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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에 대하여 
 

안내서의 대상 

본 안내서는 ENPHAROS JAVA®(이하 ENPHAROS JAVA)를 사용하여 WAS를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이다. ENPHAROS JAVA를 이용해서 WAS의 성능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개념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ENPHAROS JAVA를 사용해서 WAS의 성능 

모니터링으로 장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서의 전제 조건 

본 안내서는 ENPHAROS JAVA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ENPHAROS JAVA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 

및 특성에 대한 습득을 위한 기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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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관련 안내서 

본 안내서는 기본적인 ENPHAROS JAVA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며, ENPHAROS JAVA의 설치 

및 운영 안내서는 다루지 않는다. 

 

● "ENPHAROS JAVA Installation Guide" 

ENPHAROS JAVA의 설치 및 삭제방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 "ENPHAROS JAVA Administration Guide" 

ENPHAROS JAVA의 에이전트에 대한 환경설정 파일과 시스템 관리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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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구성  

 

ENPHAROS JAVA User Guide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소개 

ENPHAROS JAVA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및 로그인, 로그아웃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2장: Real-Time Monitor 

ENPHAROS JAVA의 메인 화면인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3장: Request Analyzer 

Request 의 상세 Call-Tree 정보를 분석하는 화면 구성과 사용방법을 기술한다. 

 

● 제4장: Statistics Analyzer 

통계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5장: Top-N Analyzer 

Top-N을 통한 분석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6장: Issue Analyzer 

이슈 통계 정보를 통한 분석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7장: Event Analyzer 

이벤트 통계 정보를 통한 분석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8장: Compare Analyzer 

   과거특정일 간의 업무 성능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9장: JVM Real-time 

WAS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리소스 성능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에 대해서 기술한다. 

 

● 제10장: Class Manager 

WAS 기동시 Class Loader에 의해 로딩된 Class, Method정보를 표시해 주고 호출건수에 대한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에 대해서 기술한다. 

 

● 제11장: JVM Thread 

WAS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리소스 성능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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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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환경 
 

종류 요구사항 

Software 
Web Browser 

Internet Explorer 7.0 이상, Mozilla Firefox 4.0 이상 

Google Chrome, Safari 5.0 이상, Opera 11 이상 

Viewer Adobe Flash Player 11.9 이상 

Hardware 

NIC 100Mbps 

RAM 1024MB 이상 메모리 공간 

Display 최소 1024X768 해상도, 24bit 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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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PHAROS JAVA 소개 
 

ENPHAROS JAVA®(이하 ENPHAROS JAVA라고 함)는 Web Server System(이하 WAS라고 함) 기반에서 실행

되는 서비스1가 호출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으로 프로세싱 플로우(Processing flow)에 대한 

정보와 WAS의 상태정보, 거래 부하율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WAS, 어플리케이션간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성능저하 이슈들을 쉽게 찾고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ENPHAROS JAVA 의 주요 모니터링 영역은 다음과 같다. 

 분산된 각 WAS 의 JVM CPU, JVM 메모리에 대한 모니터링 

 분산된 각 WAS 쓰레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분산된 각 WAS 서비스(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전체 거래 부하율 및 처리율에 대한 모니터링 

 

각 영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여러 시스템에 걸쳐 분산 처리되고 있는 각 시스템에 대한 상

태, 각 WAS에 대한 상태, 개별 WAS서비스의 상태, 각 거래에 대한 업무처리 상태 등을 가독성 높은 여

러 실시간 차트들을 제공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 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이벤트

알림을 통하여 즉각 알려준다. 이러한 이벤트는 사용자 설정에 의하여 정의되며 업무적인 조건을 포함하

여 설정할 수 있다. 어떠한 시스템의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려주기 때문에 장애발생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ENPHAROS JAVA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처리 되었던 거래들에 대하여 통계화 된 

데이터로 산출하여 시간대 별, 업무 별, 처리결과 별, 에러코드 별, 채널코드 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차트화 하여 제공해 준다. 이들 통계 데이터는 1분, 10분, 1시간, 하루 단위의 통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

으며 WAS서비스 등의 튜닝 및 장애예방을 위한 사후분석을 위해 사용이 된다.  

 

ENPHAROS JAVA는 WAS서비스 프로그램의 원본 소스수정 없이도 프로그램의 가시성(visibility)을 부여하

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버깅 작업 또는 원본소스 확인 없이도 수행된 메소드 및 SQL과 그에 대한 처

리시간(Elapsed time)과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이슈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소지가 큰 

메소드와 SQL 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특히 SQL에 대해서는 바인드 변수에 대한 값과 패치(fetch)

건수, 소스라인, 수행결과 코드에 대한 SQL의 종합적인 수행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ENPHAROS JAVA에서 하나의 거래는 속성을 나타내는 메타정보들과 오류정보, 그리고 Call-tree 정보로 구

                                           

 

 

1 서비스: WAS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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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메타정보는 주로 업무적인 내용의 코드들의 집합으로써 거래코드, 업무코드, GUID, 세션정보, 

프로그램정보, 업무 파라미터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하나의 거

래가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되는 과정은 수 많은 함수들과 SQL 문들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함수

들의 수행정보들과 SQL 문에 대한 수행정보들을 호출된 순서대로 트리(tree)구조로 구성하여 거래의 처리

과정(processing flow)을 가시성(visibility) 있게 부여하여 나타내는 데이터를 Call-tree 데이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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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al-Time Monitor 
Real-Time Monitor(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이라 함)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대한 거래추적 상태 정보를 하

나의 화면에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대시보드 화면으로 현재 진행중인 거래를 나타내는 Active Request 리

스트, Request 건수, Tier 별 성능 정보, 에이전트별 처리 현황,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의 CPU와 메모리량, 

개별 Request 성능 분포도인 Request Performance, Response Time 등을 표현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에 표현되는 데이터 중 차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5초 간격으로 표현하고, Active Request 리스트 차트나 

Request Performance 차트는 실시간으로 표현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선택은 “2.2.3. Layout”에서 설

명한 것처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다. 

 

Real-Time Monitor(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이라 함)는 대시보드 형태로 ENPHAROS JAVA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 중에 실시간성 모니터링을 위한 가시성 있는 차트들만을 뽑아 사용자관점에서 모든 대상 영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만든 메인 화면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JVM CPU, JVM Memory 등 WAS 리소스 사용률 

 각종 이벤트 

 거래 부하율(초당, 10분, 24H) 

 거래 처리율 (WAS서비스관점/SQL 관점) 

 User 접속 현황 

 평균 응답시간 

 Active Request 

 Request Performance 

 

 

[그림] 2-1 실시간 모니터링 - Transaction Tracking 화면 구성 



 

Real-Time Monitor 17  

 

① User : 현재 접속자 수 

② TPS : Agent별 최근 5분간 초당 처리건수 분포를 나타내는 차트 

③ CPU : Agent별 최근 5분간 JVM CPU 사용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차트 

④ Memory: Agent별 최근 5분간 JVM Memory 사용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차트 

⑤ Logical Monitored Systems : 논리적인 부하량 및 처리량을 표현 

⑥ Monitored Systems : 모니터링 대상 시스템의 주요 상태를 표현 

⑦ Throughput : 하루 동안의 발생된 거래량을 10분 단위로 추이차트로 표현된 추이차트 

⑧ Average Response Time : 하루 동안 처리된 거래에 대한 응답시간을 10분 단위로 추이차트로 표

현된 추이차트 

⑨ Active Requests : 현재 처리되고 있는 서비스의 상황을 Grid 로 표현 

⑩ Request Performance : 최근 5분간 처리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수행시간과 수행결과에 따라 표

현되는 점차트 

 

Logical Monitored Systems, Monitored Systems, Active Requests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발생시 표현이 되고, 

Throughput 차트, Average Response Time 차트는 10분 간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나머지 Request Time 

차트, TPS 차트, CPU 차트, Memory 차트, Request Performance등의 차트는 5초 간격으로 표현하고 데이

터 갱신이 이루어진다. 

 

2.1. User 
User 차트는 5초 간격으로 최근 5분간의 접속자 수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에이전트 별로 그래프의 컬러

가 다르게 표현한다. 업무별로 그래프의 컬러가 다르게 표현되며, 차트 확대가 가능하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상위에 위치하면 대그룹 업무명, 시간, 요청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User에 따른 그래프 

 

2.2. TPS 
TPS (Throughput Per Second) 차트는 대그룹 업무별로 5초 간격으로 최근 5분간 초당 처리 건수를 그래

프로 표현한다. 기본적으로는 HTTP/JDBC Layer별 확인이 가능 하며, 에이전트 별로 그래프의 컬러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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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되며, 차트확대가 가능하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상위에 위치하면 에이전트 명, 날짜, 시

간, 해당 시간 처리율, 처리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TPS에 따른 그래프 

 

2.3. CPU 
CPU 차트는 에이전트 별로 5초 간격으로 최근 5분간 CPU 사용률을 그래프로 표현한다. 에이전트 별로 

그래프의 컬러가 다르게 표현되며, 차트확대가 가능하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상위에 위치하면 

에이전트 명, 시간, CPU 사용률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4 에이전트 별 CPU 차트 

 

2.4. Memory 
메모리 차트는 에이전트 별로 5초 간격으로 최근 5분간의 JVM의 Heap 메모리의 사용량을 그래프로 표

현한다. User 차트와 같이 오른쪽 상단의 왼쪽 버튼을 통해 에이전트 칼라 범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

트 확대가 가능하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상위에 위치하면 에이전트 명, 시간, 메모리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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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에이전트 별 메모리 차트 

 

2.5. Logical Monitored Systems 
Logical Monitored Systems 차트는 WAS 시스템 전체에 대한 처리 응답시간과 요청 건수, TPS(초당처리건

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어 시스템의 현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차트로 Layer별(HTTP/JDBC) 요청 건수

와 TPS(초당 처리율)로 나타낸다. TPS의 수치가 증가 할수록 스피드메타의 애니메이션 속도도 증가하게 

되므로 스피드메타의 애니메이션이 매우 빠르게 동작한다면 이는 많은 부하를 받아 처리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6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별 차트 

 

현재 실행중인 서비스의 수행시간에 따라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다. 

각 색상의 의미는 [표] 2-1과 같다. 

경고색 설명 

파란색 (Normal) 요청수행시간 <= 5 

주황색 (Warning) 5 < 요청수행시간 <= 10 

빨간색 (Critical) 10 < 요청수행시간 

[표] 2-1 수행되고 있는 시간에 따른 경고색 

 

2.5.1. HTTP Layer Active Requests 

HTTP Layer Active Requests는 HTTP Layer에서 현재 처리중인 요청 건수와 TPS(초당 처리 건수) 정보를 

표현한다. 아래 [그림] 3-14 에서 현재 처리중인 HTTP Requests는 22건이고, 또한 TPS는 6.20건 이다.  

 



 

20 ENPHAROS JAVA Guide 

  

[그림] 2-7 HTTP Layer Active Requests 

 

참고 

사용자가 HTTP, JDBC Layer 외에 다른 Layer를 추가하면 추가된 Layer의 데이터는 HTTP Layer Active 

Request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2.5.2. JDBC Layer Active Requests 

JDBC Layer Active Requests는 HTTP Layer에서 현재 처리중인 요청 건수와 TPS(초당 처리 건수) 정보를 

표현한다. 아래 [그림] 3-15 에서 현재 처리중인 JDBC Requests는 4건이고, 평균 TPS는 3.90건 이다.  

 

  

[그림] 2-8 JDBC Layer Active Requests 

 

2.5.3. Total Active Request Information 

Total Active Request Information은 평균 응답 시간, Active Request의 건수 그리고 JVM Instance 수에 대

한 정보를 표현한다. 

 

  

[그림] 2-9 Total Active Request Information 

 

목록 설명 

Response Time 현재 처리중인 Active Request에 대한 평균 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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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ctive 현재 처리중인 Active Request 건수 

JVM Instance JVM Instance의 수 

[표] 2-2 Total Active Request Information 항목 정보 

 

2.6. Monitored Systems 
Monitored Systems 차트는 현재 접속되어 있는 에이전트의 상태를 표현하는 차트로 각각의 에이전트 별

로 JVM CPU 사용률, JVM 메모리 사용률, 현재 Active Request 처리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Monitored Systems은 등록되어 있는 각 에이전트들의 상태를 육면체 형태의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에이

전트 별로 발생되는 각각의 Request들을 처리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색상을 부여하여 육면체의 밑면을 

채우는 방식으로 시스템 별 에이전트들의 현재 상황을 사용자에게 가시성을 높여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하

나의 뷰로 각 시스템 자원에 대한 상황, Request 처리 상황, 각종 이벤트 상황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한 모

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공된 강력한 기능들 중에 하나이다. 

 

다음은 육면체의 에이전트 모듈이 표현하고 있는 정보들이다. 

 에이전트의 기동 상태 

 Active Request 개수 

 Active Request 처리 시간별 색상 표시 

 시스템의 CPU/MEM 사용률 

 

 

[그림] 2-10 Non-Grouping 형식으로 에이전트 표현 화면 

 

차트에서 표현하는 색상의 의미는 [표] 2-3과 같다. 

경고색 내용 

초록색 (Normal) 요청수행시간 <= 5초 

주황색 (Warning) 5초 < 요청수행시간 <= 10초 

빨강색 (Fatal) 10초 < 요청수행시간 

[표] 2-3 수행시간에 따른 경고색 

 

2.6.1. 에이전트 별 상태 및 실시간 정보 

Monitored Systems에서 표현되는 각각의 에이전트 모듈들에 대해 발생한 이벤트의 종류, 현재 처리중인 

Active Request 건수, CPU 정보(%), 메모리 정보(%), 에이전트 명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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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에이전트 정상상태와 이벤트 발생상태 

 

[그림] 2-11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에이전트명 
Active Request 

처리 경과시간 

Active Request 

건수 

에이전트 

상태정보 

EAI_01 5초 이하 (Normal:초록색) 0 Active 

MCIWEB 10초 이상 (Fetal:빨강색) 20 Active 

eapapp01_01 - - down 

[표] 2-4 에이전트 정보 

 

2.6.2. JVM Real-time Analyzer 연계 

현재 Active 서비스를 처리중인 에이전트를 클릭하면 ‘JVM Real-time’ 화면과 연계되어 현재 Active중인 

서비스에 대한 Thread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 Monitored Systems 차트와 JVM Real-time Analyzer 화면과의 연계 

 

JVM Real-time에 관련 된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 “11.JVM Real-time”> 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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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hroughput 
Throughput은 서비스에 대한 Request 처리량을 표현하는 차트이다. 10분 간격으로 기록되며, 당일과 

Comapare Day 의 거래량을 10분 단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위에 위치하

면 데이터 포인트가 나타나며 오늘 해당 시간대에 요청 처리한 총 처리량과 24시간 전의 총 처리량을 데

이터 팁으로 표현한다. 

 

 [그림] 2-13 Throughput 10분 차트 

 

2.7.1. Statistics Analyzer 연계 

Throughput에 표현되고 있는 차트의 특정 시점을 클릭하면 Statistics Analyzer 화면으로 전환되어 클릭한 

지점에 해당하는 시간 범위 동안의 데이터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4 Throughput 과 Statistics Analyzer 연계 

 

Statistics Analyzer에 관련 된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 “4.Statistics Analyzer”> 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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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verage Response Time 
Average Response Time은 TPSVC Layer의 Throughput(처리량)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을 제공한다. 10분 

간격으로 기록되며, 오늘 발생한 평균 응답시간을 10분 단위로 종합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각 시간대의 

평균 응답시간을 비교할 수 있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위에 위치하면 해당 시간 평균 응답시간

과 24시간 전의 평균 응답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5 Average Response Time 10분 차트 

 

2.8.1. TOP-N Analyzer 연계 

Average Response Time 에 표현되고 있는 차트를 클릭하면 TOP-N Analyzer 화면으로 전환되어 클릭한 

지점에 해당하는 시간 범위 동안 처리된 거래를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6 Average Response Time 과 Top-N Analyzer 연계 

 

Top-N에 관련 된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 “5.Top-N Analyzer”> 를 참고한다. 

 



 

Real-Time Monitor 25  

2.9. Active Request 
Active Request 차트는 각 시스템에서 현재 처리중인 Reques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처리중인 

Request를 5초단위로 표현한다. Elapsed(s) 항목에 표현하는 텍스트 칼라는 Logical Monitored Systems 차

트에서 선택한 칼라가 적용되며 파란색은 5초 미만이고, 주황색은 5초 이상 10초 미만, 빨간색은 10초 이

상을 표현한다. 기본적으로는 HTTP/JDBC Layer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17 Active Request 차트 

 

대상 Request를 더블클릭 시 [그림] 2-18 과 같이 관련 된 Active Request에 대한 상세정보가 pop-up 되

어 출력된다.  

 

 

[그림] 2-18 Active Requests 분석 화면 

 

pop-up 창으로 활성화 된 Active Request 상세정보 화면은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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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현재 처리중인 Active Request의 목록이 출력이 되고, 하단부분에는 상단에서 선택된 Active request

에 해당하는 거래의 call-tree 구조가 출력이 된다. call-tree 데이터의 가장 아래 부분(마지막 부분)이 현재 

서비스 내에서 처리가 진행 중인 부분이다.  

이를 통해 현재 처리되고 있는 Request들 중 예상외로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Request를 대상으로 

Active Request 분석화면을 통하여 상세 처리과정을 확인하면 어느 부분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만약 SQL 처리 부분에서 늦어지고 있다면 SQL의 메타정보를 통해 SQL 

Full-Text 와 Bind Value 를 확인 할 수 있다. 

 

Active Request 상세정보 call-tree 영역에 대한 설명은 <본 문서 “3.2 Call-tree 영역”> 의 내용을 참조한

다 

 

2.10. Request Performance 
Request Performance 차트는 최근 5분 동안 발생한 Request들에 대하여 오류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색

상의 점으로 표시한 처리결과를 수행시간대의 좌표에 위치하게 하여 만든 분포도로써 사용자가 보다 쉽

게 서비스 요청들에 대한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극대화한 실시간 차트이다. 

Request Performance 차트의 구성은 현재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X축과 거래가 처리된 시간을 표현하는 

Y축의 좌표로 구성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처리완료 된 Request를 수신하는 대로 바로 표현해 주고 있다. 

현재부터 과거의 5분 동안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만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Request

에 대한 내용은 Request Analyzer 화면을 통해서 특정 시간대의 조회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Request Performance 차트는 여러 메뉴에서 같은 이름의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시간 모니

터링 메뉴에서만이 실시간성으로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메뉴에서는 과거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 표현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Request Performance에 표현되는 점의 색상은 오류종류를 나타낸다. [표] 2-5은 기본설정 된 오류종류에 

따른 색상표이다. 

 

구분색 설명 

파란색 정상 수행 

검정색 수행 시, DB SQL Error 발생 

주황색 수행 시, Memory Leak 발생 

형광핑크색 수행 시, WAS 서비스 Error 발생 

보라색 수행 시, 업무 에러 발생 

회색 수행 시, DB Uncommitted 발생 

[표] 2-5 Request Performance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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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Request Analyzer 연계 

Request Performance에 표현되는 Request들을 드래그하여 특정 범위를 선택하면 Request Analyzer 화면

으로 전환되어 해당 범위에 포함된 Request들의 상세 정보인 Call-tree를 확인 할 수 있다.  

 

Request Analyzer 에 대한 설명은 <본 문서 “3.Request Analyzer”> 의 내용을 참조한다 

 

 

[그림] 2-19 Active Requests 과 Request Analyzer 연계 

 

참고 

Request Performance 차트에서 드래그를 통하여 Request Analyzer 화면으로 이동 시 선택된 점 보다 

더 많은 Request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각 점들이 동일 시간대의 같은 위치에 중복되는 경우

가 발생하여 마치 하나의 점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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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equest Analyzer 

 

 

 

 

 

 

 

 

 

 

■ 3.1 Occurrences 영역 

■ 3.2 Call-tree 영역 

■ 3.3 CallTree Summary po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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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quest Analyzer 
Request Analyzer는 실시간 모니터링, Statistics Analyzer, Top-N Analyzer, Issue Analyzer, Event Analyzer 각 

메뉴의 Request Performance 영역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들의 Call-Tree를 확인 하거나 또는 

Request Analyzer 화면에서 기간 조회를 이용하여 Request에 대한 Call-Tree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Request Analyzer는 WAS서비스내의 처리 플로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각의 메소드와 SQL은 무

엇이고 그 처리시간이 전체 거래 처리 중 차지하는 비율이 어떠한지, 또 처리결과 값은 무엇인지, 이러한 

플로우를 갖는 거래의 속성 값들은 무엇인지 등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당시의 처리 플로우를 명

확히 알려주어 소스레벨까지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화면이다. 

Request Analyzer는 거래 시간과 GUID 및 URI로 조회를 하여 단독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실시간 모니

터링, Statistics Analyzer, Top N Analyzer, Issue Analyzer, Event Analyzer 등각 분석 메뉴의 Request 

Performance 영역과 연계되어 사용자가 선택한 최종 거래 데이터들의 Call-tree를 분석 할 수 있다는 것

이 가장 큰 장점이다. 

 

Request Analyzer에 대한 화면 구성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Request Analyzer 화면 구성  

 

3.1. Occurrences 영역 
Occurrences 영역은 선택된 거래들에 대한 리스트와 주요 성능정보들과 에러정보를 포함한다. 각각의 컬

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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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est : WAS서비스명 또는 거래코드에 의한 거래명을 나타낸다. 

 Agent : 각 시스템 별 구성된 WAS에 대한 ENPHAROS JAVA Agent명을 나타낸다.  

 Layer : ENPHAROS JAVA 에서는 기본적인 Layer는 HTTP 와 JDBC이고 이는 Criteria설정에 의해 

정할 수 있다.. 

 Elapsed(s) : 해당 거래가 처리된 총 시간을 나타낸다. 총 2가지의 색상으로써 처리영역을 구분하

는데, 초록색은 서비스가 수행한 총 시간을, 파란색은 SQL 이 수행된 총 시간을 나타낸다. 이는 

전체 서비스 수행시간 대비 SQL 수행시간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능이다. 커

서를 해당 거래의 Elapsed 그래프에 놓으면 관련 데이터 값이 표현된다. 만약 수행되었던 거래들 

중에 SQL 수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를 찾는 다면 Elapsed(s)에서 초록색 대비 파란색이 

긴 거래를 찾으면 된다. 

 Misc : 주로 해당 거래에 대한 이슈 사항과 이슈 발생 건수를 확인 할 때 사용된다. Ap Error, 

SQL Error, Error 등 3가지가 존재하며 발생 시마다 중복과 누적되어 에러정보가 보여진다.  

 AP Error : WAS어플리케이션에서 정의된 에러정보에 의해 발생한 업무에러 

 Leak : DataBase에서 SQL 수행 도중에 Leak이 발생한 에러 

 Error : WAS의 자체 에러(예:NotFoundException) 

 

[그림] 3-2과 [그림] 3-3은 Misc 내용에 대한 Call-tree 데이터에서의 해당 되는 부분을 나타낸 그림으로 

Misc 내용에는 “1 ApError”표기 되어 있는 것은 Call-tree 상으로는 WAS어플리케이션에서 업무 에러가 발

발생된 것 확인 할 수 있고, ”1 Err”은 SQL에러가 발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 Occurrences에서 Misc 정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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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Occurrences에서 Misc 정보 - 2 

 

3.2. Call-tree 영역 
Call-tree 영역은 Occurrences 영역의 대상 거래들 중 선택된 하나의 거래에 대한 각각의 수행된 함수들

과 SQL들에 대한 성능정보들과 에러정보, 거래의 속성을 나타내는 메타정보를 포함하는 거래 단위의 상

세 성능정보 영역이다. Call-tree 데이터의 기능은 WAS서비스 내의 처리 플로우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시성을 부여하여 제공하고, 주요 소스 레벨까지 성능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WAS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튜닝 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 화면이다. 

 

[그림] 3-4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Call-tree 분석화면이다. 

 

[그림] 3-4 Call-tree 분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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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tree 데이터를 통해서 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각 함수 및 SQL에 대한 Signature 와 Process time, 

Elapsed time, Gap time 등의 처리시간 정보들이다. 이들 정보들을 통해서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구간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Call-tree 영역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처리시간 정보들은 총 4가지의 색상으로써 처리영역을 구분하는데, 

초록색은 WAS서비스가 수행한 총 시간을, 파란색은 SQL 이 수행된 총 시간을, 보라색은 일반 함수가 수

행된 총 시간을 나타내고, 주황색은 이전 호출 응답처리 시간과 다음 호출 요청 시간과의 차이인 Gap 

Time을 나타낸다. 전체 걸린 시간과 이를 구성하는 색상만으로 대략 어느 영역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는

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Elapsed Time(s) : 호출 받은 서비스 또는 함수 또는 SQL이 요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 결과 값

을 리턴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Processing Time(s) : 호출 받은 서비스 또는 함수 또는 SQL이 요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 결과 

값을 리턴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하위 레벨의 수행되었던 각 함수와 SQL 의 처리시간을 뺀 

순수한 해당 서비스 또는 함수 또는 SQL 만의 처리시간 

 Gap Time(s): 이전 호출 응답처리 시간과 다음 호출 요청 시간과의 차이를 Gap Time 이라 하는

데, 이러한 시간 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전 호출과 다음 호출 간에 어떠한 pending이 발생할 

수 있는 로직에 의해 발생 된 시간 차로 이해하면 된다.  

 

3.2.1. 서비스 타입 

Call-tree 데이터의 가장 윗 상단 첫 부분은 Occurrences 의 Request와 동일한 데이터로써 서비스명 또는 

거래명(거래코드)으로써 거래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HTTP’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중

요 데이터 항목으로는 Processing Time 과 Elapsed Time 이 있고, 거래의 속성을 나타내는 메타정보와 처

리결과를 나타내는 오류정보가 있다. 

거래의 속성을 나타내는 메타정보에는 TX_CODE(거래코드), User data 부, GUID 등의 업무 종속적인 코드 

값등을 포함하고 있다. 처리결과를 나타내는 오류정보에는 업무서비스에서 정의한 오류코드와 그에 따르

는 오류 메시지를 포함한다. 

 

[그림] 3-5는 메타정보와 오류정보가 함께 설정 된 거래에 대한 Call-tree 데이터의 메타정보이다. 메타정

보로는 TX_CODE(거래코드), AP_ERROR_CODE(업무에러코드), AP_ERROR_MSG(업무에러메시지), CHNL_CD 

(채널코드), GUID에 대한 설정 된 값들이 있고, 오류정보로는 오류코드와 오류 메시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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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all-tree 서비스 데이터 및 메타정보 

 

3.2.2. Method 타입 

Call-tree 데이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타입 중의 하나로써 주로 사용자함수가 대상이 

되며 기본 ‘SERVLET’이 되며, 이를 criteria설정에 의해 Layer를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함수는 관련된 메타

정보가 없고, 단지 수행시간과 처리결과 값에 대해서만 관리를 한다.  

일반적인 사용자함수인 경우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한 설정과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3-6는 일반적인 형태의 사용자함수에 대한 Call-tree 데이터로 커서를 가까이 가져가면 관련된 내

용의 툴팁이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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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all-tree Method 데이터 

 

3.2.3. SQL 타입 

Call-tree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함수와 더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성능 이슈가 발생 하였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SQL 부분이다. 데이터 타입으로는 ‘EXEC_SQL’ 으로 정의된다. 

SQL은 일반 사용자함수와는 달리 SQL 수행결과정보를 위한 메타정보가 존재한다. 이 메타정보에는 수행

된 SQL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SQL Full-Text 를 포함하여 Bind Variable 개수, Bind 

Value, Fetch 건수, Update 건수, SQL Code 값, 소스파일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7은 SQL 타입의 Call-tree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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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Call-tree SQL 데이터 및 메타정보 

 

메타정보의 항목들 중 ‘query’ 부분의 값을 클릭하면 [그림] 3-8 의 SQL 수행정보가 pop-up 으로 뜬다. 

상단의 summary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SQL 메타정보가 출력되고 우측 부분에는 Bind Variable 과 Bind 

Value 에 대한 내용이 출력되고, 중간 Original SQL Text 부분에는 SQL Full-Text 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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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Instant Query 정보 

 

Instant Query pop-up 창의 아래 ‘Apply’ 버튼을 클릭을 하면 ‘Explain’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랫부분

의 ‘Applied SQL Text’ 부분에 우측 Bind Value로 설정된 SQL Full-Text 가 만들어진다. 이때 ‘Explain’ 버튼

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3-9의 SQL PLAN 정보가 출력된다. 

 

 

[그림] 3-9 SQL PLAN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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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성능저하가 발생 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SQL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DBA 수준의 

SQL 튜닝이 가능하다. 

 

단, SQL PLAN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이 필요하다.  

설정과 관련해서는 <ENPharosJAVA_AdministrationGuide_V5 의 4.부록 C. Pharos Java SQL PLAN 정보 생

성 및 확인>을 참고하도록 한다. 

 

3.3. CallTree Summary pop-up 
Calltree 영역 우측 상단의 Calltree Summary PopUp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Calltree Summary를 출력

한다. 이는 한 거래에 대하여 한 눈에 모든 상황을 가시성을 높여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그림] 3-10 CallTree Summary pop-up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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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tistics Analyzer 
Statistics Analyzer는 특정 시간 동안의 총 거래량, 방문자 수, 초당 처리 건수, 시간 대별 처리현황, 평균 

응답시간, JVM CPU 및 JVM Memory 에 대한 JVM 자원 사용률 등의 통계 정보를 토대로 여러 방면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특징으로는 차트의 내용을 Data Grid 형태로 출력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Request Top-N, Request Performance를 제공하여 업무 각각에 대해 상세 분석이 가능하고, 

각 차트는 일/시/분 단위로 드릴다운 기능을 제공하여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NPHAROS JAVA의 Statistics Analyzer 화면은 2개의 Layer 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Layer 선택에 따라 

'HTTP'와 'JDBC'을 기준으로 각 영역에 대한 통계 차트 및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HTTP'를 선택하면 

WAS서비스에 대한 각종 통계차트 및 데이터가 표시되고, 'JDBC'를 선택하면 SQL 수행에 대한 각종 통계

차트 및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즉, 거래 및 WAS서비스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HTTP’ Layer를 

선택하고, 순수 SQL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JDBC’ Layer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Statistics Analyzer에 대한 화면 구성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Statistics Analyzer 화면 구성 

 

화면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정 및 사용법은 <ENPharosJAVA_화면안내서 의 “5.Statistics Analyzer”> 부분

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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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통계분석방법 
일반적인 업무거래 또는 WAS서비스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Layer를 ‘JDBC’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

간대를 설정하여 조회하고 각 차트들의 그래프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대체로 Throughput 차트, Elapsed Time 차트, TPS 차트, Active Request 차트 및 Min.Active Request와 

Max.Active Request 차트는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 유형을 보인다. 그러나 Avg.Response Time 차트는 이

와는 반대의 증감을 나타낸다. 즉, 거래 부하량과 처리량이 높아 질수록 Avg.Response Time 차트의 그래

프는 낮아지고, 거래 부하량과 처리량이 낮아 질수록 Avg.Response Time 차트의 그래프는 높아진다. 이러

한 관계를 잘 파악하여 이들 차트들 중 어느 한 차트의 그래프가 이상징후를 보였다면 이는 WAS서비스

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그러한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 4-2 Statistics Analyzer의 HTTP 차트 

 

[그림]4-3은 Layer를 ‘JDBC’인 경우 Elapsed Time 차트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했던 구역에 대한 

Request 정보를 나타내는 차트로써 Request Top-N 에는 당시에 수행했던 WAS서비스들이 평균 응답시간 

기준으로 정렬되어 표현되고 있고, 아래의 Request Performance 차트에는 당시의 관련된 거래에 대한 처

리결과 분포도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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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JDBC의 Elapsed Time에 대한 Request Top-N 차트 

 

[그림] 4-4는 Request Performance 차트의 거래들 중 문제가 있는 1개의 거래에 대하여 드래그를 통해 해

당 거래의 상세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Request Analyzer 화면으로 이동하여 Call-Tree 구조를 파악

하는 그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구간의 원인은 SQL 응답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체적으

로 서비스 성능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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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JDBC의 Elapsed Time Request Top-N 차트와 Request Analyzer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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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p-N Analyzer 
Top-N Analyzer는 전체 업무 또는 선택한 특정 업무에 속하는 최하위 거래에 대해서 Criteria에 입력한 조

건에 따라서 분/시간/일 단위로 처리시간의 합, 평균 처리시간, 실패 건수, 이슈 건수, 성공 건수 등에 대

한 Top-N 정보를 제공한다. 동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많이 처리된 거래가 무엇이고, 처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거래가 무엇인지, 실패 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튜닝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사용이 된다. 

 

화면의 기본구성은 각 WAS서비스들의 처리상황에 대한 가시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총건수/이슈발생 건수 

기준의 Top10 차트 뷰 화면이 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부분의 원 차트들은 각각 Top-N 데이터의 

응답시간에 대한 Min, Average, Max, Sum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한눈에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치

를 비교 확인할 수 있다.  

 

Top-N Analyzer에 대한 차트-뷰 화면 구성은 [그림] 5-1 과 같다.    

 

[그림] 5-1 Top-N Analyzer Chart-View 화면 구성 

 

오른쪽 상단의 뷰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 뷰 화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화면 구성은 상단의 

Occurrences에서는 처리완료 되어 통계 데이터로 산출 된 WAS서비스에 대한 Top-N 을 Grid 데이터로 

제공하고, 아래 부분에는 해당 시간 동안의 Trend 차트와 각 거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여주는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들 3가지의 데이터와 차트 분석을 통해 문제가 있는 WAS서비

스와 Request 를 찾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통해 해당 거래에 대한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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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구간에 대한 튜닝 및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Top-N Analyzer에 대한 리스트-뷰 화면 구성은 [그림] 5-2과 같다. 

 

[그림] 5-2 Top-N Analyzer List-View 화면 구성 

 

Layer 선택에 따라 'HTTP' 또는 'JDBC' 을 기준으로 Top-N을 검색할 수 있다. 'HTTP' 선택이면 URI란에 

WAS서비스명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하여 입력한 서비스명을 포함하고 있는 WAS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 'JDBC' 선택이면 Query란에 관련 된 SQL 전체 또는 일부만 입력하여 입력된 Text를 포함

하고 있는 SQL에 대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Query란에 입력없이 전체 대상으로 Top-N을 검색하고자 

한다면 거래명 또는 WAS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HTTP’를, 거래 내에서 수행된 SQL에 대한 내용은 ‘JDBC’

을 선택하면 된다.  

 

관련된 UI 사용법에 대한 설명은 <ENPHAROS JAVA_화면안내서 의 “6.Top-N Analyzer”> 부분을 참고한다. 

 

5.1. Avg.Response Time 
조회 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발생한 모든 Request에 대해 평균 처리시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상위 

10개의 WAS서비스 또는 SQL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Chart-View 또는 List-View 형식의 데이

터로 표현하여 제공한다. 

 

[그림] 5-3은 WAS서비스를 평균 응답시간에 대하여 산출한 Top-N 데이터를 List-View 형식으로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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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차트를 통하여 평균 응답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구간을 찾아 Request 를 확인한 후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걸린 request를 드래그하여 Request Analyzer 연계를 통한 거래의 Call-Tree를 상세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Request Analyzer 연계를 통한 거래의 Call-Tree 데이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

은 SQL 수행시간이 느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3 Avg.Response Time 과 Request Analyzer 연계에 의한 Top-N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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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um Response Time 
조회 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발생한 모든 Request에 대해 전체 처리시간의 합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상위 10개의 WAS서비스 또는 SQL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Chart-View 또는 List-View 형식의 

데이터로 표현하여 제공한다. 

 

[그림] 5-4 Sum Response Time 과 Request Analyzer 연계에 의한 Top-N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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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은 WAS서비스를 전체 응답시간에 대하여 산출한 Top-N 데이터를 List-View 형식으로 확인하고, 

Trend 차트를 통하여 전체 응답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구간을 찾아 Request 를 확인한 후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걸린 request를 드래그하여 Request Analyzer 연계를 통한 거래의 Call-Tree를 상세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Request Analyzer 연계를 통한 거래의 Call-Tree 데이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

은 특정 메소드 처리시간이 느려졌고, 이로 인해 해당 거래를 처리하는 WAS서비스의 전체 응답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 Execution Count 
조회 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발생한 모든 Request에 대해 요청 건수가 많은 Request 순으로 내림차순 정

렬하여 상위 10개의 WAS서비스 또는 SQL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Chart-View 또는 List-View 

형식의 데이터로 표현하여 제공한다. 

 

[그림] 5-5은 WAS서비스의 총 수행건수에 대하여 산출한 Top-N 데이터를 List-View 형식으로 확인하고, 

Trend 차트를 통하여 가장 많이 호출된 구간을 찾아 Request 들의 분포도를 확인하고, 그 중에 가장 오

랜 시간 동안 처리 되었던 1건의 Request를 드래그하여 Request Analyzer 연계를 통한 Call-Tree 분석과

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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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Execution Count 과 Request Analyzer 연계에 의한 Top-N 분석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Request Analyzer 연계를 통한 거래의 Call-Tree 데이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

은 메소드 처리시간이 느려졌고, 이로 인해 해당 거래를 처리하는 WAS서비스의 전체 응답시간이 많아졌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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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ssue Count 
조회 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발생한 모든 Request에 대해 이슈 건수가 많은 Request 순으로 내림차순 정

렬하여 상위 10개의 WAS서비스 또는 SQL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Chart-View 또는 List-View 

형식의 데이터로 표현하여 제공한다. 

 

[그림] 5-6 Issue Count 과 Request Analyzer 연계에 의한 Top-N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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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은 HTTP의 이슈발생 횟수에 대하여 산출한 Top-N 데이터를 List-View 형식으로 확인하고, Trend 

차트를 통하여 가장 많이 호출된 구간을 찾아 Request 들의 분포도를 확인하고, 그 구간에 해당되는 

Request 여러개를 드래그하여 Request Analyzer 연계를 통한 Call-Tree 분석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Request Analyzer 연계를 통한 거래의 Call-Tree 데이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

은 모든 거래가 1개 이상의 에러가 발생 하였으며, 그 중 SQL 에러는 모두가 SQL문법 오류인[Unknown 

column 'a.sumprice' in 'field list']에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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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sue Analyzer 
Issue Analyzer 화면은 거래 처리 중 발생한 Issue에 대해 분, 시, 일 단위로 생성된 통계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통계 정보는 이슈 종류별로, 발생한 에이전트 별로 통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

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Issue Analyzer 화면은 제공되는 다른 분석 화면과 다르게 업무별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분서할 수 있는 화면이다. 

 

Issue Analyzer에 대한 화면 구성은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Issue Analyzer 화면 구성 

 

6.1. Issue 분석 방법 
Issue Analyzer 화면의 우측에는 Issue Count가 높은 순서대로 Issue List를 제공한다. Issue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떠한 Issue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했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ENPHAROS JAVA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의 Issue 를 정의하고 있다. 

Issue 명 내용 발생위치 

AP Error 업무로직에 의해 발생한 에러 업무로직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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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rror 일반적인 함수레벨의 에러로써 그 결과가 거래의 

성공 처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로직에 의해 발생 

 [표] 6-1 Issue 종류 

 

6.1.1. AP Error 

WAS서비스 내의 업무로직에 의해 발생되는 에러는 에이전트에서 어드바이스 설정으로 업무 에러를 정의 

할 수 있다. 메타 정보에서 키값인 ‘$$AP_ERROR_CODE$$’에 에러 코드를 정의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업무 

에러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림]6-2에 보이듯이 AP_ERROR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에러판단 우선순위가 가

장 높으므로, 모든 처리과정이 정상으로 처리가 되었더라도 사용자 출력전문의 에러코드 영역에 값이 설

정되어 있으면 해당 거래는 에러로 판단하게 된다. 에러코드와 함께 에러메시지도 출력전문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내용도 ‘Issue Contents’로써 사용자에게 출력하게 된다. 

 

 

[그림] 6-2 AP Error 

 

6.1.2. General Error 

WAS서비스 내의 어플리케이션이 수행에 따른 에러를 가리킨다. JAVA의 Excep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

플리케이션 수행도중 Exception이 발생이 되면 ENPharos에서는 이러한 Issue에 대해서도 통계화 처리하

고 있다. [그림]6-3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발생된 Exception이 [ java.lang.reflect.InvocationTargetException]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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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WAS Gener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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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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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Event Info 분석 방법 

■ 7.2 Event Analyzer를 이용한 상세분석 



 

60 ENPHAROS JAVA Guide 

7. Event Analyzer 
Event Analyzer는 모니터링 대상 시스템의 요청 처리 시 발생한 이벤트가 어떤 Request에 의해서 발생했

는지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Request 정보를 분석하여 이벤트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Event Analyzer에 대한 화면 구성은 [그림] 7-1과 같다. 

 

[그림] 7-1 Event Analyzer 화면 구성 

 

ENPHAROS JAVA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타입은 다음과 같다. 

  이벤트 유형 설명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는 수가 지정한 수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FILE_OPEN_COUNT File Open 수가 지정한 수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GC_COUNT Garbage Collector 수가 지정한 수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GC_TIME 
Garbage Collector 의 수행시간이 지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HTTP_CAT 
현재 HTTP를 통해 수행중인 요청 건수(서비스건수)가 초과하면 발생

하는 이벤트 

HTTP_RUNNTING_TIME 
HTTP Active Request 수행시간이 지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INSTANCE_LIVE 모니터링 대상인 WAS의 Live상태가 Down되면 발생하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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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_AP_ERROR JAVA AP ERROR가 있으면 발생되면 이벤트 

JDBC_CAT 
현재 JDBC를 통해 수행중인 요청 건수(JDBC건수)가 초과하면 발생하

는 이벤트 

JDBC_FETCH_COUNT 
현재 DataBase에서 가져오는 Data Fetch수가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

트 

JDBC_POOL_COUNT JDBC Connection Pool의 수가 지정한 수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JDBC_RUNNING_TIME SAL 수행시간이 지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JVM_CPU JVM CPU사용량이 지정한 수치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JVM_MEMORY JVM MEMORY사용량이 지정한 수치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JVM_MEMORY_RATE JVM MEMORY이벤트와 기능은 같다. 여기서는 수치를 %를 가리킨다. 

LEAK 메모리 Leak이 발생하는 수 

SOCKET_OPEN_COUNT Socket Open 수가 지정한 수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THREAD_CPU 
단일 Thread의 JVM CPU사용량이 지정한 수치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TP_POOL_COUNT TP Connection Pool의 수가 지정한 수를 초과하면 발생하는 이벤트 

[표] 7-1 이벤트 유형별 상세 정보 

 

7.1. Event Info분석 방법 

7.1.1. Event List 

ENPharos WAS 모든 화면에서 어떠한 화면으로 이동해도 바뀌지 않는 바(Bar) 영역이 3곳이 있는데, 각각 

메뉴 바, 이벤트 바, 통계 바가 그것이다. 이들 중 이벤트 바에는 처리되지 못한 이벤트를 포함하여 최근

에 발생한 이벤트까지 모두 관리가 되고 있고, 이를 클릭 시 Event Analyzer 와 연계가 되어, 해당 이벤트

에 해당하는 이벤트 리스트가 자동선택 되어진다. 이미 처리가 된 상태의 이벤트를 검색하여 확인하기 위

해서는 직접 Event Analyzer 화면으로 이동하여 검색란에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와 시간대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관련 된 이벤트내역이 이벤트 리스트에 출력된다. 

 

[그림] 7-2는 이벤트 바를 통해서 Event Analyzer 연계를 수행한 그림이다. 

 

[그림] 7-2 이벤트 리스트 

 

이벤트 리스트 항목 정보들 중에서 메시지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메시지 부분에 관련 된 WAS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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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대한 정보와 왜 이벤트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상세정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목록 설명 

Event 발생한 이벤트 명 

Level 발생한 이벤트의 등급 (WARNING: 경고, CRITICAL: 심각) 

Value 발생한 이벤트의 수치 값 

Agent 이벤트 발생 원인 

Occurred Time 이벤트 발생 시간 

Closed Time 이벤트 종료 시간 

Message 이벤트 발생 상세 정보 

[표] 7-2 이벤트 리스트 항목 정보 

 

7.1.2. Request List & Request Performance 

이벤트 리스트를 통해 선택된 이벤트에 대한 거래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이 Request List 와 

Request Performance 차트 이다. 이 영역에는 해당 이벤트를 발생 시켰던 거래들에 대한 요약 정보와 거

래가 발생 했던 시기에 대한 내용을 점 차트를 통해 제공해준다. Request Performance 차트는 Request 

Analyzer 화면으로 연계된다. 

 

 

[그림] 7-3 Request List & Reques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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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vent Analyzer를 이용한 상세분석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특정 Request들을 선택하면, Request Analyzer 화면으로 전환되

어 해당 Request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원인을 Request 

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상세 Call-Tree 를 통해 관련 서비스의 처리 내용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의 내용 파

악과 그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여 서비스의 튜닝 및 업무 시스템의 장애예방이 가능하다. 

 

 

[그림] 7-4 Request Analyzer 화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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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는 Event Analyzer 와 Request Analyzer를 이용한 원인 분석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든 이벤트 타입과 모든 이벤트 레벨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대에 발생했던 이벤트들을 검색한 결과 

‘HTTP_RUNNING_TIME’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벤트 리스트들 중 특정한 이벤트를 

선택하여 ‘HTTP_RUNNING_TIME’ 이벤트를 발생 시키는 WAS서비스가 1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찾았고, 이

것에 대한 처리과정 및 상세성능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Request Performance 차트의 점을 드래그하여 

Request Analyzer 화면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WAS서비스 연계를 포함하는 전체 Call-Tree 데이

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WAS서비스 특정 메소드의 Processing Time이 처리시간이 긴 것을 확인 하였다. 

해당 메소드가 예상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된다면 최적화 작업을 통해 Processing Time을 개선한다면 WAS

서비스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관련 이벤트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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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Compare 리스트 

■ 8.2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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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pare Analyzer 
Compare Analyzer는 과거 특정일과 당일의 Request 요청 건수, TPS, Response Time을 1시간 간격으로 비

교하여 보여주고, 트랜드 차트로 표현하여 금일 처리량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화

면이다. 또한 1분 간격으로 갱신되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ompare Analyzer의 화면 구성은 [그림] 8-1과 같다. 

 

[그림] 8-1 Compare Analyzer 화면 구성 

 

8.1. Compare 리스트 
Compare 리스트는 금일과 비교 일자의 처리건수, 실패건수, TPS, 평균 응답시간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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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Compare 리스트 

 

8.2. Trend 
트랜드는 시간대별 금일과 비교대상일 간의 차트를 선형그래프로 비교한다. 금일 데이터는 빨간색, 

비교날짜의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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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Compare 트랜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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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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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Usage 

■ 9.4 JVM Thread 

■ 10.5 Connection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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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VM Real-time 
JVM Real-time은 모니터링 대상 WAS 별로 JVM과 관련된 성능정보를 수집하여 WAS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화면에서는 실시간으로 접속자수, Response Time, Open File Count, Open Socket 

Count, JVM Memory 상세, Connection Pool 정보등을 볼 수 있다. 

 

 

[그림] 9-1 JVM Heap 화면 구성 

 

9.1. Usage 
실시간으로 WAS의 접속자 수, Response Time, Open File Count, Open Socket Count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9.2. JVM Heap 
JVM Heap는 JVM에서 사용하고 있는 Heap 메모리의 상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Heap Size, Non-

Heap Size의 각 영역 별 메모리 사용량, GC(Garbage Collector) Count, 수행 시간, Recent User, Recent 

Response등을 확인할 수 있다. 

 Heap/Non-Heap (상세 메모리 Heap Size) 

 Active Request (수행중인 요청) 

 Recent Heap/Recent Non-Heap (현 메모리 Heap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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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GC Count (현 GC 건 수) 

 Recent GC Time (현 GC 수행 시간) 

 

9.3. Connection Pool 
Connection Pool은 해당 모니터링 대상 WAS에서 사용하고 있는 JDBC Connection Pool의 현황 정보를 제

공 한다. 생성되어 있는 Pool Name 별로 Idle, Current, Min, Max 값을 표시하고 현재 Pool에서 수행 중인 

SQL 정보와 해당 URI 를 확인할 수 있다. 

 Pool Status (JDBC Connection Pool 현황) 

 Recent Idle (JDBC Connection Pool Idle 현황) 

 Recent Issue (JDBC Connection Poo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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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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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Class Manager 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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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lass Manager 
Class Manager는 선택한 WAS의 Class loader에서 로딩된 Class, Method정보를 Tree 구조 형식으로 보여

주며, 상세 추적 설정(Dynamic Profiling) 대상으로 선정된 Class, Method의 응답 성능에 대한 누적 정보를 

제공 한다.  

 

[그림] 10-1 Class Manager 화면 구성 

 

10.1. Class Manager 통계정보 
선택한 에이전트의 대한 Class 상세 정보를 표시하며, 각 Class 폴더 아이콘을 클릭 시, 하위 Class 폴더 

및 Method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목록 설명 

Signature JVM Class loader에 로딩된 Class, Method 정보(Tree 구조) 

Method 추적 대상(Profiling) Method 개수 

Enters Method 호출 건수 

Exits Method 종료 건수 

Errors Method 에러 건수 

[표] 10-1 Class Manager 항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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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JVM Thread OverView 

■ 11.1 JVM Threa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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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VM Thread 
JVM Thread는 JVM에서 생성된 Thread 리스트를 표시하며 현재 수행 중인 Request가 있을 시 해당 

Request의 URI, SQL문 을 확인할 수 있다. 동작중인 Thread의 현재 CPU, Status 를 표시 하며 Thread 

Control 제어기능을 제공 한다. 

 

 

[그림] 11-1 JVM Thread 화면 구 

 

11.1. JVM Thread OverView 
JVM에서 생성한 Thread 의 상태를 Overview 형식으로 제공하여 Thread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

트이다. Thread 상태별로 Current Alive, New, Runnable, Waiting, Timed Waiting, Terminated, Blocked 등에 

대한 개수를 나타낸다. 

 

11.2. JVM Thread Control 

11.2.1. Auto Refresh 

[Auto Refresh]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JVM에서 생성된 Thread 정보를 자동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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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Dump  

Dump 는 해당 JVM의 Full Thread Dump 를 생성하여 팝업 창에 표시한다. [Save]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가능하고 [Close]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을 닫는다. 

 

[그림] 11-2 Thread Dump 생성 및 출력 

 

11.2.3. Dump History 

Dump History는 에이전트에 의해 생성된 Thread Dump의 생성 내역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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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Thread Dump History 

 

11.2.4. Stacktrace 

선택한 Thread의 Stacktrace를 생성하여 팝업 창에 표시한다. [Save]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가능하고 

[Close]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을 닫는다. 



 

78 ENPHAROS JAVA GUIDE 

 

[그림] 11-4 Thread Stacktrace 생성 및 출력 

 

11.2.5. Interrupt 

선택한 Thread 에 대한 Interrupted Exception을 발생하여 Thread 종료한다. 

 

11.2.6. Stop 

선택한 Thread 를 강제 종료한다. 

 

11.2.7. Suspend 

선택한 Thread 를 일시 중지한다. 

 

11.2.8. Resume 

선택한 Thread 를 다시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