting 설정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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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Name : 카테고리 별, 사용할 정책 설정 

 Interval : 카테고리 별,  통계 SLA 사용 주기 설정 (NONE, 1MIN, 10MIN, HOUR, DAY) 

 

참고 

NONE 으로 설정 시, Statistics SLA Setting 의 Interval 값 공통 적용. 

Interval 설정 시, 카테고리 별로 각 각의 Interval 설정 적용 

 

2) Active Event Threshold Setting 

BIZ_RUNNING_TIME 이벤트의 임계치를 카테고리 별 설정한다. 

 

[그림] 5-54 Statistics Event Setting 설정 

 

3) Active Level Threshild Setting 

UI 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BIZ 데이터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한다. 

 

[그림] 5-55 Statistics Event Setting 설정 

 

5.3.5.5. Statistics SLA Setting 

단품 일 경우, 해당 통계 이벤트를 발생 시키고, TRACE 일 경우 ‘5.3.5.4. Business SLA Setting’, ‘5.3.5.6. 

Category Group SLA Setting’ 에서 설정한 카테고리 별, 임계값에 대해 실제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통계 이벤트에 대한 Alert 종류, 사용여부, 공통 Interval 을 설정할 수 있으며 TRACE 일 경우 

‘5.3.5.4. Business SLA Setting’ 에서 Interval 값을 NONE 으로 설정 했다면 기본적으로 Statistics SLA 

Setting 에서 설정한 Interval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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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6 Statistics SLA Setting 

 

  SLA Policy 종류를 정의 한다. 

- TRACE : TRACE 성능정보 임계치 설정 

- JAVA/J2EE Policy : WAS 성능정보 임계치 설정 

  생성된 업무 통계 SLA Policy List 를 표현한다. 

  업무 통계 SLA Policy 의 Add/Edit/Delete 기능을 제공 한다. 

  각 업무 통계 SLA Policy 의 세부 List 를 표현 한다. 

  세부 List 의 실 임계값 설정과 Alerter 연동 기능을 제공 한다. 

  경보의 유형을 정의 한다. 

- Console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Console 에 출력 한다. 

- Sample Script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지정한 Shell Script 를 실행 한다. 

- Sample Email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지정한 E-mail 를 발송 한다. 

- Sample ClassInvoke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지정한 Java Application 을 실행 

한다. 

- UI Alerter : 설정된 임계값에 경보발생 시 행당 UI 에 경보를 표시 한다. 

  설정된 정보를 저장하고 동적 반영 한다. 

- Save : 설정된 임계값 및 Alerter 를 저장 한다. 

- Apply : 저장된 정보를 수집서버에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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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2EE/JAVA Policy 

JAVA 통계 관점 SLA 설정 

 

[그림] 5-57 J2EE/JAVA Event 

 

 AP_FAIL_COUNT : JAVA 에서 발생한 업무거래의 Error 량에 따른 통계 이벤트 

 

2) TPMonitor Policy 

TPMonitor 통계 관점 SLA 설정 

 

[그림] 5-58 TPMonitor Event 

 

 AP_FAIL_COUNT : TP 에서 발생한 업무거래의 Error 량에 따른 통계 이벤트 

 

3) TRACE 

TRACE 통계 관점 SLA 설정 

 

[그림] 5-59 TRACE Event 

 

 BIZ_AVG_RESPONSTIME: 평균 응답시간에 따른 통계 이벤트 

 BIZ_COUNT_INCREASE : 업무량 증가에 따른 통계 이벤트 

 BIZ_COUNT_DECREASE : 업무량 감소에 따른 통계 이벤트 

 BIZ_ERROR_COUNT: 일반거래의 Error 량에 따른 통계 이벤트 

 BIZ_ERROR_RATE : 일반거래의 Error 비율에 따른 통계 이벤트 

 BIZ_FAIL_COUNT : 업무거래의 Error 량에 따른 통계 이벤트 

 BIZ_FAIL_RATE : 업무거래의 Error 비율에 따른 통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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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Category Group SLA Setting 

아래 그림과 같이 업무별로 그룹을 나눴을 때 나눠진 각각의 그룹 안에서 A 라는 공통의 업무가 존재할 

경우 각 업무그룹의 A 라는 업무만을 모아서 등록하여 통계 SLA 발생 및 통계 SLA 데이터 가공을 할 때 

사용한다. 

이때 등록된 그룹 name 이 tx_code 명이 되어 해당 name 으로 BIZ_STAT_1MIN, 10MIN, H(HOUR), D(DAY) 

통계가 생성된다. 

 

[그림] 5-60 Category Group 

 

설정 된 정책들은 실제로 ‘5.3.5.5. Statistics SLA Setting’ 를 통해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고, 발생 된 

이벤트들은 TRACE 화면에서 Event Analyzer (Compare Event Info 탭) Logical 의 통계 데이터로 볼 수 있다. 

 

 

[그림] 5-61 Category Group SLA Setting 

  관리자가 설정한 업무 그룹을 표시한다. 

  업무 그룹의 추가/삭제/수정 기능을 제공한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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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그룹에 속하는 업무 목록을 표시한다. 

  선택한 업무 그룹의 정책을 설정한다. 

  설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아래 [그림] 5-62 와 같이 같은 정책을 설정하고자 하는 여러 업무그룹을 관리자가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5-62 Category Group Add 

 Name : Group Name  

 Category List : 등록되어있는 Category List 

 Configured : 그룹으로 묶을 업무 또는 업무그룹 리스트 

 

5.3.6. Report 

정기적인 스케줄러에 의한 정규 Report (일간, 주간, 월간)를 Agent, Group, System 별로 생성한다. 

 

 

[그림] 5-63 Pharos UI Admin Report Menu 

 

 Report Setting : 제공되는 정규 Report 및 Customer Report 를 생성 한다. 

 Report View : Report View 화면을 표시 한다.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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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Report Setting 

제공되는 정규 Report 및 Customer Report 를 표시하며 설정을 변경 한다. 

 

 

[그림] 5-64 Trace Report Setting 

 

  Report 생성할 Pharos 를 선택한다. 

  제공되는 정규 Report List 를 표시한다 

  제공되는 정규 Report 설정 수정 및 Customer Report 를 새로 추가 한다 

  수정된 설정 내용을 스케줄러에 적용 한다 

 

1) Add Report Setting 

[Add] 버튼을 클릭하면 Report 생성 주기 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5-65 Add Report Setting 

 

 Title : Custom Report 생성 시 식별자 명을 정의 한다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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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 : 일간/주간/월간 리포트를 설정한다. 

 Period Value : Period 에 따라 생성되는 날짜를 선택한다. 일간은 선택사항이 없으며, 주간은 

특정요일을 선택하며, 월간은 특정 날짜를 설정한다.  

 Creation Time : 리포트가 생성될 시간을 설정한다. 왼쪽부터 시/분/초로 입력한다. 

 Use :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Category : 리포트를 종류를 설정한다.  

 System/Group/Agent : 생성될 대상의 System/Group/Agent 를 선택한다. 단, * 는 모두를 뜻한다. 

 

 

2) Edit Report Setting 

[Edit] 버튼을 클릭하면 Report 생성 주기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 5-66 Edit Report Setting 

 

5.3.6.2. Report View 

생성된 정규 Report 및 Customer Report 를 표시 한다. 

 

 

[그림] 5-67 Report View 

 

1) Instant Report 생성 

Report View 화면의 [+Add] 버튼 선택을 통해 Report Setting 에서의 Report 생성 설정 없이 바로 

Instant Report 생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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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8 Instant Report 생성 

 

참고 

Instant Report 생성의 경우에는 Report Setting 을 통한 Report 생성 설정 기능과는 달리 전체 Agent 에 

대한 Report 를 생성할 수 없다. Instant Report 를 통해 전체 Agent 의 Report 를 생성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전체 Agent 의 Report 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Report Setting 사용을 

권장한다. 

 

2) 생성된 Report 삭제 

생성된 리포트들은 Report View 화면에서 삭제가 가능하다. Report List 에서 Del 항목에 있는 [x] 표시를 

선택하면 해당 리포트가 삭제된다. 

 

[그림] 5-69 Report List 에서 Del 항목 선택 후 삭제 성공 화면 

 

 

5.3.7. Utility 

Pharos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조회, 삭제, 수정, 삽입에 대한 SQL 을 실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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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0 Utility View 

 

5.3.7.1. SQL Launcher 

1) Main DB 

수집서버 Main DB 에 연결하여 테이블, 컬럼 정보에 대한 SQL 을 실행한다. 

 

 

[그림] 5-71 SQL Launcher – Main DB 

 

   Table List : Main DB 의 Table List 를 표시한다. 

   Table 정보 : Table 명, Column Name, Column Type, Size, Nullable 등 테이블 정보를 

표시한다. 

2 

1 



82 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Query 수행 : 수행하고자 하는 SQL 을 입력한다.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쿼리를 

수행한다. 조회 결과를 테이블로 표시하며 [Excel]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Table List 에서 Table 명을 Query 입력란에 Drag&Drop 하면 “From Drag&Drop 한 테이블명” 으로 Query 

입력란에 자동 입력되며, Table 정보에서 Column 을 Query 입력란에 Drag&Drop 하면 “Column 명” 으로 

자동 입력된다.  

 

Query 입력 창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System Tree 를 통해 System, Group 에 따른 Agent 

목록과 기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Query 창에 System, Group, Agent 를 Drag & Drop 하면 자동으로 

Query 에 Drag & Drop 한 항목명이 입력된다. 

 

 

[그림] 5-72 SQL Launcher - System Tre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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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3 쿼리 수행 후 Excel Down 

 

2) Custom DB 

수집서버 Custom DB 에 연결하여 테이블, 컬럼 정보에 대한 SQL 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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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4 SQL Launcher – Custom DB 

 

  Connectivity : Database URL, User Name, Password 등 Custom DB 에 연결정보를 입력한다. 

[Connect] 버튼을 클릭하면 Table List 에 해당 DB 의 테이블 목록을 표시한다. 

  Table List : Custom DB 의 Table List 를 표시한다. 

  Table 정보: Table 명, Column Name, Column Type, Size, Nullable 등 테이블 정보를 

표시한다. 

  Query 수행 : 수행하고자 하는 SQL 을 입력한다.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쿼리를 

수행한다. 조회 결과를 테이블로 표시하며 [Excel]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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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A. 수집서버 분리 
수집서버의 경우 기본 값으로 UI 서버에서 모든 서버를 담당하여 서버를 띄울 수 있지만 이를 분리하여 

UI 서버는 UI 에서 JAVA 서버는 JAVA 에서 이처럼 TP, Link, Daemon 등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예로 UI 서버와 JAVA 서버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A.1. 디렉터리 복사 

UI 디렉터리를 복사하여 JAVA 의 이름으로 추가  

 

[그림] 6-1 JAVA 디렉터리 생성 

 

이처럼 UI 디렉터리를 복사하여 대문자로 해당 서버의 이름으로 만든다. 

 

A.2. JAVA 디렉터리 환경변수 변경 

「PharosServer\JAVA\bin\pharos_env.cmd」을 편집한다. 

설정방법은 UI 디렉터리의 설정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며 PHAROS_HOME 항목의 

경로를 %PHAROS_ROOT%/JAVA 로 수정한다. 

만약 TP 또는 Link 라면 %PHAROS_ROOT%/TP, %PHAROS_ROOT%/LINK 등으로 수정하면 된다. 

[그림] 6-2 의 PORT_CONFIG 항목에서 설정하는 각각의 PORT 값은 다른 분리된 수집서버의 PORT 

CONFIG 에서 설정한 포트 값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6-2 pharos_env - PORT CONFIG 항목 

 

기본 설정방법은 “Pharos Java Installation Guide”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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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UI 디렉터리 수집서버 설정 파일 변경 

 

「PharosServer\UI\config\pharos.xml」 을 편집한다. 

<targets>태그에 UiServer 을 제외한 J2EE, TPMonitor, AnyLink, Webserver, Daemon 부분을 삭제한다. 

 

 

[그림] 6-3 <targets>태그 설정 

 

A.4. JAVA 디렉터리 수집서버 설정 파일 변경 

「PharosServer\JAVA\config\pharos.xml」을 편집한다. 

<targets>태그에 J2EE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고 UI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target>의 

port 값을 [그림] 6-4 처럼 J2EE:20: 뒤에 적어준다. 이 포트는 UI 서버의 PORT_AGENT 여야 한다. 

 

 

 

[그림] 6-4 <targets>태그 설정 

 

참고 

1. 수집서버를 분리할 때 database 의 <statistics-database>는 Stand-alone 방식의 database가 필요

하기 때문에 Oracle 또는 PostgreSql을 사용하도록 한다.(H2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권고하지 않

는다.) 

2. Pharos Trace 인 경우, PharosServer\UI\plugins 아래에 위치하는  

psp-category-data-maker-1.0.0.jar 파일을 PharosServer\분리한 서버\plugins 아래에 

위치시켜야 한다. 

 

 

A.5. 수집서버 분리 시 기동 및 종료 

 

수집서버 분리 시 수집서버를 기동 및 종료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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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버 「PharosServer\UI\bin」,「PharosServer\JAVA\bin」 내의 「start.cmd」, 「stop.cmd」 파일을 각각 

기동해도 되지만 편의상 수집서버 홈 디렉터리 경로 「PharosServer」 폴더의 「start_pharos.cmd」, 

「stop_pharos.cmd」 파일을 기동한다. 

 

1. 「start_pharos.cmd」 파일의 수집서버 홈 디렉터리 경로를 수정 후, 기동한다. 

 

 

 

 

 

2. 「stop_pharos.cmd」 파일의 수집서버 홈 디렉터리 경로를 수정 후, 종료한다. 

 

 

 

 

@echo off 

cd C:\PharosServer\UI\bin 

call stop.cmd 

C:\PharosServer  

sleep 5 

 

@echo off 

cd C:\PharosServer\JAVA\bin 

call stop.cmd 

C:\PharosServer  

sleep 5 

 

@echo off 

cd C:\PharosServer\LINK\bin 

call stop.cmd 

C:\PharosServer  

sleep 5 

C:\cd PharosServer 

C:\PharosServer>start_pharos.cmd 

C:\cd PharosServer 

C:\PharosServer>stop_pharos.cmd 

@echo off 

cd C:\PharosServer\UI\bin 

call start.cmd 

C:\PharosServer  

sleep 5 

 

@echo off 

cd C:\PharosServer\JAVA\bin 

call start.cmd 

C:\PharosServer  

sleep 5 

 

@echo off 

cd C:\PharosServer\LINK\bin 

call start.cmd 

C:\PharosServer  

sle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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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쉘에서는 정상 종료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약 30 초) 해당 프로세스를 kill 하는 

쉘 사용을 권고함 

 

B. Internet Explorer 설정 
Internet Explorer(이하 IE) 사용 시 Admin 화면에서 설정 값을 수정하거나 항목을 추가한 뒤에 UI 

화면에서 데이터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때, IE 인터넷 옵션의 검색기록 설정을 [웹 페이지를 열 

때 마다]로 변경한다. 

 

 

[그림] 6-5 IE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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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LA Event 구조 

C.1. SLA Event 발생 구조 

 

[그림] 6-6 SLA Event 동작 구조도 

SLA 이벤트 발생 후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이벤트 인지 판단함. 

    - 파로스 서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벤트항목들을 메모리로 관리 되고 있음 

② 이벤트를 DB 에 등록함. (INSERT 처리) 

    - 테이블: CURRENT_EVENT_LIST 

③ UI 에 알림. 

    - UI 에 REST 방식으로 CURRENT_EVENT_LIST 를 조회하도록 알림. 

④ 이전 이벤트처리를 수행함. 

    - ① 에 내용에 따라 내부(메모리)에 저장된 이벤트를 취득함. 

⑤ 이벤트 레벨 비교를 수행함. 

    - 메모리에 저장되었던 이벤트 레벨과, 현재 발생된 이벤트 레벨 비교함. 

⑥ 레벨이 같으면 ②에 등록한 이벤트를 업데이트함. (UPDATE 처리) 

⑦ 레벨이 다르면 ②에 등록한 이벤트를 삭제함. (DELETE 처리) 

⑧ ⑦에서 삭제된 이벤트를 DB 에 등록함. (INSERT 처리) 

    - 테이블 : EVENT_LIST  



부록 91 

 

최초로 발생되는 이벤트는 CURRENT_EVENT_LIST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 UI 화면에 이벤트를 표시 한다. 

UI 화면에 이벤트가 사라지는 시점은 이벤트 레벨이 NORMAL 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NORMAL 이 

발생되면 CURRENT_EVENT_LIST 테이블에 저장된 이벤트를 삭제시키고, 여기서 삭제된 이벤트는 

EVENT_LIST 테이블에 INSERT 된다.  

 

 이벤트 레벨은 WARNING, CRITICAL, NORMAL 3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EVENT 를 위해서 

CURRENT_EVENT_LIST, EVENT_LIST 테이블이 관리 되고 있다. CURRENT_EVENT_LIST 는 UI 에 표시되는 

이벤트와 같은 이벤트 정보를 담고 있고, EVENT_LIST 는 EVENT_ANALYZER 화면에서 리스트로 표시되는 

항목을 조회하기 위한 테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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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haros Java SQL plan 정보 생성 및 확인 

D.1. SQL plan 정보 추출 전 확인 사항 

<수집서버에서 대상 SQL문이 실행되는 DB로의 접근 가능 여부> 

실제 plan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아닌 수집서버에서 직접 대상 DB 로 접근을 하여 수행하기 

때문이다. 

 

<대상 user가 dictionary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Plan 정보를 추출할 때 'EXPLAIN PLAN ~'문을 사용하는데 이 때 dictionary 정보에 접근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해당 권한은 DBA 가 아래와 같은 쿼리를 이용해 권한을 할당하면 된다. 

GRANT SELECT ANY DICTIONARY TO USER; 

 

만약 모든 유저에게 권한을 할당하고 싶다면 아래 구문을 사용하면 된다. 

GRANT SELECT ANY DICTIONARY TO PUBLIC; 

 

<대상 SQL문을 수행하는 user가 테이블을 생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수집서버에서 plan 정보를 추출할 때 특정 테이블을 필요로 한다. 만약 특정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성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user 가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만약 테이블 생성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래 쿼리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해 주어도 된다. 

 

CREATE TABLE PHAROS_PLAN_TABLE(  

        STATEMENT_ID            VARCHAR2(30), 

        PLAN_ID                 NUMBER,  

        TIMESTAMP               DATE,  

        REMARKS                 VARCHAR2(4000),  

        OPERATION               VARCHAR2(30),  

        OPTIONS                 VARCHAR2(255),  

        OBJECT_NODE             VARCHAR2(128),  

        OBJECT_OWNER            VARCHAR2(30), 

        OBJECT_NAME             VARCHAR2(30),  

        OBJECT_ALIAS            VARCHAR2(65), 

        OBJECT_INSTANCE         NUMERIC, 

        OBJECT_TYPE             VARCHAR2(30),  

        OPTIMIZER               VARCHAR2(255),  

        SEARCH_COLUMNS          NUMBER, 

        ID                      NUMERIC, 

        PARENT_ID               NUMERIC,  

        DEPTH                   NUMERIC,  

        POSITION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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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                    NUMERIC,  

        CARDINALITY             NUMERIC,  

        BYTES                   NUMERIC,  

        OTHER_TAG               VARCHAR2(255),  

        PARTITION_START         VARCHAR2(255), 

        PARTITION_STOP          VARCHAR2(255), 

        PARTITION_ID            NUMERIC, 

        OTHER                   LONG,  

        DISTRIBUTION            VARCHAR2(30), 

        CPU_COST                NUMERIC,  

        IO_COST                 NUMERIC,  

        TEMP_SPACE              NUMERIC,  

        ACCESS_PREDICATES       VARCHAR2(4000),  

        FILTER_PREDICATES       VARCHAR2(4000),  

        PROJECTION              VARCHAR2(4000),  

        TIME                    NUMERIC,  

        QBLOCK_NAME             VARCHAR2(30) 

); 

 

CREATE UNIQUE INDEX PHAROS_PLAN_TABLE_IDX ON PHAROS_PLAN_TABLE(STATEMENT_ID, ID); 

 

 

D.2. SQL plan 정보 정상적으로 추출되는지 확인 방법 

“B.1. SQL plan 정보 추출 전 확인 사항” 모두 확인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plan 정보가 정상적으로 

추출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① 테스트는 SQLPlus를 이용한다. 

sqlplus user/password 

 

② 아래 쿼리문을 수행하여 plan정보를 생성한다. 

explain plan set statement_id = '1' into pharos_plan_table for 

select * from dual; 

 

③ 결과를 확인한다. 

SELECT decode(id,0,operation||'(OPTIMIZER='||optimizer||')',operation) OPERATION, 

level, 

position, 

options, 

decode(object_name,null,null,object_owner||'.'||object_nam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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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_type, 

object_instance , 

cost, 

cardinality,  

bytes, 

cpu_cost, 

io_cost, 

access_predicates, 

filter_predicates 

FROM PHAROS_PLAN_TABLE 

START WITH ID= 0 and STATEMENT_ID = '1' 

CONNECT by prior ID=PARENT_ID and STATEMENT_ID='1' 

ORDER BY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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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assandra 분산 방법 

E.1. cassandra, cassandra-cli 경로 수정 

분산하고자 하는 cassandra의 위치가 PHAROS_HOME 이 아닌 경우에만 수정한다. 

「$CASSANDRA_HOME/bin」의 cassandra, cassandra-cli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CASSANDRA_HOME/bin/cassandra, cassandra-cli (linux 장비인 경우) 

. ../../UI/bin/pharos_env.sh 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C:/PharosServer/PharosServer410/UI/bin/pharos_env.sh 와 같이 절대경로로 수정한다. 

 

2) $CASSANDRA_HOME/bin/cassandra.bat, cassandra-cli.bat (Windows 장비인 경우)  

call ..\..\UI\bin\pharos_env.cmd 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call /home/Pharos/PharosServer410/UI/bin/pharos_env.cmd 와 같이 절대경로로 수정한다. 

 

E.2. cassandra.yaml (관련  port 4개 )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CASSANDRA_HOME/conf/cassandra/cassandra.yaml」에서 아래 4 개의 port 를 각각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 TCP port, for commands and datals 

storage_port: 7000  

 

# encryption_options 

ssl_storage_port: 7001  

 

# port for the CQL native transport to listen for clients on 

native_transport_port: 9042  

 

# port for Thrift to listen for clients on 

rpc_port: 9160  

 

E.3. cassandra-env 포트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 

 

「$CASSANDRA_HOME/conf/cassandra-env」에서 JMX_PORT 를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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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SANDRA_HOME/conf/cassandra-env.sh (linux 장비 경우) 

# Specifies the default port over which Cassandra will be available for 

# JMX connections. 

JMX_PORT="7199" 

 

2) $CASSANDRA_HOME/bin/cassandra.bat (Windows 장비 경우) 

-Dcom.sun.management.jmxremote.port=7199^ 

 

E.4. pharos-server.cassandra.xml 에서 분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cassandra 설정 

 

「%PHAROS%/BASE_HOME/webapps/ROOT/WEB-INF/spring/pharos-server.cassandra.xml」에서 

bean id=cluster_xxx 설정 되어있는 항목 확인 후 분리하고자 하는 항목의 cassandra 설정 값을 변경한다. 

 

Ex) “E.2 cassandra.yaml (관련 port 4개)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에서 rpc_port를 9165로 한 경우에는 

9160을 9165로 변경한다. 

 

          <constructor-arg> 

   <value>localhost</value> 

  </constructor-arg> 

  <constructor-arg> 

   <value>9160</value> 

  </constructor-arg> 

  <constructor-arg> 

   <value>60000</value> 

  </constructor-arg> 

  <constructor-arg> 

   <value>false</value> 

  </constructor-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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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카테고리 구성 방법 

F.1. TREE 구조 등록방법 

UI 상에 보이는 카테고리 TREE 구조와 동일하게 등록하는 방법이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등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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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다중 등록방법 

ROOT Group 이 다중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TREE 구조 등록방법, 정렬 구조 등록 방법 모두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TREE 구조 등록방법으로만 설명하겠다. 

 

1) 서로 다른 ROOT Group이 동일한 하위 업무그룹 개수를 가질 경우 
분류 최상위업무그룹ID 최상위업무그룹NAME

ROOT_STATISTIC_GROUP ROOT1 업무그룹

ROOT_STATISTIC_GROUP ROOT2 채널그룹

분류 코드그룹ID 코드그룹NAME COLUMNNAME ISREPRESENTATIVEKEY

CODE_GROUP C1 업무코드 tx_code 1

CODE_GROUP C2 채널코드 ch_code 0

분류 최상위업무그룹ID 업무그룹NAME 업무그룹NAME 코드ID 코드NAME 코드그룹ID

TXCODE01 업무1 C1

TXCODE02 업무2 C1

TXCODE03 업무3 C1

TXCODE04 업무4 C1

TXCODE05 업무5 C1

TXCODE06 업무6 C1

TXCODE07 업무7 C1

TXCODE08 업무8 C1

C01 채널1 C2

C02 채널2 C2

C03 채널3 C2

C04 채널4 C2

C05 채널5 C2

C06 채널6 C2

C07 채널7 C2

C08 채널8 C2

ROOT1

업무그룹2-2

업무그룹2-1

업무그룹1-2

업무그룹1-1

업무그룹2

업무그룹1

채널업무그룹1

채널그룹1-1

채널그룹1-2

채널업무그룹2

채널그룹2-1

채널그룹2-2

STATISTIC_GROUP

ROOT2

 

 

2) 서로 다른 ROOT Group이 다른 하위 업무그룹 개수를 가질 경우 

 

 

 

 

 

 

분류 최상위업무그룹ID 최상위업무그룹NAME

ROOT_STATISTIC_GROUP ROOT1 업무그룹

ROOT_STATISTIC_GROUP ROOT2 채널그룹

분류 코드그룹ID 코드그룹NAME COLUMNNAME ISREPRESENTATIVEKEY

CODE_GROUP C1 업무코드 tx_code 1

CODE_GROUP C2 채널코드 ch_code 0

분류 최상위업무그룹ID 업무그룹NAME 업무그룹NAME 코드ID 코드NAME 코드그룹ID

TXCODE01 업무1 C1

TXCODE02 업무2 C1

TXCODE03 업무3 C1

TXCODE04 업무4 C1

TXCODE05 업무5 C1

TXCODE06 업무6 C1

TXCODE07 업무7 C1

TXCODE08 업무8 C1

분류 최상위업무그룹ID 업무그룹NAME 업무그룹NAME 업무그룹NAME 코드ID 코드NAME 코드그룹ID

채널그룹1-1-1 C01 채널1 C2

채널그룹1-1-2 C02 채널2 C2

채널그룹1-2-1 C03 채널3 C2

채널그룹1-2-2 C04 채널4 C2

채널그룹2-1-1 C05 채널5 C2

채널그룹2-1-2 C06 채널6 C2

채널그룹2-2-1 C07 채널7 C2

채널그룹2-2-2 C08 채널8 C2

ROOT1

업무그룹2-2

업무그룹2-1

업무그룹1-2

업무그룹1-1

업무그룹2

업무그룹1

채널업무그룹1

채널그룹1-1

채널그룹1-2

채널업무그룹2

채널그룹2-1

채널그룹2-2

STATISTIC_GROUP

STATISTIC_GROUP ROO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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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CODE 맵핑 구조 등록방법 

최 하위 업무그룹에 자동으로 코드를 등록 시킬 때 사용한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 하위 

업무그룹 ID 와 코드 ID 가 공통 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STATISTIC_GROUP 엑셀을 먼저 등록해 

주고, 추가로 CODE 엑셀을 등록해 주면 된다. 

 

SAMPLE01.xls 

분류 최상위업무그룹ID 최상위업무그룹NAME

ROOT_STATISTIC_GROUP ROOT1 업무그룹

분류 코드그룹ID 코드그룹NAME COLUMNNAME ISREPRESENTATIVEKEY

CODE_GROUP C1 업무코드 tx_code 1

분류 최상위업무그룹ID 업무그룹ID 업무그룹NAME 업무그룹ID 업무그룹NAME

업무그룹1-1

업무그룹1-2

업무그룹2-2

업무그룹2-1

STATISTIC_GROUP

SG01

SG02

TX0001

TX0002

TX0003

TX0004

ROOT1

업무그룹2

업무그룹1

 

 

SAMPLE02.xls 

 

 

전문위치는 (시작위치),(길이)로 되어 있고 코드 ID 의 값을 해당 부분만큼 짤라서, 업무그룹 ID 랑 

매칭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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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수집서버 업그레이드 시 확인 사항    

G.1. MainDB에서 컬럼 관련 에러가 발생한 경우 

1) 아래 테이블을 조회하여 스키마버전이 최신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확인 후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 최신 스키마로 변경한다. 

 

SELECT * FROM schema_version; 

 

2) init 파일에 새로운 insert 문이 추가되었는데 적용이 안된 경우, 릴리즈 노트를 확인하여 추가되는 

insert 문을 Main DB 에 넣어 준다. 

 

G.2. Cassandra에서 컬럼 관련 에러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버전 릴리즈 노트를 확인하여, 컬럼을 추가한다. 

 

G.3. Cassandra 에서 이전 데이터 조회가 안될 경우 

카산드라 DB 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PHAROS%/BASE_HOME/config/server.properties」 파일 내에 아래 

옵션을 true 로 변경한다. 아래 옵션을 통해서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use.cassandra.old.schema=false 

 

G.4. Real-Time 화면에 Active 거래가 표현되지 않는 경우 

1) Trace 환경일 경우 Web 에이전트 재기동 후 거래를 재확인 한다. 

 

2) Pharos Admin 화면의 Code Group Management 설정을 재확인 한다. 

- Data type 이 기존과 동일한 경우 : Code Group Management 의 System Field 와 Representive 가 

정상적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정상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설정 후 재기동 하여 재확인 한다. 

- Data type 이 기존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Code Group Management 의 System Field, Representive,  

Data type 설정을 확인 한다. 정상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설정 후 재기동 하여 재확인 한다.  

 

G.5. UI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1) 이전 세션정보 삭제 후 재접속하여 확인한다. 

2) 최신 UI 인지 확인 후 버전이 다르다면 UI 관련 파일만 업그레이드 후 재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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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Real-Time 화면의 Push Data 확인 방법 

H.1. 전체 Push Data 확인  

1. http://수집서버 IP:PORT/testhtml/pharos_push.jsp 를 크롬으로 접속하여 페이지 맨 아래 Last 부분을 

확인한다. 

 

[그림] 6-7 Real-Time Push Data 확인 

 

H.2. 특정 Push Data 확인 

「%PHAROS%/BASE_HOME/webapps/ROOT/testhtml/pharos_push.jsp」를 PJ_MEM, PJ_CPU, PJ_CP, PJ_CAT, 

PJ_OP, PJ_TPS, PW_CAS, PW_TPS, BIZ_CAT, BIZ_OP, BIZ_TPS, BIZ_TOPLEVEL_CAT, SLA_EVENT, SYS_CPU, 

SYS_MEM 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적용 후 수정 한다. 

… 

$('#testBtn').click(function(){ 

socket.emit('dataSelector', 

'{"tier":"TRACE","dataNameList":"PJ_MEM,PJ_CPU,PJ_CP,PJ_CAT,PJ_OP,PJ_TPS,PW_CAS,PW_TPS,BIZ_CAT,BIZ_O

P,BIZ_TPS,BIZ_TOPLEVEL_CAT,SLA_EVENT,SYS_CPU,SYS_MEM"}'); 

}); 

… 

[그림] 6-8 pharos_push.jsp (default 설정) 

 

아래 [그림] 6-9 와 같이 수정 후 pharos_push.jsp 에 접속하면 PJ_MEM, PJ_CPU 데이터의 PUSH 현황만 

확인 가능하다. 

... 

$('#testBtn').click(function(){ 

socket.emit('dataSelector', '{"tier":"TRACE","dataNameList":"PJ_MEM,PJ_CPU"}'); 

}); 

… 

[그림] 6-9 pharos_push.jsp (PJ_MEM, PJ_CPU 설정) 

http://수집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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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집서버 v4.0.3 > v4.1.0 패치 확인 내용 

I.1. 패치 진행 순서 

1) Pharos Java Agent v410 으로 업그레이드 (필수) 

 

2) 「%PHAROS%/BASE_HOME/webapps/ROOT/WEB-INF」 의 lib, sping, web.xml 변경 

 

3) Business Management – Code Group Management 의 Data type 설정 변경 

아래 그림과 같이 GLOBAL_METHOD_META 앞, 뒤에 “$$” 를 추가한다. 

 

[그림] 6-10 Code Group Management - Data type 설정 

 

I.2. 추가된 설정 내용 

1) 「%PHAROS%/UI/bin/pharos_env.sh(cmd)」 파일에 Report 저장 경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추가 

… 

###### Report File Path Setting ###### 

REPORT_DOCUMENT_PATH=%PHAROS_BASE%/report/documents 

PHAROS_OPTIONS=%PHAROS_OPTIONS% -Dreport.ducuments.path=%REPORT_DOCUMENT_PATH% 

###################################### 

[그림] 6-11 pharos_env.sh - Report 저장 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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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AROS%/BASE_HOME/config 」 에 report.properties 추가 

# default : html, pdf, doc, pptx, xlsx  

report.file.format= html, pdf, xlsx 

 

# topN number setting : min number is 10 

report.java.sql.topN = 10 

report.java.uri.topN = 10 

report.tp.service.topN = 10 

report.tp.sql.topN = 10 

report.link.service.topN = 10 

report.biz.topN = 10 

 

# default : en 

# en|ko 

report.language = en 

[그림] 6-12 report.properties 설정 내용 

 

3) 「%PHAROS%/BASE_HOME/config 」의 server.properties 

#representative.bizcode.key.name=SVC_NAME 항목 주석처리 후 사용. 

기존 사이트 호환하기 위해서만 주석 해제한다. 

 

4) 「%PHAROS%/BASE_HOME/config 」에 java_exception_exclude_list.properties 추가 

# exception full path, not use pattern 

#java.lang.NullPointerException=exclude 

[그림] 6-13 java_exception_exclude_list.properties 설정 내용 

 

5) 「%PHAROS%/BASE_HOME/config 」에 statistics_event_autoclose_interval.properties 추가 

# STATISTICS EVENT LIST 

# 5sec : 5000 

# 1min : 60000 

# 10min : 600000 

 

# COMMON  

1MIN=60000 

10MIN=600000 

HOUR=600000 

DAY=600000 

 

# SPECIFIED STATISTICS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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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_ERROR_COUNT=600000 

[그림] 6-14 statistics_event_autoclose_interval.properties 설정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