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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에 대하여
안내서의 대상
본 안내서는 ENPHAROS TRACE®(이하 ENPHAROS TRACE)를 사용하여 End-to-End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이다. ENPHAROS TRACE를 이용해서 End-to-End 성능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개념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ENPHAROS TRACE를 사용해서 End-to-End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서의 전제 조건
본 안내서는 ENPHAROS TRACE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ENPHAROS TRACE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 및 특성에 대한 습득을 위한 기본서이다.
본 안내서를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 End-to-End 거래추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WA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TP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관련 안내서
본 안내서는 기본적인 ENPHAROS TRACE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며, ENPHAROS TRACE의
설치 및 운영 안내서는 다루지 않는다.
● "ENPHAROS Server Administration Guide"
ENPHAROS Server에 대한 환경설정 파일과 시스템 관리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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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구성
ENPHAROS TRACE UI Guide는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소개
ENPHAROS TRACE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및 로그인, 모니터링 종료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2장: 전체화면 구성
ENPHAROS TRACE UI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3장: Real-time Monitor
ENPHAROS TRACE의 메인 화면인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4장: Request Analyzer
업무별 Request 의 상세 Call-Tree 정보를 분석하는 화면 구성과 사용방법을 기술한다.
● 제5장: Statistics Analyzer
업무별 통계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6장: Top-N Analyzer
업무별 Top N을 통한 분석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7장: Issue Analyzer
Issue 통계 정보를 통한 분석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8장: Event Analyzer
Event 통계 정보를 통한 분석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9장: Business Event Analyzer
Business Event 통계 정보를 통한 분석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10장: Compare Analyzer
당일과 과거특정일 간의 업무 성능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11장: Active Analyzer
업무별 통합 최신 성능 정보 및 응답시간에 대한 차트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12장: Viewer Analyzer
업무별 통합 성능 정보 및 상세 성능 정보 분석하는 방법 및 화면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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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Tier Analyzer
Tier Response Time 화면 구성과 각 Tier 별 응답시간 Overview 및 Trend 차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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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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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환경
종류
Software

Hardware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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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상

NIC

100Mbps

RAM

1024MB 이상 메모리 공간

Display

최소 1024X768 해상도, 24bit 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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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PHAROS TRACE 소개

■ 1.1 개요
■ 1.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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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PHAROS TRACE 소개
1.1. 개요
ENPHAROS TRACE는 개별 거래에 대해 영역 별 거래를 추적하여 전체 트랜잭션 처리 관점의 상세 성능
및 장애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솔루션으로써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인지하고 장애
원인을 도출하여 성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다.

1.2. 로그인
1.2.1. 접속
브라우저에서 ENPHAROS TRACE 접속 URL http://서버 접속URL 를 입력하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Ex)

수집서버의

IP가

127.XXX.XX.XX이고

포트번호가

45000번인

경우,

접속

방법은

http://127.XXX.XXX.XX:45000와 같이 입력한다.

1.2.2. 로그인
ID / PASSWORD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거나 [Login]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절차가 진행된다. 기
본으로 제공되는 계정은 유저(User ID)에 “admin” 비밀번호(Password)에 “ad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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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NPHAROS UI 로그인

1.2.3. 에이전트 선택
대상 에이전트는 모니터링 대상 제품(WAS, TP Monitor등)의 모니터링 단위(JVM단위, TP Monitor 인스턴
스)를 말한다. 모니터링 대상 에이전트는 ENPHAROS Admin 화면에서 등록된 것이 자동 선택된다. 로그인
후 선택 가능한 에이전트 목록은 Real-time Monitor 화면의 Monitored Systems의

Switch 설정 중 Agent

Selection 기능에서 표시할 수 있다, (3.6 참조)

[그림] 1-2 시스템 선택

참고
ENPHAROS TRACE는 선택한 에이전트를 화면에 표현한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에이전트는 화면에
표현하지 않을 지라도 선택하지 않은 에이전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ENPHAROS TRACE
화면에는 모두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제품도 모니터링하고 거래추적도 모니터링을 동시에 한다면
수집서버를

단일제품과

거래추적용으로

분리하여

구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거래추적용

수집서버에서 거래추적과 관련된 성능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정합성이 일치하고, 또한
ENPHAROS TRACE 화면에서도 거래추적 정보만 출력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편리하다.

1.2.4. 모니터링 종료
ENPHAROS TRACE 화면 상단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모니터링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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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모니터링 종료

4 ENPHAROS TRACE UI Guide

02
ENPHAROS TRACE 화면 구성

■ 2.1 메뉴
■ 2.2 툴바
■ 2.3 이벤트바
■ 2.4 정보표현부
■ 2.5 통계상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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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PHAROS TRACE 화면구성
ENPHAROS TRACE UI는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 툴바, 이벤트바, 정보표현부, 통계 상
태바로 이루어져 있다.
①

메뉴 : 실시간, 분석화면 화면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 버튼 영역

②

툴바 : 실시간 레이아웃 선택, 화면 설정 및 화면 최대화 버튼 아이콘 영역

③

이벤트바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임계값 설정에 따른 해당 경보 이벤트 상태 표현

④

정보표현부 : 메뉴에 따른 정보가 표현되는 영역

⑤

통계 상태바 : 통계 정보와 서버상태를 표현하는 영역

[그림] 2-1 화면 구성

2.1. 메뉴
실시간 및 분석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화면으로 전
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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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메뉴
①

Real-time Monitor : 실시간 데이터로 차트와 지표를 표현하여 시스템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화면.

②

Request Analyzer : 요청에 대한 처리 서비스의 상세 Call-Tree 정보를 분석하는 화면.

③

Statistics Analyzer : 실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1분, 1시간, 1일 단위로 통계된 정보를 분석하는 화면.

④

Top-N Analyzer : 처리량, 응답시간, 호출횟수 기준으로 layer 단위로 개별 분석 할 수 있는 화면

⑤

Issue Analyzer : 에러가 발생한 종류를 시간대별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

⑥

Event Analyzer : 발생한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

⑦

Business Event Analyzer : 업무관련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

⑧

Compare Analyzer : 과거특정일 간의 업무 성능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화면이다

⑨

Active Analyzer : 업무별 통합 최신 성능정보와 응답시간을 분석하는 화면

⑩

View Analyzer : 업무별 통합 최신 성능정보와 상세성능 정보를 분석하는 화면

⑪

Tier Analyzer : Tier 별 응답시간 Overview 및 Trend를 비교 분석하는 화면

2.2. 툴바
실시간 레이아웃 선택, 화면 설정, 화면 최대화를 할 수 있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 툴바
①

Real-time Layout

②

Preference

③

Full Screen

2.2.1. Layout Selection
정의되어 있는 5가지 템플릿 형태의 실시간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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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Real-tim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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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Real-time Layout 5가지 형태

2.2.2. Preference
화면표현 정보를 설정 저장할 수 있는 창을 표현한다. Language, Call-Tree Expression, Request Time out,
SLA Event Sound, Request Name Expression 을 설정할 수 있으며 Server, UI 의 버전 정보를 표현한다.

[그림] 2-6 Preference
① Language : 메뉴 및 메시지 표현언어 선택, 영어를 기본으로 선택한다.
② Call-Tree Expression : Request Analyzer 의 Call-Tree의 정렬 및 표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 Display Business Operations : 화면별 등록된 업무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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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equest Timeout : 조회화면의 타임아웃 시간을 조절한다.
⑤ SLA Event Sound : SLA Event 발생시 소리 알람을 On/Off 할 수 있다.
⑥ Request Name Expression : Request 형태의 결과 리스트들을 Transaction Name 과 Transaction
Code 를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선택한다.

2.2.3. Full Screen
모니터링 화면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브라우저의 상단 하단의 영역을 없애고 모니터링 화면을 모니터에
최적화하게 표현한다. [ESC] 클릭하면 이전화면 크기로 표현한다.

2.3. 이벤트바
이벤트바는 SLA Policy를 통해 동작되는 UiAlerter 경보 메시지 등을 표현한다. 메시지는 경보레벨, 이벤트
항목, 발생 에이전트로 표현한다.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의 상세정보가 표시되며 각 이벤
트를 클릭하면 Event Analyzer로 이동하여 상세 Event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 이벤트바

[그림] 2-8 이벤트 리스트
이벤트메시지에 마우스 오버하면 [그림] 2-8 처럼 Close 버튼이 나타난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이벤
트를 제거 할 수 있다.

[그림] 2-9 이벤트 Close

2.4. 정보표현부
정보표현부는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에 따라 실시간 화면 또는 분석화면을 표현하는 주 화면이다.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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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트와 리스트로 정보를 표현한다. 분석화면 조회영역과 그 결과를 표
현하는 영역으로 나뉘어 지며 차트와 리스트를 이용하여 손쉽게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5. 통계상태바
서버 상태 표현과 거래 처리 통계/실시간 정보 및 CAT Count 정보를 표현한다.

[그림] 2-10 통계상태바

① Server 상태 표시부 : Server Running, Server Down 을 표시.
② 통계정보 표시부 : 거래 처리 통계와 실시간 처리 정보 표시.
③ CAT Count 표시부 : 실행 중인 거래의 Normal, Warning, Fatal의 Count 수 표시.

목록

설명

Today Processed Count

오늘 현재까지의 처리 건수

Compareday Processed Count

비교일 전체 처리 건수

Current Active

현재 요청되고 있는 Active Service 수

Business TPS

업무수행 처리건수

Business Response Time

업무수행 처리 평균 응답시간
[표] 2-1 통계표시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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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eal-time Monitor

■ 3.1 Active
■ 3.2 TPS
■ 3.3 CPU
■ 3.4 Queue/Memory
■ 3.5 Logical Monitored Systems (CAT)
■ 3.6 Monitored Systems
■ 3.7 Throughput
■ 3.8 Average Response Time
■ 3.9 Active Request
■ 3.10 Request Performance
■ 3.11 Business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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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l-time Monitor
Real-time Monitor(실시간 모니터링)는 현재 진행중인 거래를 나타내는 Active Request List, Layer 별 성능
정보, 에이전트별 처리 현황,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의 CPU와 Memory, 개별 Request 성능 분포도인
Request Performance, Response Time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이다.

[그림] 3-1 Real-time Monitor 화면 구성
① Active : 업무별 현재 처리중인 건수
② TPS : 업무별 초당처리 건수
③ CPU : 에이전트(모니터링 대상 인스턴스)의 CPU 사용량
④ Queue/Memory : TP Agent의 Queue 수, WAS의 Memory(Heap Size) 사용량
⑤ Logical Monitored Systems : 에이전트의 서비스 Layer별 Inbound (예, HTTP, TPSVC), Outbound (예,
JDBC, TPSQL)의 TPS, 평균 응답 시간, Current Active Thread (CAT) 정보 표현.
⑥ Monitored Systems : 에이전트별의 상태 정보 표현
⑦ Throughput : 현재 처리량(Throughput)
⑧ Average Response Time : 평균 응답 시간
⑨ Active Request : 현재 요청 처리 현황 (Active Request)
⑩ Request Performace : 응답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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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ctive
Active 항목은 업무별 현재 진행중인 Request 수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5초 간격으로 최근 5분간의 업무
별 Request 수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업무 별로 그래프의 컬러가 다르게 표현되며, 마우스포인터를 선 위
에 위치하면 데이터포인트가 나타나며 에이전트 명, 시간, 사용자의 수를 데이터팁으로 표시한다.

[그림] 3-2 Active
오른쪽 상단 왼쪽 아이콘을 클릭 시 Active 차트의 Legend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Switch 창을 나타낸다. Switch 창의 선택정보는 저장되며 재실행시에 저장된 정
보로 표현된다

[그림] 3-3 Active Legend 및 Switch

3.2. TPS
TPS (Throughput Per Second)는 5초 간격으로 최근 5분간의 초당 처리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Layer 단위로 확인 가능 하며,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위에 위치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나타나며 에
이전트명, 시간, 해당 시간 처리율, 처리 건수를 데이터 팁으로 표시한다.
Real-tim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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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TPS
오른쪽 상단 왼쪽 아이콘을 클릭 TPS 차트의 Legend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의 스타
일을 변경할 수 있는 Switch 창을 나타낸다. Switch 창에서는 Chart Style, Layers를 선택 저장할 수 있다.

[그림] 3-5 TPS Legend 및 Switch

3.3. CPU
CPU는 모니터링 대상 에이전트의 CPU 사용률을 나타낸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위에 위치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나타나며 System CPU 사용률, User CPU 사용률, 에이전트명, 시간을 데이터 팁으로 표
시한다.

[그림] 3-6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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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단 왼쪽 아이콘을 클릭 시 User 차트의 Legend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Switch 창을 나타낸다. Switch 창에서는 Chart Style을 선택 저장할 수 있다.

[그림] 3-7 CPU Legend 및 Switch

3.4. Queue/Memory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록된 Agent 중에 TP Monitor 가 포함되어 있으면 Queue 차트가 기본으로 선택되
어지며 TP Monitor 가 존재하지 않으면 Memory 차트를 표현한다..

3.4.1. Queue
Queue는 5초 간격으로 최근 5분간의 모니터링 대상 TP 에이전트의 큐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래
프를 통하여 최근 5분간 큐에 얼마나 쌓여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TP Monitor 서버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실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위에 위치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나타나며 에이전트명, 시간, 큐건수를 데이터 팁으로 표시한다

[그림] 3-8 Queue
오른쪽 상단 왼쪽 아이콘을 클릭 시 Queue 차트의 Legend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
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Switch 창을 나타낸다. Switch 창에서는 Chart Style을 선택 저장할 수 있다.
Real-time Monitor

17

[그림] 3-9 Queue Legend 및 Switch

3.4.2. Memory
Memory는 모니터링 대상 에이전트의 메모리의 사용량(JVM의 Heap, TP의 System Memory) 그래프를
Memory 사이즈와 비율을 표시한다.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선위에 올려 놓으면 데이터 포인트가 나타나고 해당 시간대의 JVM의 Heap 메모리의 최대 메모리
크기와 사용 중인 메모리를 데이터 팁으로 표현한다.

[그림] 3-10 Memory
오른쪽 상단 왼쪽 아이콘을 클릭 시 User 차트의 Legend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Switch 창을 나타낸다. Switch 창에서는 Chart Style을 선택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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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CPU Legend 및 Switch

3.5. Logical Monitored Systems (CAT)
모니터링 대상 에이전트의 메모리의 사용량(JVM의 Heap, TP의 System Memory) 에이전트 정보를 그래
픽형태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화면이다. 에이전트의 서비스 Layer별 Inbound (HTTP, TPSVC 등), Outbound
(JDBC, TPSQL 등)의 Current Active Thread (CAT) 정보를 표현한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의 요

청 처리 건수와 TPS (초당처리건수), 응답시간을 나타낸다. TPS 의 값에 따라 스피드메타가 빠른 속도로
에니메이션 된다.

[그림] 3-12 Logical Monitored Systems

[그림] 3-13 Logical Monitored Systems
① Logical Type : 논리 시스템 그룹(Tier)으로 에이전트들이 속한 그룹들의 속성에 따라 WEB, WAS ,TP,
C Daemon, Java Daemon 으로 구분 표현된다.
② Inbound Layer : Service Layer 의 TPS/Response Time 을 표현하며 TPS 기분으로 Speedmeter 를 표
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③ Outbound Layer : SQL관련 Layer 의 TPS/Response Time 을 표현하며 TPS 기분으로 Speedmeter
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현재 실행중인 거래의 수행시간에 따라 색으로 표현한다. Normal 5초 미만, Warning 5초에서 10초, Fatal
10초 이상으로 구분한다. Switch 설정을 이용하여 레벨 컬러를 변경할 수 있다. [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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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Logical Monitored Systems Legend 및 Switch

3.6. Monitored Systems
Monitored Systems은 등록되어 있는 에이전트의 상태를 에이전트 모듈형태의 그래픽으로 표현한다. 에이
전트 모듈은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시간에 따라 개별 요청을 색으로 표현한다. 상단에 전체 요청 수를 표현
한다. 하단에는 메모리, CPU 사용률과 에이전트 명을 표시한다.

상단 화살표는 해당 에이전트의 이벤트

가 발생하면 발생 등급에 따라 색으로 표현한다. TP Monitor 에이전트의 경우 큐에 쌓이게 되면 모듈 안
에 원과 붉은색 숫자라 나타난다.

[그림] 3-15 Monitored Systems
차트에서 표현하는 컬러의 의미는 [표] 3-1과 같다.

경고색

내용

파란색

요청수행시간 <= 5

주황색

5 < 요청수행시간 <= 10

빨강색

10 < 요청수행시간
[표] 3-1 수행시간에 따른 경고색

Switch 에서는 Agent Module Type, Fill in blank, Agent Grouping, Agent Selection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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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Monitored Systems Legend 및 Switch

[그림] 3-17 Agent Module
①

Agent (Queue) : Running 중인 Agent이며 Queue 발생되어 있는 모습

②

Agent : Running 중인 Agent

③

Down Agent : Agent가 다운된 상태인 Agent

④

None Agent : Agent 정보가 없는 빈 에이전트, 빈 공간을 채우는데 사용된다.

⑤

Selected Agent : 사용자가 선택을 한 에이전트, 에이전트를 클릭하여 선택하며 실시간 화면이 선
택된 에이전트로 필터링 된다.

⑥

Grouping Agent : Grouping을 나타내는 박스로 표현되는 에이전트

⑦

Cube Small : 작은 크기의 에이전트

3.6.1. Agent Module Type
Switch 설정에서 Cube Large 와 Cube Small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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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Agent Module Type

3.6.2. Fill in blank
Switch 설정에서 기본값은 선택되어 있다. 선택을 해제하면 실제 에이전트의 수만큼만 표현된다.

[그림] 3-19 Fill in blank 해제

3.6.3. Agent Grouping
Switch 설정에서 Grouping을 선택하면 그룹단위로 에이전트가 표현된다.. 그룹설정은 ENPHAROS Admin
설정을 참조하면 된다.

[그림] 3-20 Grouping

3.6.4. Agent Selection
Switch 설정에서 Agent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그림] 3-21 의 선택창이 표현된다. 에이전트는 트리형
태로 표현된다. 초기 실행시 등록된 모든 에이전트가 선택되며 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선택을 완료하고 Select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의 모든 정보는 선택된 에이전트들로 재구
성되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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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Agent Selection

참고
에이전트 상태표시 그래프 영역을 클릭하면 선택한 에이전트에 대해 J2EE Instance 화면의 JVM Thread
컨트롤 화면으로 전환 되며 "10.4 JVM Thread" 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

3.7. Throughput
Throughput은 거래의 Request 처리량을 표현한다. 10분 간격으로 기록되며, 오늘과 Compare Day 의 거
래량을 10분 단위로 비교하여 보여준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위에 위치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나타나며 오늘 해당 시간대에 요청 처리한 총 처리량과 24시간 전의 총 처리량을 데이터 팁으로 표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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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Throughput
오른쪽 상단 왼쪽 아이콘을 클릭 시 Throughput 차트의 Legend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Switch 창을 나타낸다. Switch 창에서는 차트의 시간범위와 Compare Day
를 설정 저장할 수 있다

[그림] 3-23 Throughput Legend 및 Switch

3.8. Average Response Time
Average Response Time은 거래의 평균 응답 시간을 제공한다. 10분 간격으로 기록되며, 오늘 발생한 평
균 응답시간을 10분 단위로 종합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각 시간대의 평균 응답시간을 비교할 수 있다. 마
우스 포인터를 그래프의 선 위에 위치하면 해당 시간 평균 응답시간과 24시간 전의 평균 응답시간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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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Average Response Time
오른쪽 상단 왼쪽 아이콘을 클릭 시 Average Response Time 차트의 Legend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Switch 창을 나타낸다. Switch 창에서는 차트의 시간범위와
Compare Day를 설정 저장할 수 있다

[그림] 3-25 Average Response Time Legend 및 Switch

3.9. Active Request
Active Request 영역은 현재 처리중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처리중인 거래를 5초단위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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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Active Requests List 정보

목록

설명

Request

현재 처리중인 Request명

Agent

현재 Request를 실행하고 있는 에이전트 명

Elapsed(s)

시작 시간으로부터 경과 시간 (sec. 단위), 시간에 따라 색상을 달리함
[표] 3-2 Active Requests List 정보

오른쪽 상단 아이콘을 클릭 시 Active Request의 Legend를 표시한다.

[그림] 3-27 Active Requests Legend
Active Request List 중 하나를 더블클릭 하면, Active Requests 창이 활성화 되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을 Call-Tree 구조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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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Active Requests 상세정보 화면

3.9.1. Business Selection
Active Request 상세정보 화면은 주기적으로 Refresh 되며 최신 Active Request를 조회할 수 한다. 이때
특정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업무를 선택하기 위하여 [Business]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난
다. 이 중 조회를 원하는 업무그룹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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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Business 선택화면

3.9.2. Active Requests Refresh
[Refresh] 버튼을 클릭하면 5초마다 실시간으로 현재 처리중인 거래에 대한 List가 업데이트 된다.

[그림] 3-30 Refresh 버튼

3.9.3. Stack Trace
Stack Trace 영역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Thread(Java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의 Stack Trace를 Text로 표현되
며, Copy & Paste가 가능하다.

28 ENPHAROS TRACE UI Guide

[그림] 3-31 Stack Trace 정보

3.9.4. Active Requests Call-Tree
현재 처리중인 거래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 수행되었는지 Tree, Topology, Text 등의 형식으로 나타낸다.
[Processing Time] 선택을 통해 Processing Time이 오래 지연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고, [Issue] 선택을
통해 Issue가 발생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4장 Request Analyzer 참조]

3.10. Request Performance
처리가 완료된 거래는 실시간으로 Request Performance 영역에 하나의 점으로 표시된다. Request
Performance영역은 서비스 요청이 완료되면 해당 서비스가 얼마 동안 수행되었는지를 점으로 표현하는
영역이다. 5분 간만 표시해 주기 때문에 원하는 거래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Request
Analyzer에서 특정 시간대를 조회하면 된다. Request Performance 영역은 Real-time Monitor, Statistics
Analyzer, Top-N Analyzer, Issue Analyzer, Event Analyzer에 있으며 Real-time Monitor 탭의 Request
Performance 는 실시간인 반면에 나머지 Request Performance 는 검색 조건에 따른 통계 Requests 를
보여준다.

[그림] 3-32 Reques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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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색

설명

파란색

정상 수행

회색

수행 시, JDBC / (TP) SQL Uncommitted 발생

검정색

수행 시, SQL Error 발생

주황색

수행 시, Leak 발생

형광핑크색

수행 시, Error 발생

빨강색

수행 시, ApError 발생
[표] 3-3 Request Performance 색상

오른쪽 상단 왼쪽 아이콘을 클릭 시 Request Performance의 Legend를 표시한다. 이슈별 색상을 Color
Picker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를 설정할 수 있는 Switch 창을 나타

낸다. 차트의 Y축 최대, 최소값을 설정 저장할 수 있다.

[그림] 3-33 Request Performance Legend 및 Switch

[그림] 3-34 Request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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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Drag한 Request로 조회된 Request Analyzer

3.11. Business Monitoring
실시간 화면 Layout의 하나로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과 Business Performance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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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Business Monitoring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은 어제 24시간의 데이터와 금일 현재시간까지의 Total Count, Fail, Avg.
TPS, Avg. Response Time 데이터를 1분마다 재 조회하여 제공한다.

[그림] 3-37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목록

설명

Total

총 거래 건수

Fail

총 실패 건수

Avg. TPS(sec.)

하루 평균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sec.)

하루 평균 응답시간
[표] 3-4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정보

Business Performance는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Tier Response Time에 마우스 오버 시
해당 업무의 평균 응답시간과 각 Tier별 응답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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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Business Performance

목록

설명

Business Name

업무 그룹명 또는 서비스명

Total Count

업무 그룹 또는 서비스의 총 Request 수

In-progress

업무 그룹 또는 서비스의 현재 요청중인 Request 수

Success Count

업무 그룹 또는 서비스의 요청 처리 성공 횟수

Avg. TPS

업무 그룹 또는 서비스의 평균 초당 처리 건수

Current TPS

업무 그룹 또는 서비스의 현재 초당 처리 건수

Fail Count

업무 그룹 또는 서비스의 요청 처리 실패 횟수

Fail Rate

총 요청 건 중 실패 발생한 비율을 Percent로 나타낸 수치

Tier Response Time

업무 그룹 또는 서비스의 평균 응답 시간
[표] 3-4 Business Performanc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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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quest Analzyer
Request Analyzer는 기간 설정을 이용하여 조회한 Request, 또는 실시간 모니터링, Statistics Analyzer,
Top-N Analyzer, Issue Analyzer, Event Analyzer 각 메뉴의 Request Performance 영역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들의 Call-Tree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4-1 참조)을 가지고 Request List 및 Call-Tree를 자동 조
회한다. 화면 구성은 아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Request Analyzer 화면 구성

4.1. Criteria
처리 완료된 Request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시간설정, 최소 응답 시간, 최
대 조회 건수 설정, 글로벌 ID(Global Unique ID) / Request / 그 외 업무에 따른(Business 선택에 따라 동
적 변경됨) 검색 조건을 통하여 Request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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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Request Analyzer 조회 조건

4.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4-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설명

Period

모두 선택 해제

From 시간 선택

현재 시간의 10분 전

To 시간 선택

현재 시간

sec. 선택

3

Max. Rows 선택

1000

GUID / Request / 업
무 관점 입력
Business

공백
첫 번째 노드 선택. Business Tree 활성화. 확장되지 않은 크기.
[표] 4-1 Request Analyzer Criteria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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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Period 선택
1min / 10min / 1hour 선택(3중 택1)에 따라, From ~ To 시간 선택을 현재시간의 1분/10분/1시간 전 ~
현재시간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4-4 Period 1min 선택
[그림] 4-5 Period 10min 선택
[그림] 4-6 Period 1hour 선택

4.1.3. 시간 선택
조회하려는 Request가 처리된 날짜 / 시간 / 분을 설정한다. 최대 24시간 범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24시간을 넘어가면 조회 시 경고 팝업창이 출력되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

[그림] 4-7 시간 선택

4.1.4. 최소 응답시간 선택
응답시간이 지정한 응답시간(sec.) 이상의 Request만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다. 초단위로 입력되고,
최대 1000까지 입력 가능하다.
ex) 3초로 입력하면, 응답시간 값이 3초 미만인 Request는 검색에서 제외된다.

[그림] 4-8 최소 응답시간(sec.) 선택

4.1.5. 최대 조회 건수 선택
Request의 최대 조회 건수를 설정할 수 있다. 최소 1000건 ~ 최대 10000건까지 설정 가능하다.

[그림] 4-9 최대 조회 건수 선택

4.1.6. GUID 입력란
Request의 GUID(Global Unique ID) 기반으로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해당 GUID를 가진 Request만
조회된다. 모든 문자/숫자/특수문자가 입력 가능하며, 최대 48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
다.

[그림] 4-10 GUID 입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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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Request 입력란
Request명 기반으로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Request 명에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Request만 조회된
다. 모든 문자/숫자/특수문자가 입력 가능하며, 최대 250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림] 4-11 Request 입력란

4.1.8. 업무 관점 입력란
업무 관점의 다양한 기준으로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Business Tree에서 선택된 항목에 따라 0개 ~
n개의 조회 조건 입력란이 표시된다. 하나의 얘로 아래 그림의 ‘업무코드’항목의 경우, 각 Request의 업무
코드(TxCode)에 입력된 값이 포함되는 것만 조회한다. 모든 문자/숫자/특수문자가 입력 가능하며, 최대 32
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림] 4-12 업무코드 입력란

4.1.9. Business Tree
조회하고자 하는 Request 발생 업무 및 업무그룹 목록을 계층구조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4-13 Busines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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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Business Tree 사용 여부 CheckBox
Business Tree 타이틀 우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해제하면 Tree가 활성/비활성화 된다. Business Tree가 활
성화 된 경우에는 Search 버튼을 이용한 조회 시, Business Tree의 선택사항을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비활
성화 된 경우에는 Business Tree의 선택사항을 파라미터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4-14 Business Tree 활성화 / 비활성화

4.1.9.2. Tree Data Refresh
Business Tree 정보를 서버로부터 재 조회하여, Tree를 갱신한다. Business Tree 정보의 두 번째 노드까지
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4-15 Business Tree 갱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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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Business Tree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4-16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4.1.10.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Request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4-17 Search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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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그림] 4-18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4.1.12.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4-19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4.1.12.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4-20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Request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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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4-21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4.2. Request List 영역
Criteria 영역에서 조회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실시간 화면 또는 다른 분석화면의 Request
Performance 영역에서 원하는 Request를 선택했을 때, 해당 Request 목록이 출력되는 영역이다. Layer와
Remote IP 컬럼은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다. (설정을 통해 표시 가능) 리스트 첫 조회 시, Request List의
첫번째 항목이 자동 선택되어 해당 Request의 상세 Call-Tree를 조회한다.
각각의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Request에 대한 상세 Call-Tree를 볼 수 있다.

[그림] 4-22 Reques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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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Request
Agent
Elapsed(s)

설명
Request (업무코드/업무명)를 나타냄. UI Setting의 Request Expression 설정
에 따라 포맷이 바뀜
해당 Request를 처리한 에이전트 명
Request 처리 시간 (초 단위)
오른쪽 상단의 칼라 범례 기준으로 Bar 차트 표시

Accumulated(s)

Request의 누적 응답시간

Request Time

Request를 시작한 시간

Response Time

Request가 완료된 시간

Remote IP

IP Address를 나타냄

Misc.

Request에 포함된 Issue의 종류와 개수를 표현
[표] 4-2 Request List 항목 별 정보

4.2.1.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Request List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그림] 4-23 Request List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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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Column 표시/숨김 설정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Setting 팝업을 출력할 수 있다. 팝업에서 체크된 항목
들만을 화면에 표시한다. 이 선택사항은 캐시로 저장되어, 어플리케이션 재 실행 시에도 마지막으로 변경
한 상태와 동일하게 표현한다. Request / Accumulated(s) 항목은 설정에서 제외되어 항상 출력된다.

[그림] 4-24 Request 리스트 Column 표시/숨김 설정

4.2.3. Elapsed Time 툴팁
Elapsed Time의 Gauge Bar에 마우스 오버 시, Tier별 응답시간 정보를 툴팁으로 표현한다.
총 응답시간을 상단에 표현하고, Tier별 응답시간을 색상 구분하여 표현한다. Tier가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는 OTHERS로 분류되어 표현된다.

[그림] 4-25 Tier별 응답시간 정보 툴팁

44 ENPHAROS TRACE UI Guide

4.3. Request List  Call-Tree 높이 조절
Request 리스트와 Call-Tree 사이에 있는 VDivider를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크기를 조절할 수 있
다. Request 리스트와 Call-Tree는 최소한 3~4줄은 표현될 수 있는 크기까지만 축소된다.

[그림] 4-26 Request 리스트 최소 사이즈

[그림] 4-27 Call-Tree 최소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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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all-Tree 영역
Request List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상세 Call-Tree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all-Tree를 분
석해서 각 스텝 별 경과 시간, Meta 정보, Issue 여부, 어느 구간까지 수행되었는지 등 확인할 수 있다.
Call-Tree 필터링 및 처리시간/이슈 기반 탐색 기능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도 있다.
단품의 Call-Tree와 다르게 Tier 정보를 표현한다. 또한 TRACE의 Call-Tree는 요약 정보를 나타내며,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한다. No.와 Signature 컬럼 사이의 ‘상세 Call-Tree 데이터 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
당 노드의 상세 Call-Tree가 표현된다. 자세한 내용은 4.4.9.2. 상세 Call-Tree 조회 챕터에서 확인한다.

[그림] 4-28 Call-Tree

4.4.1. Call-Tree 필터링 컴포넌트
Call-Tree에서 원하는 내용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단, 모든 필터링 기능에서
Call-Tree의 Root 노드(최상단 노드)는 제외된다.

[그림] 4-29 Call-Tree 필터링 컴포넌트

4.4.1.1. 필터링 타입 선택 / 제거
돋보기 모양 버튼을 클릭하여 Call-Tree에서 보고자 하는 타입만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한 타입은
SVC / Method / SQL / Link-point 4가지이다. 타입은 여러 개 선택 가능하며, 중복 선택은 무시된다. 선택
한 타입은 돋보기의 우측에 표시되며, 마우스 오버 시 표시되는 X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항목에서 제거할
수 있다.

[그림] 4-30 필터 타입 선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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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선택한 필터 타입 제거 버튼

4.4.1.2. Signature 기반 필터링 입력란
돋보기 우측의 ‘Signature’ 입력란을 통해, 입력된 Text를 포함한 노드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림] 4-32 Signature 기반 필터링 기능

4.4.2. Call-Tree 탐색 컴포넌트
“처리시간이 높은 노드 순서대로 / Issue 항목을 가진 노드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한다. 탐색 기준은 ComboBox 형태로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선택된 항목을 기준으로 탐색한
다.

[그림] 4-33 처리시간 / 이슈 기반 탐색 컴포넌트
[1]. 탐색 기준 선택 : 처리시간 / 이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변경하면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1순위 노드를 자동 탐색하고 [3]번 항목의 숫자를 1로 변경한다.
[2]. 이전 노드로 이동 : 하나 이전 단계의 노드로 이동한다.
[3]. 현재 노드의 탐색 순위 표현 및 입력란 : 현재 노드가 [1]번 항목 기준으로 몇 번째 순위인지 표현
한다. 이 항목에 직접 타이핑하여 입력할 수도 있다. 숫자만 입력 가능하며, 우측의 Total Count를 넘어
서 입력되진 않는다. 0을 입력한 경우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4]. Total Count : 탐색하고 있는 총 노드의 개수다. Processing Time의 경우 Call-Tree 노드 개수, Issue
인 경우 Issue를 포함한 노드의 개수를 표현한다.
[5]. 다음 노드로 이동 : 하나 다음 단계의 노드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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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처리시간 기준 탐색
Call-Tree의 모든 노드를 처리시간(Processing Time)이 높은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그림] 4-34 Processing Time을 선택했을 때의 Call-Tree 탐색 컴포넌트

4.4.2.2. 이슈 포함 기준 탐색
Call-Tree에서 이슈(Issue)를 포함한 노드들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그림] 4-35 Issue를 선택했을 때의 Call-Tree 탐색 컴포넌트

4.4.3. Meta Information 팝업
Call-Tree 영역 우측 상단의 Meta Information PopUp 버튼을 클릭하거나, Call-Tree의 Info. 컬럼 아이콘
( M / E / L )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메타 정보를 출력한다.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
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400px, 높이 600px 이다.

[그림] 4-36 메타 정보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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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내용

URI

선택한 Request에 대한 URI

Remote Address

Request 요청한 단말의 Remote Address

GUID

고유의 글로벌 ID를 말하며, 거래추적에서 거래를 하나로 묶는 단위

JNDI-NAME

선택한 Request에 대한 JNDI-NAME

query

선택한 Request에 대한 SQL 문

param-count

선택한 Request에 대한 parameter 수

params

선택한 Request에 대한 바인드 변수

fetched-rows

선택한 Request에 대한 fetched-rows 수

updated-rows

선택한 Request에 대한 updated-rows 수

socket-info

선택한 Request에 대한 소켓 정보
[표] 4-3 Meta Information 항목 별 정보

4.4.3.1.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400px, 높이 600px 이다.

[그림] 4-37 메타 정보 팝업 크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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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Topology 팝업
Call-Tree 영역 우측 상단의 Topology PopUp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Call-Tree를 도식화한 Topology
를 출력한다. 이를 통하여 전체 Request의 Call-Tree 구조나 어느 단계에서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 노드에 마우스 오버 시 해당 노드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노드 내에 표시되는
Call-Tree Popup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노드에 대한 Call-Tree Popup을 출력할 수 있다.
에러 타입에 따라 노드의 색상을 달리 표현한다. 색상별 의미는 상단의 Legend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4-38 Topology 팝업

4.4.4.1. Topology 확대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할때마다 Topology를 0.15배씩 확대할 수 있다. 최대 3배까지 확대된다.

[그림] 4-39 Topology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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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Topology 축소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할때마다 Topology를 0.15배씩 축소할 수 있다. 최대 3배까지 축소된다.

[그림] 4-40 Topology 축소

4.4.4.3. Topology 크기 원복
우측 상단의

을 클릭하면, 확대/축소된 Topology를 원래 크기로 원복할 수 있다.

[그림] 4-41 Topology 크기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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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Topology 캡쳐 이미지 다운로드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팝업에 출력된 Topology 를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

다. 확대/축소 기능을 사용한 경우, 확대/축소 된 상태대로 캡쳐 된다.

[그림] 4-42 Topology 캡쳐 이미지 다운로드

4.4.4.5.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680px, 높이 580px 이다.

[그림] 4-43 Topology 팝업 크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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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Call-Tree Text 팝업
Call-Tree 영역 우측 상단의 Call-Tree Text PopUp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Call-Tree Text를 출력한다.
Call-Tree 내용을 Text 형태로 표현하여, 마우스 드래그 & 클립보드로 복사가 가능하다. 스텝 별로 이루어
진 Call-Tree 내용뿐만 아니라 Meta 데이터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그림] 4-44 Call-Tree Text 팝업

4.4.5.1.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680px, 높이 580px 이다.

[그림] 4-45 Call-Tree Text 팝업 크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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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Call-Tree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그림] 4-46 Call-Tree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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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Call-Tree Summary 팝업
Call-Tree 영역 우측 상단의 Call-Tree Summary PopUp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Call-Tree Summary를
출력한다. Call-Tree 데이터의 동일한 Level의 노드를 최대 4개까지 표현하며, 4번째 이후의 노드들은 합산
하여 etc. 항목으로 표현한다. Signature는 etc. Summaries 로 통일하여 표현한다.

[그림] 4-47 Call-Tree Summary 팝업

4.4.7.1.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1000px, 높이 580px 이다.

[그림] 4-48 Call-Tree Summary 팝업 크기 조절
Request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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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Call-Tree 설정
Call-Tree에 표현되는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다. 처리시간 비율 표시 / 메서드명 강조 / Column 표시,숨
김 설정 등이 있다.

[그림] 4-49 Call-Tree 설정 팝업

4.4.8.1. 처리시간 비율 표시
Signature 항목의 좌측에 Call-Tree 전체 응답시간에 대한 노드의 처리시간 비율을 표현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적색 /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주황색 / 30% 이하는 검정색 텍스트로
표현한다. Call-Tree 영역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Setting 팝업창에서 기능을 On/Off 할 수 있
다.

[그림] 4-50 노드 별 처리시간 비율 표현 설정

4.4.8.2. 메서드명 강조
Signature 항목의 좌측에 노드의 메서드 명만을 추출하여 강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Method명을 찾아
좌측에 굵은 글씨의 검은색 Text로 표현하고, 나머지 Text는 회색으로 옅게 표현한다. Method형태
( doSomething() )를 가진 것만 추출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능을 On/Off 한 경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주로 JAVA 제품에서 사용하게 되고, TP에서는 거의 적용되는 일이 없다. Call-Tree 영역의 설정 버
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Setting 팝업창에서 기능을 On/Off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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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노드 별 Method명 강조 설정

4.4.8.3. Column 표시/숨김 설정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Setting 팝업을 출력할 수 있다. 팝업에서 체크된 항목들
만을 화면에 표시한다. 이 선택사항은 캐시로 저장되어, 어플리케이션 재 실행 시에도 마지막으로 변경한
상태와 동일하게 표현한다. Signature / 상세 Call-Tree 버튼 항목은 설정에서 제외되어 항상 출력된다.

[그림] 4-52 Call-Tree Column 표시 / 숨김 설정

4.4.9. Call-Tree List 영역
특정 Request에 대한 상세 Call-Tree를 표현하며, 필요한 경우 아이콘 / Gauge Bar 등으로 표현한다.

[그림] 4-53 Call-Tre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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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내용

Info.

메타정보 / 에러 / 메모리누수 정보를 포함한 경우 각각의 아이콘으로 표시

No

단계 번호
상세 Call-Tree를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을 표시한다. 해당 노드가 상세 Call-

(타이틀 없음)

Tree를 불러올 수 있는 경우에만 표시된다. (BizPath 노드이며, rowkey값을
가진 경우)

Signature

각 단계별 수행된 클래스, 메소드 명 및 SQL 텍스트

Tier

Request 가 수행된 Tier 명

Type

Request 유형

Elapsed(s)

Request 시작 시간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초 단위)

Processing

각 단계에서 순수하게 처리한 시간, Layer 또는 Type 별 색상의 Gauge Bar

Time(s)

로 표현한다. (4.5. Legend 참조)

Gap

스텝과 스텝 사이의 경과 시간, 주황색 Gauge Bar로 표현한다.

Request Time

해당 스텝을 시작한 시간

Response Time

해당 스텝을 완료한 시간

Cpu

해당 스텝을 처리하는데 사용된 CPU량

Agent

해당 에이전트 명
[표] 4-4 Call-Tree List 항목 별 정보

4.4.9.1. Meta Information 표시
Info. 항목에 각 상황에 맞는 아이콘을 표시한다. 노드에 메타 정보가 포함된 경우
에 에러 정보가 포함된 경우

아이콘 / 노드에 메모리 누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아이콘 / 노드
아이콘으로 표현

한다.

[그림] 4-54 Call-Tree Info. 항목

4.4.9.2. 상세 Call-Tree 조회
TRACE Call-Tree는 기본적으로 요약된 정보로 표현된 Call-Tree이다. 각 노드 Signature 좌측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노드의 상세 Call-Tree로 내용이 변경된다. 이 때, 그 노드의 하위 노드들은 새로 조회된
상세 Call-Tree의 Link-Point 중 자신의 sequence와 동일한 Link-Point의 하위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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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상세 Call-Tree 조회

4.4.9.3. 복사 가능한 툴팁
Signature의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말풍선 모양의 툴팁을 표시한다. 이 툴팁은 클릭하여 드래그 가
능한 상태로 변경할 수 있고, 드래그 및 복사가 가능하다.
[그림] 4-56의 상태의 경우, 말풍선에서 마우스 커서를 벗어나면 툴팁은 사라진다.
툴팁을 클릭하여 [그림] 4-57의 상태가 된 경우, 마우스 커서를 벗어나도 툴팁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곳을 아무데나 클릭했을 때 툴팁이 사라진다.

[그림] 4-56 복사 가능한 툴팁

[그림] 4-57 툴팁 드래그 및 복사 가능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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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Instant Query 팝업
메타 정보 팝업에서 query 항목의 value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underline이 생기고, 마우스 커서가 손 모
양으로 변한다. 이때,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Query에 대한 상세 정보를 Instant Query 팝업으로 출력한다.

[그림] 4-58 Instant Query 팝업

목록
Summary

내용
Query 요약정보를 표현한다. 수행시간, Gap Time, 에이전트명, 시작 및 종료
시간, 파라미터 정보, GID를 표현한다.

Original SQL text

Bind Variable이 적용되기 이전의 SQL문을 표시한다.

Applied SQL text

Bind Variable이 적용된 이후의 SQL문을 표시한다.
Applied SQL에 대한 Explain Plan 정보를 팝업으로 표시한다. (4.4.11.2 SQL

Explain 버튼

Explain Plan팝업)
Oracle DB관련 SQL인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된다.

Execute 버튼

Applied SQL에 대한 수행 정보를 팝업으로 표시한다. (4.4.11.3 SQL Execute
팝업) Oracle DB관련 SQL인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된다.

Bind Variables

바인드 변수 정보를 표시한다.

etc.

SQL ID, Session ID, DB Name, DB User 정보를 표시한다.

Apply 버튼

Original SQL text에 Bind Variables의 값들을 적용한 SQL문을 Applied SQL
text 영역에 표시한다.
[표] 4-5 Instant Query 팝업 항목 별 정보

60 ENPHAROS TRACE UI Guide

4.4.10.1. Bind Variables Apply
Original SQL text에 Bind Variables의 값들을 각자의 위치에 적용한 SQL문을 Applied SQL text 영역에
표시한다. Execute나 Explain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이 기능이 선행되어야한다.

[그림] 4-59 Bind Variables Apply

4.4.10.2. SQL Plan 팝업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Query에 대한 실행계획 정보를 표시한다. SQL Plan Tree / Table
Information / Column Information / Index Information 4가지 정보를 표시한다.

[그림] 4-60 SQL Explain Plan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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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2.1. SQL Plan Tree
SQL Explain Plan 정보를 Tree 형태로 표시한다.

[그림] 4-61 SQL Explain Plan Tree

목록

내용

Operation

해당 스텝에서 수행된 내부적 동작명

Options

Operation을 수행할 때 적용된 옵션

Object

Operation 수행 대상 오브젝트 명

Object Type

Operation 수행 대상 오브젝트의 타입

Cost

실행 플랜의 비용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가중치

Rows

비용 기반 접근법에 의해 추정된, 엑세스되는 행의 수

Bytes

비용 기반 접근법에 의해 추정된, 엑세스되는 바이트 수

CPU Cost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사이클 수에 대한 비용

I/O Cost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판독 데이터 블록수에 대한 비용
[표] 4-6 SQL Plan Tree 항목 별 정보

4.4.10.2.2. Table Information
쿼리가 수행될 Table의 정보를 표시한다.

[그림] 4-62 Table Information

목록

내용

Table

테이블 명

Rows

테이블의 행 수

Blocks

테이블의 블록 수

Non-Empty

Non-empty 블록 수

Last Analyzed

최근 분석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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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Row Chaining 발생 건수

Partitioned

Table의 Partitioning 여부

Temporary

임시 테이블 명

Table Space

테이블 스페이스 정보

Avg. Row Len.

평균 행 길이
[표] 4-7 SQL Plan Table 항목 별 정보

4.4.10.2.3. Column Information
Table Information에서 선택된 테이블의 Column 정보를 표시한다.

[그림] 4-63 Column Information

목록

내용

id

Column의 ID

name

Column의 name

type

Column의 데이터 타입

nullable

데이터의 Null가능 여부

cardinality

해당 컬럼의 Cardinality 값 ( 선택 가능한 값의 갯수 )

selectivity

해당 컬럼의 Selectivity 값 ( Cardinality / 전체 row 수 )

low-value

low-value 값

high-value

high-value 값

density

선택성을 표시하기 위한 밀도 값 ( 0~1 )

num-nulls

null 항목의 개수

buckets

값들이 속하는 범위 (최대 254)

last-analyze

최근 분석 일자

avg-column-len

평균 컬럼 크기

char-length

데이터 크기
[표] 4-8 SQL Plan Column 항목 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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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2.4. Index Information
Table Information에서 선택된 테이블의 Index 정보를 표시한다.

[그림] 4-64 Index Information

목록

내용

name

인덱스 명

column-name

컬럼 명

type

인덱스 유형

uniqueness

인덱스의 유일성

tablespace-name

인덱스 객체를 저장한 테이블 스페이스 명

ini-trans

인덱스 세그먼트의 블록에 설정될 초기 트랜잭션 수

max-trans

인덱스 세그먼트 블록에 지정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최대값

blevel

인덱스 서치를 할때 몇 단계를 거쳤는 지에 대한 값

leaf-blocks

leaf-block의 개수

distinct-keys

distinct-key의 개수

clustering-factor

데이터가 모여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숫자 (군집성 계수)

num-rows

row 개수

last-analyze

최근 분석 일자

partitioned

Index의 Partitioning 여부
[표] 4-9 SQL Plan Index 항목 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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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2.5.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870px, 높이 600px 이다.

[그림] 4-65 SQL Plan 팝업 크기 조절

4.4.10.3. SQL Execute 팝업
Oracle 데이터 베이스의 특정 JDBC SQL에 대한 수행 결과를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6 SQL Execute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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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3.1. 쿼리 수행 결과 List
쿼리 수행 결과 목록을 컬럼별로 표현하여 제공한다. 컬럼 목록은 쿼리 수행 결과에 따라 동적으로 생성
된다.

[그림] 4-67 SQL Execute 결과 데이터

4.4.10.3.2.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870px, 높이 600px 이다.

[그림] 4-68 SQL Execute 팝업 크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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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4.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870px, 높이 600px 이다.

[그림] 4-69 Instant Query 팝업 크기 조절

4.5. Legend
Call-Tree에 표현된 색상 바들에 대한 Legend를 표시한다. 각 Tier별 색상으로 표시하고 OTHERS : 황토
색 / Gap : 주황색 으로 표시한다.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Legend명 표시/숨김 할 수 있다.
Legend 위에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Legend 명을 표현한다.

[그림] 4-70 Request Analyzer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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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Statistics Analyzer

■ 5.1 Criteria
■ 5.2 차트 드릴 다운
■ 5.3 DataGrid 팝업
■ 5.4 차트 타입 선택
■ 5.5 Request Information
■ 5.6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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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istics Analyzer
Statistics Analyzer는 Throughput / Avg. Response Time / TPS / Active Request Count / Max. Active
Request Count / Max. Response Time / Success count / Fail Count / Issue Count의 업무(그룹)별 통계 정
보를 분/시간/일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차트의 내용을 DataGrid 형태로 출력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Request Top-N, Request Performance를 제공하여 업무 각각에 대해 상세 분석이 가
능하다. 각 차트는 일/시/분 단위로 드릴다운 기능을 제공하여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5-2 참조)을 가지고 9개 차트 데이터를 자동 조회한다.
Statistics Analyzer의 화면 구성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Statistics Analyzer 화면 구성

목록

내용

Throughput

업무(그룹)별 Request 건수

Avg. Response Time

업무(그룹)별 평균 응답시간

TPS

업무(그룹)별 TPS

Active Request

업무(그룹)별 Active Request 건수

Max. Active Request

업무(그룹)별 Active Request 최대 건수

Max. Response Time

업무(그룹)별 최대 응답시간

Success Count

업무(그룹)별 요청 성공 건수

Fail Count

업무(그룹)별 요청 실패 건수

Issue Count

업무(그룹)별 요청 이슈 건수
[표] 5-1 Statistics Analyzer 차트 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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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Criteria
통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시간설정, 통계 단위 설정을 통하여 통
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5-2 Statistics Analyzer 조회 조건

5.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5-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내용

Period

모두 선택 해제

From 시간 선택

현재 시간의 1시간 전

To 시간 선택

현재 시간

Summary 선택

Minutely

Business

첫 번째 노드 선택. 확장되지 않은 크기.
[표] 5-2 Statistics Analyzer Criteria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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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Period 선택
1min / 10min / 1hour 선택(3중 택1)에 따라, From ~ To 시간 선택을 현재시간의 1분/10분/1시간 전 ~
현재시간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5-4 Period 1min 선택
[그림] 5-5 Period 10min 선택
[그림] 5-6 Period 1hour 선택

5.1.3. 시간 선택
조회하려는 통계 데이터가 처리된 날짜 / 시간 / 분을 설정한다. Summary 선택에 따라 조회 범위 제한
이 다르다.
-

Minutely의 경우 : 최대 1시간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시간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

Hourly의 경우 : 최대 10일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0일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

Daily의 경우 : 최대 100일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00일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그림] 5-7 시간 선택

5.1.4. Summary 선택
조회하려는 통계 데이터의 통계 단위를 선택한다. 분단위 / 시간단위 / 일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시간
단위 선택시에는 Period 항목과 분 선택 항목이 화면에서 숨겨진다. 일 단위 선택시에는 Period 항목과
시간, 분 선택 항목이 화면에서 숨겨진다.

[그림] 5-8 통계 단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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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Business Tree
조회하고자 하는 통계 데이터 발생 업무 및 업무그룹 목록을 계층구조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5-9 Business Tree

5.1.5.1. Tree Data Refresh
Business Tree 정보를 서버로부터 재 조회하여, Tree를 갱신한다. Business Tree 정보의 두 번째 노드까지
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5-10 Business Tree 갱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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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Business Tree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5-11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5.1.6.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통계 데이터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5-12 Search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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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그림] 5-13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5.1.8.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5-14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5.1.8.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5-15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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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5.2. 차트 드릴 다운
일 단위 차트의 경우 시 단위로, 시 단위 차트의 경우 분 단위로 드릴 다운하여 분석할 수 있다. 드릴
다운 방법은 차트를 드래그하여 차트의 항목들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된 항목 범위의 데이터들을 한 단계
하위의 통계 단위로 재 조회하여 차트에 출력한다. 분단위 차트는 드래그 및 드릴다운 기능이 없다.

[그림] 5-17 차트 드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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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ataGrid 팝업
각 차트의 팝업 버튼을 클릭하면, 업무(그룹)별 통계 데이터를 팝업으로 표시한다. 행은 데이터 발생 시
간순으로 오름차순, 열은 업무(그룹)별로 동적 생성되어 표현된다. 셀에는 해당 시간의 해당 업무(그룹)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표현한다.

[그림] 5-18 DataGrid 팝업

5.3.1. Time Range 표시
팝업의 좌측 상단에는 데이터를 조회한 시간 범위가 표현된다. 통계 데이터 조회 시 사용된 시간 범위
와 동일하다.

[그림] 5-19 DataGrid 팝업 Time Range 표시

5.3.2. 데이터 선택
팝업의 좌측 상단에는 데이터를 조회한 시간 범위가 표현된다. 우측 상단에는 현재 출력중인 데이터 항
목을 표시한다. 이 DropDownList를 클릭하여 표시할 데이터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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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DataGrid 팝업 데이터 항목 선택

5.3.3.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DataGrid PopUp List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그림] 5-21 DataGrid 팝업 엑셀 다운로드

5.3.4.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680px, 높이 580px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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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DataGrid 팝업 크기 조절

5.4. 차트 타입 선택
각 차트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다. Line / Stacked Area / Stacked Column
3가지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RadioButton을 선택하면 바로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타입 변경 사항은
차트 설정 버튼을 클릭한 해당 차트에만 적용된다.

[그림] 5-23 Line Chart

[그림] 5-24 Stacked Area Chart

[그림] 5-25 Stacked Column Chart

5.5. Request Information 팝업
차트의 한 시점을 클릭하면 Request Information을 팝업으로 표시한다. 팝업에는 업무별 Summary Pie
Chart / Request Top-N List /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제공한다.

[그림] 5-26 Request Information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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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Summary 파이 차트
Summary 영역에는 업무(그룹)별 전체 대비 비율을 Pie Chart로 표현한다.

[그림] 5-27 Summary 파이 차트

5.5.2. Request Top-N List
Request Top-N 영역에는 선택된 시점에 처리된 Request 목록을 출력한다.

[그림] 5-28 Request Top-N List

목록

내용

Request

Request 명. UI Setting의 Request Expression 설정에 따라 포맷이 바뀜

Agent

Request가 발생한 에이전트명

Total Count

해당 Request의 총 발생 건수

Issue Count

해당 Request에서 Issue가 발생한 건수

Avg. Res.(s)

해당 Request의 평균 응답시간

Min. Res.(s)

해당 Request의 최소 응답시간

Max. Res.(s)

해당 Request의 최대 응답시간

Sum Res.(s)

해당 Request의 누적 응답시간
[표] 5-3 Request Top-N List 항목 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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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Request Top-N List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그림] 5-29 Request Top-N List 엑셀 다운로드

5.5.2.2. Column 표시/숨김 설정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DataGrid의 Column을 표시/숨김 할 수 있다. Request 항목은 설정
에서 제외되어 항상 출력된다.

[그림] 5-30 Request Top-N List Column 표시/숨김 설정

5.5.3. Request Performance 차트
차트에서 선택된 특정 시점에 대한 Request 성능 분포도이다. 점 하나에 마우스 커서를 오버하면 이슈
여부 / Request명 / 에이전트 명 / 거래 발생 시간 / 응답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Minutely 차트를 선택
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Daily / Hourly 차트를 선택한 경우 차트는 비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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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Request Performance 차트

구분색

설명

파란색

정상 수행

회색

수행 시, JDBC / (TP) SQL Uncommitted 발생

검정색

수행 시, SQL Error 발생

주황색

수행 시, Leak 발생

보라색

수행 시, Error 발생

갈색

수행 시, 업무 에러 발생
[표] 5-4 Request Performance 색상

5.5.3.1. Request Analyzer 연동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특정 Request들을 선택하면, Request Analyzer 화면으로 전환
되어 해당 Request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차트를 드래그 하였을 때 Request가 1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는다.

[그림] 5-32 Request Analyzer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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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800px, 높이 600px 이다.

[그림] 5-33 Request Information 팝업 크기 조절

5.6. Legend
차트에 표현된 업무(그룹)별 Legend를 표시한다.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9개의 Chart가 선택된 것에 맞
게 필터링된다.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Legend명 표시/숨김 할 수 있다. Legend 위에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
로 Legend 명을 표현한다.

[그림] 5-34 Statistics Analyzer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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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Top-N Analyzer

■ 6.1 Criteria
■ 6.2 뷰 전환
■ 6.3 엑셀 다운로드
■ 6.4 Chart View
■ 6.5 List View
■ 6.6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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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op-N Analyzer
Top-N Analyzer는 모든 Request에 대해서 Criteria에 입력한 조건에 따라서 분/시간/일 단위로 처리시간
의 합 / 평균 처리시간 / 요청 성공 건수 / 요청 실패 건수 / 이슈 건수 기준에 의한 Top-N 정보를 제공
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조회 조건 안에서 가장 많이 처리된 거래가 무엇이고, 처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거래가 무엇인지, 실패 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6-1 참조)을 가지고 Chart View 및 List View 데이터를 자
동 조회한다. Top-N Analyzer에 대한 화면 구성은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Top-N Analyzer 화면 구성

6.1. Criteria
Top-N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시간, 통계 단위, 정렬 기준 설정을 통
하여 Top-N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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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Top-N Analyzer 조회 조건

6.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6-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내용

Period

모두 선택 해제

From 시간 선택

현재 시간의 1시간 전

To 시간 선택

현재 시간

Summary 선택

Minutely

Sort By 선택

Avg. Response Time

Business

첫 번째 노드 선택. 확장되지 않은 크기.

Group / Code 선택

Code
[표] 6-1 Top-N Analyzer 조회 조건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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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Period 선택
1min / 10min / 1hour 선택(3중 택1)에 따라, From ~ To 시간 선택을 현재시간의 1분/10분/1시간 전 ~
현재시간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6-4 Period 1min 선택
[그림] 6-5 Period 10min 선택
[그림] 6-6 Period 1hour 선택

6.1.3. 시간 선택
조회하려는 통계 데이터가 처리된 날짜 / 시간 / 분을 설정한다. Summary 선택에 따라 조회 범위 제한
이 다르다.
-

Minutely의 경우 : 최대 24시간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24시간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

Hourly의 경우 : 최대 30일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30일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

Daily의 경우 : 최대 365일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365일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그림] 6-7 시간 선택

6.1.4. Summary 선택
조회하려는 통계 데이터의 통계 단위를 선택한다. 분단위 / 시간단위 / 일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시간
단위 선택시에는 Period 항목과 분 선택 항목이 화면에서 숨겨진다. 일 단위 선택시에는 Period 항목과
시간, 분 선택 항목이 화면에서 숨겨진다.

[그림] 6-8 통계 단위 선택

6.1.5. Sort By 선택
조회하려는 Top-N 데이터의 정렬기준을 선택한다.

[그림] 6-9 Sort By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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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Business Tree
조회하고자 하는 Request 발생 업무 및 업무그룹 목록을 계층구조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6-10 Business Tree

6.1.6.1. Group / Code 조회 단위 선택
Group을 선택한 경우, Business Tree에서 선택한 노드의 하위노드에 대한 Top-N List를 조회한다. Code
를 선택한 경우 Business Tree에서 선택한 노드에 속한 최하위 레벨(Code Level)에 대한 Top-N List를 조
회한다. 기본값은 Code 이다.

[그림] 6-11 Group / Code 조회 단위 선택

6.1.6.2. Tree Data Refresh
Business Tree 정보를 서버로부터 재 조회하여, Tree를 갱신한다. Business Tree 정보의 두 번째 노드까지
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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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Business Tree 갱신 버튼

6.1.6.3.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Business Tree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6-13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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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Top-N 데이터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6-14 Search 버튼

6.1.8.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그림] 6-15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6.1.9.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6-16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Top-N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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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6-17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6-18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90 ENPHAROS TRACE UI Guide

6.2. 뷰 전환
화면 우측 상단의 뷰 전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Chart View  List View로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그림] 6-19 뷰 전환 버튼

6.3. 엑셀 다운로드
Chart View 및 List View 표현 시 사용된 Top-N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
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라미터 / [3]. Top-N List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
로 다운로드한다.

[그림] 6-20 Top-N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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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Chart View
Top-N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차트로 표현한다. 최대 Top 10까지의 차트를 제공한다.

[그림] 6-21 Top-N Analyzer – Chart View

6.4.1. 차트 공통 설정
Chart View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Switch 팝업이 출력된다. Max Top-N, Show etc. 설정을 할 수 있으
며, Chart View 내의 모든 차트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림] 6-22 Top-N Chart View 설정 팝업

6.4.1.1. Max Top-N 설정
Chart View에 최대로 표현할 데이터 개수를 설정한다. 최소 1개 ~ 최대 10개까지 설정할 수 있다. etc.
항목은 개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Show etc.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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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Max Top-N 설정이 적용된 Chart View

6.4.1.2. etc. 표시/숨김 설정
Chart View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되는 Switch 팝업에서, Max Top-N개 이외의 데이터들을 합산
하여 etc.로 표현하는 기능을 On/Off 할 수 있다. 진한 회색 항목으로 표현된다.

[그림] 6-24 Show etc. on 상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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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Success / Fail / WTO / CTO Count Chart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한 Top-N List 중 상위 10개 데이터를 4가지 막대 차트로 표현한다.
Request 별로 색상 구분하여 10가지를 표현하며, 하나의 Request에 대한 각 막대의 무늬 별 의미는 우측
상단 Lege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x Top-N, Show etc. 설정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그림] 6-25 Success / Fail / WTO / CTO Count Chart

6.4.2.1. Legend
하나의 항목에 대해 표현되는 두가지 막대 형태에 따른 데이터를 나타낸다.
- 꽉찬 막대 : Success Count
- 사선무늬 막대 : Fail Count
- 가로줄무늬 막대 : Warning TimeOut Count
- 비어있는 막대 : Critical TimeOut Count
[그림] 6-26 Success / Fail / WTO / CTO Count Chart Legend

6.4.3. Fail Count / Rate Chart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한 Top-N List 중 상위 10개 데이터를 막대 차트와 선 차트로 표현한다. 막
대 차트는 Fail Count를 의미하고, Request 별로 색상 구분하여 10가지를 표현한다. 선 차트는 Fail Rate를
의미한다. Max Top-N, Show etc. 설정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그림] 6-27 Fail Count / Rate Chart

6.4.4. Top 10 Response Time Chart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한 Top-N List 중 상위 10개 데이터를 Pie Chart / Stacked Column Chart /
Custom Bubble Chart 중 하나로 표현한다. 3개 차트 타입은 상호 변경 가능하다. Min. / Avg. / Max. /
Sum Response Time 4개 차트를 하단에 표현한다. Max Top-N, Show etc. 설정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그림] 6-28 Top 10 Response Tim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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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차트 타입 선택
각 차트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 모양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

[그림] 6-29 Top 10 Response Time Chart 타입 변경

6.5. List View
Top-N 데이터를 List로 표현한다. 각 Request의 통계 추이 차트 및 성능 분포도를 제공한다.

[그림] 6-30 Top-N Analyzer - List View
Top-N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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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Top-N List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Top-N 정보를 List로 표시한다.

[그림] 6-31 Top-N List

목록

내용

Request

Request URI 명.

Agent

해당 Request가 처리된 에이전트 명.

Total Count

해당 Request가 호출된 총 건수

Issue Count

해당 Request의 에러 건수

Avg. Res.(s)

해당 Request의 평균 경과시간(초)

Min. Res.(s)

해당 Request의 최소 경과시간(초)

Max. Res.(s)

해당 Request의 최대 경과시간(초)

Sum Res.(s)

해당 Request의 경과시간(초) 총 합
[표] 6-2 Top-N List 항목 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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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Column 표시/숨김 설정
Top-N List의 Column 을 표시/숨김할 수 있다. Request 항목은 설정에서 제외되어 항상 출력된다.

[그림] 6-32 Top-N List Column 표시/숨김 설정

6.5.1.2. Summary Row
Top-N List에 표현된 데이터를 Summary 하여 1행으로 표현한다. 특별한 계산식이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vg. Res. : ( 각 항목의 Avg .Res. x 각 항목의 count ) / (전체 count 의 합산값)

-

Min. Res. : List 에서 가장 작은 Min. Res. 값 표현

-

Max. Res. : List 에서 가장 큰 Max. Res. 값 표현

-

Sum Res. : 모든 값 합산

[그림] 6-33 Top-N List Summary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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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Trend
Top-N List에서 선택된 Request에 대한 추이 차트를 출력한다. Criteria 의 Sort By 에서 선택된 데이터를
표현하고, 시간 범위는 Criteria에서 선택된 시간 범위만큼을 출력한다.

[그림] 6-34 Trend Chart

6.5.2.1. Request Performance 조회
차트의 한 시점을 클릭하면 해당 시점에 대한 성능 분포도를 Request Performance에 표시한다.

[그림] 6-35 Request Performance 차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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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드릴 다운
일 단위 차트의 경우 시 단위로, 시 단위 차트의 경우 분 단위로 드릴 다운하여 분석할 수 있다. 드릴
다운 방법은 차트를 드래그하여 차트의 항목들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된 항목 범위의 데이터들을 한 단계
하위의 통계 단위로 재 조회하여 차트에 출력한다. 분단위 차트는 드래그 및 드릴다운 기능이 없다.

[그림] 6-36 차트 드릴 다운

6.5.3. Request Performance
Top-N List에서 선택된 Request에 대해, Trend 차트에서 선택된 시점에 대한 성능 분포도를 표시한다.
점 하나에 마우스 커서를 오버하면 이슈 여부 / Request명 / 에이전트 명 / 거래 발생 시간 / 응답 시간
을 확인할 수 있다. Minutely로 조회한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되며, Daily / Hourly 로 조회한 경우는 차트
가 숨겨진다.

[그림] 6-37 Request Performance 차트
Top-N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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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색

설명

파란색

정상 수행

회색

수행 시, JDBC / (TP) SQL Uncommitted 발생

검정색

수행 시, SQL Error 발생

주황색

수행 시, Leak 발생

보라색

수행 시, Error 발생

갈색

수행 시, 업무 에러 발생
[표] 6-3 Request Performance 색상

6.5.3.1. Request Analyzer 연동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특정 Request들을 선택하면, Request Analyzer 화면으로 전환
되어 해당 Request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차트를 드래그 하였을 때 Request가 1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는다.

[그림] 6-38 Request Analyzer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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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Legend
차트에 표현된 Request별 Legend를 표시한다.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Success / Issue / WTO / CTO
Count Chart 및 Fail Count / Rate 차트, 4개의 Response Time Chart가 선택된 것에 맞게 필터링된다.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Legend명 표시/숨김 할 수 있다. Legend 위에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
로 Legend 명을 표현한다. 체크 박스를 선택/해제 하면 Chart View 차트들이 선택 사항에 따라 표시/숨
김 된다.

[그림] 6-39 Top-N Analyzer Legend

Top-N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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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Issue Analyzer

■ 7.1 Criteria
■ 7.2 Issue Overview
■ 7.3 Issue Timeslice
■ 7.4 Issue Information
■ 7.5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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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ssue Analyzer
Issue Analyzer는 거래 처리 중 발생한 Issue에 대해 분, 시, 일 단위로 생성된 통계정보를 분석할 수 있
는 화면이다. 통계 정보는 이슈 종류별로, 발생한 에이전트 별로 통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에
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7-1 참조)을 가지고 Issue Overview 및 Issue Timeslice 데
이터를 자동 조회한다. Issue Analyzer에 대한 화면 구성은 [그림] 7-1과 같다.

[그림] 7-1 Issue Analyzer 화면 구성

7.1. Criteria
Issue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시간, Issue 범위, 통계 단위, Physical
Tier 및 Issue명 입력을 통하여 Issue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Issu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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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Issue Analyzer 조회 조건

7.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7-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내용

Period

모두 선택 해제

From 시간 선택

현재 시간의 1시간 전

To 시간 선택

현재 시간

Issue Range

ALL

Summary 선택

Minutely

Physical Tier

첫 번째 항목

Issue 입력란

공백

Agents

모두 선택. 확장되지 않은 크기.
[표] 7-1 Issue Analyzer 조회 조건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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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Period 선택
1min / 10min / 1hour 선택(3중 택1)에 따라, From ~ To 시간 선택을 현재시간의 1분/10분/1시간 전 ~
현재시간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7-4 Period 1min 선택
[그림] 7-5 Period 10min 선택
[그림] 7-6 Period 1hour 선택

7.1.3. 시간 선택
조회하려는 통계 데이터가 처리된 날짜 / 시간 / 분을 설정한다. Summary 선택에 따라 조회 범위 제한
이 다르다.
-

Minutely의 경우 : 최대 1시간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시간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

Hourly의 경우 : 최대 10일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0일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

Daily의 경우 : 최대 100일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00일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경고

[그림] 7-7 시간 선택

7.1.4. Issue Range 선택
조회하려는 Issue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한다. 전체 / 일반 에러 / 업무 에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7-8 Issue 범위 선택

7.1.5. Summary 선택
조회하려는 Issue 데이터의 통계 단위를 선택한다. 분단위 / 시간단위 / 일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시간
단위 선택시에는 Period 항목과 분 선택 항목이 화면에서 숨겨진다. 일 단위 선택시에는 Period 항목과
시간, 분 선택 항목이 화면에서 숨겨진다.

[그림] 7-9 통계 단위 선택
Issu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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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Physical Tier 선택
조회하려는 Issue 데이터의 Physical Tier를 선택한다. 현재 모니터링중인 에이전트들의 Tier 정보들을 종
류 별로 표현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면 하단의 Agents List에 선택된 Tier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만 표현된다.
ex> JAVA Tier, TP Monitor Tier를 가진 에이전트를 모니터링 중인 경우 = JAVA, TP Monitor가 목록에 보
임.

[그림] 7-10 Physical Tier 선택

7.1.7. Issue 입력란
입력된 내용을 Issue명에 포함하는 Issue만을 조회할 수 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최대 입력 글자수
제한은 없다. Phyical Tier에서 선택된 Tier가 TP Monitor가 아닌 경우에만 표시된다.

[그림] 7-11 Issue 입력란

7.1.8. Agents List
조회하고자 하는 Issue 발생 에이전트 목록을 선택할 수 있다. Physical Tier에서 선택된 Tier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만 표시된다.

[그림] 7-12 Ag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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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Agents List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7-13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7.1.8.2. 체크박스 선택
체크박스 선택/해제를 통하여 특정 에이전트를 조회 조건에 포함/제외할 수 있다.

[그림] 7-14 에이전트 체크박스 선택

7.1.8.3. 에이전트 필터 입력란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에이전트만을 Agents 목록에 표시한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목록에서
제외된 에이전트는 체크상태 여부와 상관 없이 Issue 조회 시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7-15 에이전트 필터 입력란
Issu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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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Issue 데이터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7-16 Search 버튼

7.1.10.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그림] 7-17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7.1.11.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7-18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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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7-19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7-20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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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Issue Overview
Criteria에서 설정한 조회 조건으로 조회한 Issue 데이터를 요약하여 Issue Count 기반으로 내림차순 한
Column Chart / List  Pie Chart (택 1)로 표현한다.

[그림] 7-21 Issue Overview

7.2.1. Issue Overview Column Chart
좌측의 Column 차트에는 Issue Count가 높은 순서대로 왼쪽부터 배치되며, 한 화면에 최대 15개의
Column을 표시하고, 그 이상의 Column은 차트의 횡 스크롤을 이동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그림] 7-22 Issue Overview Colum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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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Column Chart 표시 갯수 조절
상단의 Slider Bar를 이용하여 차트에 표현할 Column 개수를 최소 1개 ~ 최대 15개까지 조절 가능하다.

[그림] 7-23 Column Chart의 Slider Bar 조절

7.2.2.1. 차트 필터링
Issue Overview의 Column Chart를 선택하여 Pie Chart와 Issue Timeslice 차트를 필터링 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지점을 선택하면 Issue Overview Column Chart / Pie Chart / Issue Timeslice
/ Legend 4가지가 동기화 되어 변경된다.

[그림] 7-24 Issue Analyzer 필터링 동기화

7.2.3. Issue List
우측에는 Issue Count가 높은 순서대로 상단부터 아래로 표시되는 List를 제공한다. Issue의 순위 (index)
와

Issue명,

Count

값

및

전체

Count에

대한

비율을

표시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com.mysql.jdbc.exception.jbdc4.MySQL..에 해당하는 이슈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
하면 대부분의 Issue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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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5 Issue Overview List

목록

설명

Index

Issue의 순위 (Count 기준 내림차순 순위)

Issue Name

Issue 명

Values

Issue Count ( Issue Count의 전체 Count에 대한 비율)
[표] 7-2 Issue List 항목 별 정보

Issue Overview List 는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통해 Pie Chart로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그림] 7-26 Issue Overview List  Pie Chart 전환

7.2.4. Issue Summary Pie Chart
우측의 List를 Pie Chart로 변경한 경우, Issue Count가 높은 순서대로 12시 방향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표시되는 Pie Chart를 제공한다. 차트에는 전체 Count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고,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전체 Count에 대한 비율과 Count 값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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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7 Issue Overview Pie Chart

7.2.4.1. 차트 필터링
Column Chart와 마찬가지로, Pie Chart의 한 조각을 선택하여 Column Chart와 Issue Timeslice 차트를 필
터링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지점을 선택하면 Issue Overview Column Chart / Pie
Chart / Issue Timeslice / Legend 4가지가 동기화 되어 변경된다.

[그림] 7-28 Issue Analyzer 필터링 동기화

7.3. Issue Timeslice
Criteria에서 설정한 조회 조건으로 조회된 데이터를 누적 Column Chart로 표현한다. 각각의 이슈별로
색상 구분하여 누적 표현된다.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이슈명 / 발생 시간 / 건수 ( 해당 시점의 전체
건수에 대한 비율 ) / 해당 시점의 전체 건수 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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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9 Issue Timeslice

7.3.1. 드릴 다운
일 단위 차트의 경우 시 단위로, 시 단위 차트의 경우 분 단위로 드릴 다운하여 분석할 수 있다. 드릴
다운 방법은 차트를 드래그하여 차트의 항목들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된 항목 범위의 데이터들을 한 단계
하위의 통계 단위로 재 조회하여 차트에 출력한다. 분단위 차트는 드래그 및 드릴다운 기능이 없다.

[그림] 7-30 차트 드릴 다운

114 ENPHAROS TRACE UI Guide

7.4. Issue Information
Issue Timeslice 차트의 한 시점을 클릭하면 Issue Information 팝업을 표시한다. 최대 조회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 Max. Rows 선택 / Details List / Issue Contents / Request Performance Chart 4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7-31 Issue Information 팝업

7.4.1. 최대 조회 건수 설정
Issue Timeslice에서 한 시점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조회 할 때, 최대 조회할 Request 건수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1000 / 2000 / 3000 / … / 100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7-32 Issue Information 최대 조회 건수 설정

7.4.2. Details List
선택된 시점의 상세 이슈 정보 목록을 제공한다. Request 명 / 에이전트명 / 발생 시간을 표시한다.

[그림] 7-33 Issue Information Details List
Issu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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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Details List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그림] 7-34 Issue Information Details 엑셀 다운로드

7.4.3. Issue Contents
Details 리스트에서 선택된 Issue의 상세 StackTrace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드래그 선택하여 클립보드
로 복사가 가능하다.

[그림] 7-35 Issue Contents

7.4.3.1. Contents 팝업
우측 상단의 팝업 버튼을 클릭하여 Stacktrace 정보를 확대한 팝업으로 볼 수 있다. 드래그 선택하여 클
립보드로 복사가 가능하다.

[그림] 7-36 Issue Contents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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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1.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
우측 하단의 Save 버튼을 이용하여 Stacktrace 정보를 txt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림] 7-37 Issue Contents 팝업 및 txt 파일 다운로드
7.4.3.1.2.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이 400px, 높이 400px 이다.

[그림] 7-38 Issue Contents 팝업 크기 조절
Issu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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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Request Performance
차트에서 선택된 특정 시점에 대한 Request 성능 분포도이다. 점 하나에 마우스 커서를 오버하면 이슈
여부 / Request명 / 에이전트 명 / 거래 발생 시간 / 응답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39 Request Performance 차트

구분색

설명

파란색

정상 수행

회색

수행 시, JDBC / (TP) SQL Uncommitted 발생

검정색

수행 시, SQL Error 발생

주황색

수행 시, Leak 발생

보라색

수행 시, Error 발생

갈색

수행 시, 업무 에러 발생
[표] 7-3 Request Performance 색상

7.4.4.1. Request Analyzer 연동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특정 Request들을 선택하면, Request Analyzer 화면으로 전환
되어 해당 Request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차트를 드래그 하였을 때 Request가 1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는다.

[그림] 7-40 Request Analyzer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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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팝업 크기 조절
우측 하단의 Resize 버튼을 마우스 클릭 & 드래그 하여 팝업 사이즈를 조절 가능하며, 최소 사이즈는 길
이 600px, 높이 400px 이다.

[그림] 7-41 Issue Information 팝업 크기 조절

7.5. Legend
차트에 표현된 Issue별 Legend를 표시한다.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Issue Overview Column Chart 및 Pie
Chart, Issue Timeslice가 선택된 것에 맞게 필터링된다.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Legend명 표시/숨김 할 수 있다. Legend 위에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
로 Legend 명을 표현한다.

[그림] 7-42 Issue Analyzer Legend

Issu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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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vent Analyzer

■ 8.1 Criteria
■ 8.2 Event List
■ 8.3 Request List
■ 8.4 Reques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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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vent Analyzer
Event Analyzer는 모니터링 대상 시스템의 요청 처리 시 발생한 이벤트가 어떤 Request에 의해 발생했
는지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Request 정보를 분석하여 이벤트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8-1 참조)을 가지고 Event List 및 Request List, Request
Performance데이터를 자동 조회한다. Event Analyzer에 대한 화면 구성은 [그림] 8-1과 같다.

[그림] 8-1 Event Analyzer 화면 구성

8.1. Criteria
Event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시간, Physical Tier, Event Type, Event
Level, 최대 조회 건수 선택을 통하여 Event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Physical Tier가 TRACE가 아닌 경우에
는 Agents List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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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Event Analyzer 조회 조건

8.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8-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내용

Period

모두 선택 해제

From 시간 선택

현재 시간의 1시간 전

To 시간 선택

현재 시간

Physical Tier

TRACE

Event Type 선택

ALL

Event Level 선택

ALL

Max. Rows 선택

10

Agents

화면에서 숨김
[표] 8-1 Event Analyzer 조회 조건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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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Period 선택
1min / 10min / 1hour 선택(3중 택1)에 따라, From ~ To 시간 선택을 현재시간의 1분/10분/1시간 전 ~
현재시간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8-4 Period 1min 선택
[그림] 8-5 Period 10min 선택
[그림] 8-6 Period 1hour 선택

8.1.3. 시간 선택
조회하려는 Event 데이터가 처리된 날짜 / 시간 / 분을 설정한다. 특별한 조회 범위 제한은 없다.

[그림] 8-7 시간 선택

8.1.4. Physical Tier 선택
조회하려는 Event 데이터의 Physical Tier를 선택한다. TRACE Tier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현재 모니터
링중인 에이전트들의 Tier 종류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면 하단의 Agents List에 선택된 Tier
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만 표현된다. TRACE를 선택하는 경우 Agents List는 화면에서 숨겨진다.
ex> JAVA Tier, TP Monitor Tier를 가진 에이전트를 모니터링 중인 경우 = TRACE, JAVA, TP Monitor가 목
록에 보임.

[그림] 8-8 Physical Tier 선택

8.1.5. Event Type 선택
조회하려는 Event Type명을 설정한다. Physical Tier에서 선택된 항목에 따라 다른 Type을 선택할 수 있다.
( [표] 8-2, [표] 8-3, [표] 8-4 참조 )

[그림] 8-9 Physical Tier 별 Event Typ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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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유형

설명

ALL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이벤트 조회

BIZ_CAT

현재 수행중인 업무별 요청 건수가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AVG_RESPONSETIME

업무별 평균 응답시간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ERROR_COUNT

업무별 발생한 이슈 건수가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ERROR_RATE

업무별 발생한 이슈 발생률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FAIL_COUNT

업무별 발생한 업무 에러 건수가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FAIL_RATE

업무별 발생한 업무 에러 발생률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RUNNING_TIME

업무별 처리시간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COUNT_INCREASE

업무별 수행 건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BIZ_COUNT_DECREASE

업무별 수행 건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표] 8-2 TRACE Tier의 Event Type별 상세 정보

이벤트 유형

설명

ALL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이벤트 조회

INSTANCE_LIVE

JVM의 Live 상태

JVM_MEMORY

JVM 메모리 자원량

JVM_MEMORY_RATE

JVM 메모리 사용률

JVM_CPU

JVM CPU 자원량

HTTP_RUNNING_TIME

HTTP Active Request 수행시간

HTTP_CAT

현재 HTTP를 통해 수행중인 요청 건수

JDBC_CAT

현재 JDBC를 통해 수행중인 요청 건수

JDBC_FETCH_COUNT

현재 Database에서 가져오는 Data Fetch 수

THREAD_CPU

단일 Thread의 JVM_CPU 점유율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는 수

LEAK

메모리 Leak이 발생하는 수

GC_TIME

Garbage Collector의 수행시간

GC_COUNT

Garbage Collector 수행횟수

JDBC_POOL_COUNT

JDBC Connection Pool의 수

TP_POOL_COUNT

TP Connection Pool의 수

SOCKET_OPEN_COUNT

Socket Open 수

FILE_OPEN_COUNT

File Open 수

JDBC_RUNNING_TIME

Query 수행시간

JAVA_AP_ERROR

JAVA AP ERROR 발생, 경보등색, 이벤트 유형, 에이전트 확인

AP_FAIL_COUNT

통계 데이터에 저장된 Issue 건수
[표] 8-3 JAVA Tier의 Event Type별 상세 정보

124 ENPHAROS TRACE UI Guide

이벤트 유형

설명

ALL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이벤트 조회

SYSTEM_CPU

시스템의 CPU 사용량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SYSTEM_MEMORY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량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모니터링 대상 서버의 시스템 메모리 사용량이 백분율(%)로 환산하

SYSTEM_MEMORY_TYPE2

여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INSTANCE_LIVE

TP 에이전트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TP_INSTANCE_DOWN

TP Monitor 자체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모니터링 대상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

CORE_FILE

트
모니터링 대상 서버에서 기타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

TP_ALERT

트

TP_RUNNING_TIME

TP 서비스의 수행시간이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TP_RUNNING_SERVICE_COUNT

TP Active 서비스 개수가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TP_QUEUE_COUNT

TP Queue 적체 건수가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TP_SQL_RUNNING_TIME

수행되고 있는 SQL의 수행시간이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TP_LEAK

메모리 Leak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TP_SPR_CPU

서버 프로세스의 CPU 사용량이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TP_SERVICE_ERROR

TP 서비스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TP_AP_ERROR

TP 어플리케이션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AP_FAIL_COUNT

통계 데이터에 저장된 Issue 건수가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표] 8-4 TP Monitor Tier의 Event Type별 상세 정보

8.1.6. Event Level 선택
조회하려는 Event Level을 설정한다. ALL / Warning / Critica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8-10 Event Level 선택

8.1.7. 최대 조회 건수 선택
Event 정보의 최대 조회 건수를 설정할 수 있다. 10 / 50 / 100 / 500 / 1000 중 하나로 설정 가능하다.

[그림] 8-11 최대 조회 건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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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Agents List
조회하고자 하는 Event 발생 에이전트 목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8-12 Agents List

8.1.8.1.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Agents 리스트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8-13 Agents 리스트 확대 축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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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 체크박스 선택
체크박스 선택/해제를 통하여 특정 에이전트를 조회 조건에 포함/제외할 수 있다.

[그림] 8-14 에이전트 체크박스 선택

8.1.8.3. 에이전트 필터 입력란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에이전트만을 Agents 목록에 표시한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목록에서
제외된 에이전트는 체크상태 여부와 상관 없이 Event 데이터 조회 시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8-15 에이전트 필터 입력란

8.1.9.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Event 데이터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8-16 Search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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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그림] 8-17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8.1.11.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8-18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8.1.11.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8-19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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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8-20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8.2. Event List
Event List는 조회 조건에 해당되는 이벤트의 상세 정보를 출력한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의 이벤
트 영역에서 선택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출력한다.

[그림] 8-21 Even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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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설명

Event

발생한 이벤트 명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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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발생한 이벤트의 수치 값

Reason  Agent

[Physical Tier = TRACE인 경우] 이벤트가 발생한 사유
[Physical Tier = TRACE가 아닌 경우] 이벤트 발생한 에이전트 명

Occurred Time

이벤트 발생 시간

Closed Time

이벤트 발생 종료 시간

Message

이벤트 발생 상세 정보
[표] 8-5 이벤트 리스트 항목 별 정보

8.2.1.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Event List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그림] 8-22 Event List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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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vent Summary Pie Chart
우측 상단의 팝업 버튼을 클릭하면 Event Summary Pie Chart를 팝업으로 표시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전
체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 비율을 Pie Chart로 표현하여 어떤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차트이다. 마우스를 차트 위에 위치하면 해당 이벤트 유형, 발생 비율, 발생 횟수에 대한 확인
이 가능하다.
팝업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Pie Chart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8-23 Event Summary Pie Chart > Doughnut

[그림] 8-24 Event Summary Pie Chart > Filled

8.2.3. Column 표시/숨김 설정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Setting 팝업을 출력할 수 있다. 팝업에서 체크된 항목
들만을 화면에 표시한다. Event 항목은 설정에서 제외되어 항상 출력된다.

[그림] 8-25 Event List Column 표시/숨김 설정

8.2.4. Message 접기/펴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한다. 좌측의 화살표로 긴 문장을 1줄 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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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8-26 Event List의 Message Column

8.3. Request List
이벤트가 발생하게된 원인을 제공한 Request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Request
정보 목록을 표시한다.

[그림] 8-27 이벤트 Request 리스트

목록

설명

Request

이벤트 발생원인이 된 Request 명

Agent

해당 Request가 처리된 에이전트 명

Elapsed(s)

Request 처리 시간 (초 단위)
[표] 8-6 Request List 항목 별 정보

8.3.1.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Request List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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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8 Request List 엑셀 다운로드

8.3.2. Column 표시/숨김 설정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Setting 팝업을 출력할 수 있다. 팝업에서 체크된 항목
들만을 화면에 표시한다. Request 항목은 설정에서 제외되어 항상 출력된다.

[그림] 8-29 Request List Column 표시/숨김 설정

8.4. Request Performance
차트에서 선택된 특정 시점에 대한 Request 성능 분포도이다. 점 하나에 마우스 커서를 오버하면 이슈
여부 / Request명 / 에이전트 명 / 거래 발생 시간 / 응답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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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0 Request Performance 차트

구분색

설명

파란색

정상 수행

회색

수행 시, JDBC / (TP) SQL Uncommitted 발생

검정색

수행 시, SQL Error 발생

주황색

수행 시, Leak 발생

보라색

수행 시, Error 발생

갈색

수행 시, 업무 에러 발생
[표] 8-7 Request Performance 색상

8.4.1. Request Analyzer 연동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특정 Request들을 선택하면, Request Analyzer 화면으로 전환
되어 해당 Request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차트를 드래그 하였을 때 Request가 1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는다.

[그림] 8-31 Request Analyzer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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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Business Event Analyzer

■ 9.1 Criteria
■ 9.2 Business Event Statistics List
■ 9.3 Message
■ 9.4 Event Statistics Compar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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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usiness Event Analyzer
Business Event Analyzer는 특정 업무의 통계 데이터를 비교하여, 발생되는 이벤트가 어떤 데이터에 의
해서 발생했는지,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벤트 발생일과 비교일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이 화면의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조회하기 위해서는 ENPHAROS Admin 화면의 “Business Policy Setting”
을 통하여 통계에 의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ENPHAROS Admin 매뉴얼 참
조 )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9-1 참조)을 가지고 Business Event Statistics List 및
Event Compare List 데이터를 자동 조회한다. Business Event Analyzer에 대한 화면 구성은 [그림] 9-1과 같
다.

[그림] 9-1 Business Event Analyzer 화면 구성

9.1. Criteria
Business Event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시간, Event Type, Event Level,
Compare Day Type, Interval, 최대 조회 건수 설정 및 TxCode 입력을 통하여 Business Event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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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Business Event Analyzer 조회 조건

9.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9-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내용

Period

모두 선택 해제

From 시간 선택

현재 시간의 1시간 전

To 시간 선택

현재 시간

Event Type 선택

ALL

Event Level 선택

ALL

Compare Day 선택

ALL

Interval 선택

ALL

Max. Rows 선택

10

TxCode 입력란

공백

Business

첫 번째 노드 선택. Business 표시. Logical 숨김. 확장되지 않은 크기.
[표] 9-1 Business Event Analyzer 조회 조건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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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Period 선택
1min / 10min / 1hour 선택(3중 택1)에 따라, From ~ To 시간 선택을 현재시간의 1분/10분/1시간 전 ~
현재시간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9-4 Period 1min 선택
[그림] 9-5 Period 10min 선택
[그림] 9-6 Period 1hour 선택

9.1.3. 시간 선택
조회하려는 Business Event 데이터가 처리된 날짜 / 시간 / 분을 설정한다. 특별한 조회 범위 제한은 없
다.

[그림] 9-7 시간 선택

9.1.4. Event Type 선택
조회하려는 Business Event Type명을 설정한다. ALL을 포함하여 10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9-8 Event Type 선택

이벤트 유형

설명

ALL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이벤트 조회

BIZ_CAT

현재 수행중인 업무별 요청 건수가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AVG_RESPONSETIME

업무별 평균 응답시간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ERROR_COUNT

업무별 발생한 이슈 건수가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ERROR_RATE

업무별 발생한 이슈 발생률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FAIL_COUNT

업무별 발생한 업무 에러 건수가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FAIL_RATE

업무별 발생한 업무 에러 발생률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RUNNING_TIME

업무별 처리시간이 초과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BIZ_COUNT_INCREASE

업무별 수행 건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BIZ_COUNT_DECREASE

업무별 수행 건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
[표] 9-2 TRACE Tier의 Event Type별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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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vent Level 선택
조회하려는 Business Event Level을 설정한다. ALL / Warning / Critica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9-9 Event Level 선택

9.1.6. Compare Day 선택
조회하려는 Business Event의 비교 날짜 타입을 설정한다. ALL / Day / Weel / Mont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9-10 Compare Day 선택

9.1.7. Interval 선택
조회하려는 Business Event의 Interval 값을 설정한다. ALL / 1Minutes / 10Minutes / Hour / Day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9-11 Interval 선택

9.1.8. 최대 조회 건수 선택
Event 정보의 최대 조회 건수를 설정할 수 있다. 10 / 50 / 100 / 500 / 1000 중 하나로 설정 가능하다.

[그림] 9-12 최대 조회 건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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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TxCode 입력란
TxCode명 기반으로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TxCode명에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업무(그룹)에 대한
Business Event만 조회된다. 모든 문자/숫자/특수문자가 입력 가능하며, 최대 32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대
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림] 9-13 TxCode 입력란

9.1.10. Business Tree
조회하고자 하는 통계 데이터 발생 업무 및 업무그룹 목록을 계층구조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9-14 Business Tree

9.1.10.1. Tree Data Refresh
Business Tree 정보를 서버로부터 재 조회하여, Tree를 갱신한다. Business Tree 정보의 두 번째 노드까지
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9-15 Business Tree 갱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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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2.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Business Tree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9-16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9.1.11. Business  Logical 상호 전환
Business 또는 Logical 타이틀을 클릭하면, Business / Logica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Business Event
데이터 조회 시, 여기서 선택된 것을 기반으로 조회한다..

[그림] 9-17 Business  Logical 선택

9.1.12. Logical Group List
조회하고자 하는 통계 데이터 발생 Logical Group 목록을 계층구조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Logical
Group은 ENPHAROS Admin의 “Category Group SLA Setting”에서 설정 가능하다.

[그림] 9-18 Logical Group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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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Logical Data Refresh
Business Tree 정보를 서버로부터 재 조회하여, Tree를 갱신한다. Business Tree 정보의 두 번째 노드까지
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9-19 Logical Group List 갱신 버튼

9.1.12.2.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Business Tree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9-20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9.1.13.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Business Event 데이터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9-21 Search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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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그림] 9-22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9.1.15.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9-23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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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9-24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9-25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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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Business Event Statistics List.
Business Event Statistics List는 검색 조건에 해당되는 이벤트의 상세 정보를 출력한다.

[그림] 9-26 Business Event Statistics List
목록

설명

Name

선택한 카테고리 그룹명

Type

발생한 이벤트 유형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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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이벤트 발생 원인

Occurred Time

이벤트 발생 시간

Interval

통계 데이터 비교 간격 (1MIN / 10MIN/ HOUR /DAY)

Compare Level

통계 데이터 비교 단위 (Day / Week/ Month)

Info Count

Compare Level에서 몇 일 데이터의 평균을 사용할 것인지 지정
[표] 9-3 Compare Event Statistics 리스트 항목 별 정보

9.2.1.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Business Event Statistics List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Business Event Analyzer 145

[그림] 9-27 Business Event Statistics List 엑셀 다운로드

9.2.2. Message 접기/펴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한다. 좌측의 화살표로 긴 문장을 1줄 또는 여러
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9-28 Message

9.2.3. Column 표시/숨김 설정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DataGrid의 Column을 표시/숨김 할 수 있다. Name 항목은 설정에
서 제외되어 항상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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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9 Business Event Statistics List Column 표시/숨김 설정

9.3. Event Statistics Compare List
Event Statistics Compare List는 검색 조건에 해당되는 이벤트의 상세 정보를 출력한다.

[그림] 9-30 Event Statistics Compare List
목록
Name

설명
선택한 카테고리 그룹명
이벤트 발생 시점을 포함하여 Interval에 따른 이전 10개의 시간대 표시

Timeslice

(Criteria에서 설정한 Interval이 10인 경우, 이벤트 발생시간 기준으로 하여
10분 간격 통계 데이터 10개가 출력된다.)

Count

금일 거래 발생 건수 / 비교일 거래 발생 건수

Avg Res(s)

금일 평균응답시간 / 비교일 평균응답시간

Issue Count

금일 이슈 발생 건수 / 비교일 이슈 발생 건수

Issue Rate

금일 이슈 발생률 / 비교일 이슈 발생률

Fail Count

금일 Application error 발생 건수 / 비교일 Application error 발생 건수

Fail Rate

금일 Application error 발생률 / 비교일 Application error 발생률

Count (Gap Rate)

금일과 비교일의 거래 건수 차이를 %로 계산하여 표현

Avg Res (Gap Rate)

금일과 비교일의 평균응답시간 차이를 %로 계산하여 표현

Issue Count (Gap Rate)

금일과 비교일의 이슈 건수 차이를 %로 계산하여 표현

Issue Rate (Gap Rate)

금일과 비교일의 이슈 발생률 차이를 %로 계산하여 표현

Fail Count (Gap Rate)

금일과 비교일의 Application error 건수 차이를 %로 계산하여 표현

Fail Rate (Gap Rate)

금일과 비교일의 Application error 발생률 차이를 %로 계산하여 표현
[표] 9-4 Compare Event Statistics 상세 항목 별 정보
Business Event Analyzer 147

9.3.1.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Event Statistics Compare List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그림] 9-31 Business Event Statistics List 엑셀 다운로드

9.3.2. Column 표시/숨김 설정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DataGrid의 Column을 표시/숨김 할 수 있다. Name 항목은 설정에
서 제외되어 항상 출력된다.

[그림] 9-32 Event Statistics Compare List Column 표시/숨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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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pare Analyzer

■ 10.1 Criteria
■ 10.2 1분 주기 자동 Refresh 타이머
■ 10.3 뷰 전환
■ 10.4 Compare List
■ 10.5 Trend
■ 10.6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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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pare Analyzer
Compare Analyzer는 과거 특정일과 금일의 Request 요청 건수, Issue Count, Fail Count, TPS, Response
Time을 1시간 간격으로 비교하여 트랜드 차트로 표현하여 금일과 비교일의 처리량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또한 1분 간격으로 자동 갱신되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10-1 참조)을 가지고 Compare List 및 Trend Chart 데이
터를 자동 조회한다. Compare Analyzer의 화면 구성은 [그림] 10-1과 같다.

[그림] 10-1 Compare Analyzer 화면 구성

10.1. Criteria
Compare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과거 특정일, Peak Day 설정을 통하
여 Compare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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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Compare Analyzer 조회 조건

10.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10-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내용

Compare Date

하루 전

Peak Day 선택

선택 해제

Business

첫 번째 노드 선택. 확장되지 않은 크기.
[표] 10-1 Compare Analyzer 조회 조건 기본값

10.1.2. 비교 날짜 선택
금일과 비교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한다. Peak Day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림] 10-4 비교 날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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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Peak Day 조회 설정
Peak Day를 체크하면 Criteria에서 Compare Date 조건은 비활성화 되고 최근 1주일의 데이터를 시간대
별로 비교하여 가장 부하량이 많았던 시간대가 속하는 일자의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한다.

[그림] 10-5 Peak Day 선택

10.1.4. Business Tree
Compare 통계 데이터를 조회하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그룹 목록을 계층구조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0-6 Business Tree

10.1.4.1. Tree Data Refresh
Business Tree 정보를 서버로부터 재 조회하여, Tree를 갱신한다. Business Tree 정보의 두 번째 노드까지
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10-7 Business Tree 갱신 버튼
152 ENPHAROS TRACE UI Guide

10.1.4.2.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Business Tree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10-8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10.1.5.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Compare 정보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10-9 Search 버튼

10.1.6.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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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0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10.1.7.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10-11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10.1.7.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10-12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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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0-13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10.2. 1분 주기 자동 Refresh 타이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1분 주기 리프레시를 한다. 이때, 다음 조회 주기까지 남
은 시간을 표현하고, 조회를 요청한 시간을 표현한다.

[그림] 10-14 1분 주기 리프레시 타이머

10.3. 뷰 전환
우측 상단의 뷰 전환 버튼

을 클릭하여 3가지 뷰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목록

내용

Complex

List와 Chart 모두 표현

List

List만 화면에 표현

Chart

Chart만 화면에 표현
[표] 10-2 Compare Analyzer 뷰 전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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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 Compare Analyzer Complex View

[그림] 10-16 Compare Analyzer Lis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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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7 Compare Analyzer Chart View

10.4. Compare List
Compare 리스트는 금일과 비교 일자의 처리건수, 이슈 건수, 실패 건수, TPS, 평균 응답시간 데이터를 1
시간 단위로 비교한다. 금일은 컬럼의 헤더를 붉은 색으로, 비교일은 푸른 색으로 표시한다.

[그림] 10-18 Compare List

목록

내용

Period

해당 통계 데이터의 시간 범위를 표시 (1시간 단위)

Today

금일의 통계 데이터를 표시하는 영역

Compare Day

비교 날짜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영역

Total Count

전체 처리 건수

Issue Count

이슈 건수

Fail Count

처리 실패 건수

TPS

TPS

Avg. Res.(s)

평균 응답시간
[표] 10-3 Compare List 항목 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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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Summary Row
Compare List에 표현된 데이터를 Summary 하여 1행으로 표현한다. 특별한 계산식이 있는 항목은 다음
과 같다.
- Avg. Res : ( 각 항목의 Avg.Res x 각 항목의 count ) / (전체 count의 합산값)

[그림] 10-19 Compare List Summary Row

10.5. Trend
트랜드는 시간대별 금일과 비교대상일 간의 추이를 Line Chart로 비교한다. 금일 데이터는 빨간색, 비교
날짜의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현된다.

[그림] 10-20 Trend Chart

10.5.1. 데이터 선택
Trend Chart 우측 상단의 RadioButton을 선택하여 차트에 표현할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0-21 Trend Chart 데이터 선택 Radio Buttons

10.6. Legend
Today / Compare Day 2가지 Legend를 표시한다.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Legend명 표시/숨김
할 수 있다. Legend 위에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Legend 명을 표현한다

[그림] 10-22 Compare Analyzer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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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ctive Analyzer
Active Analyzer는 선택된 업무(그룹)에 대해 현재 시점의 거래가 전일 대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해당 업무(그룹)의 하위 업무(그룹)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영역에 실시간 Total Count, Fail Count, Avg. TPS, Avg.Response Time 데이터를 전
일 대비 1분 간격으로 표현한다. 또한 선택한 업무(그룹)의 서브 업무(그룹)의 처리 현황과, 추이 차트를
보여주어 업무가 일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11-1 참조)을 가지고 Business Performance 및 Trend 데
이터를 자동 조회하고,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자동 조회를 시작한다. Active Analyzer의 화면 구
성은 [그림] 11-1과 같다.

[그림] 11-1 Active Analyzer 화면 구성

11.1. Criteria
업무 처리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시간설정을 통하여 특정 시점의 업
무 처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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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Active Analyzer 조회 조건

11.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11-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내용

Period

모두 선택 해제

From 시간 선택

현재 시간의 1시간 전

To 시간 선택

현재 시간

Business

첫 번째 노드 선택. 확장되지 않은 크기.
[표] 11-1 Active Analyzer Criteria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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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Period 선택
1min / 10min / 1hour 선택(3중 택1)에 따라, From ~ To 시간 선택을 현재시간의 1분/10분/1시간 전 ~
현재시간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1-4 Period 1min 선택
[그림] 11-5 Period 10min 선택
[그림] 11-6 Period 1hour 선택

11.1.3. 시간 선택
조회하려는 데이터가 처리된 날짜 / 시간 / 분을 설정한다. 최대 24시간까지 조회 가능하며, 24시간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창이 출력된다.

[그림] 11-7 시간 선택

11.1.4. Business Tree
조회하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그룹 목록을 계층구조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1-8 Busines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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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 Tree Data Refresh
Business Tree 정보를 서버로부터 재 조회하여, Tree를 갱신한다. Business Tree 정보의 두 번째 노드까지
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11-9 Business Tree 갱신 버튼

11.1.4.2.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Business Tree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11-10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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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업무 처리 현황 데이터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11-11 Search 버튼

11.1.6.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그림] 11-12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11.1.7.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11-13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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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11-14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1-15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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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금일의 Total Count / Fail Count / Avg. TPS / Avg. Response Time 항목을 전일대비 비교 형식으로 출력
한다. 회색 글씨로 금일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괄호 안에 전일 대비 상승/하강 폭을 표시한다. 상승한 경
우 빨간색, 하강한 경우 파란색, 동일한 경우 회색 글씨로 표시한다.

[그림] 11-16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목록

내용

Total

전체 처리 건수

Fail

처리 실패 건수

Avg. TPS

평균 TPS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시간
[표] 11-2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항목 별 정보

11.2.1. 1 분 주기 자동 Rerfresh 타이머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영역의 우측 상단에는 데이터가 갱신되는 1분 주기의 타이머를 표시한
다. Search 버튼을 클릭하거나 조회 History 팝업에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조회할 때마다 60초로 초기
화된다.

[그림] 11-17 1분 주기 데이터 리프레시 타이머

11.3. 1분 주기 Refresh
Business Performance 영역의 우측 상단 Refresh 버튼

을 클릭하면, 1분 주기로 Business

Performance와 Trend 차트 데이터를 자동 리프레시를 한다. 데이터는 최근 1시간 데이터( 현재 시간의 1
시간전 ~ 현재 시간)를 조회한다. 이때, 다음 조회 주기까지 남은 시간을 표현하고, 조회를 요청한 시간을
표현한다.

[그림] 11-18 1분 주기 데이터 리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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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뷰 전환
우측 상단의 뷰 전환 버튼

을 클릭하여 3가지 뷰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목록

내용

Complex

List와 Chart 모두 표현

List

List만 화면에 표현

Chart

Chart만 화면에 표현
[표] 11-3 Active Analyzer 뷰 전환 목록

[그림] 11-19 Active Analyzer Complex View

[그림] 11-20 Active Analyzer Lis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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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1 Active Analyzer Chart View

11.5. Business Performance
Business Performance는 선택한 업무(그룹)의 서브 업무(그룹)의 처리 현황을 리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그림] 11-22 Business Performance

목록

설명

Business Name

업무 그룹명 또는 거래명

Total Count

업무 그룹 또는 거래의 총 처리 건수.

In-Progress

업무 그룹 또는 거래의 현재 진행중인 처리 건수

Success Count

업무 그룹 또는 거래의 성공 처리 건수

Avg. TPS

업무 그룹 또는 거래의 초당 처리 건수

Fail Count

업무 그룹 또는 거래의 실패 처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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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Rate

총 요청 건수 중 실패한 건수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

Tier Response Time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별 응답시간
[표] 11-4 Business Performance 항목 별 정보

11.5.1. Active Request Popup
각 업무의 In-Progress 항목을 클릭하거나, 우측 상단의 팝업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업무의 Active
Request 현황을 팝업으로 표시한다.

[그림] 11-23 In-Progress Active Request Po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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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드릴 다운
각 업무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업무의 바로 하위에 속하는 업무에 대한 Business Performance 정보 및
Trend 차트 정보를 조회한다.

[그림] 11-24 Business Performance 드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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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Tier Response Time 툴팁
Tier Response Time 항목에 마우스 오버 시 해당 업무의 평균 응답시간과 각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
(Logical Tier)별 응답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25 Tier Response Time 툴팁

11.5.4. Summary Row
Business Performance List에 표현된 데이터를 Summary 하여 1행으로 표현한다. 특별한 계산식이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Tier Response Time : (각 항목의 Tier Respones Time x 각 항목의 count) / (전체 count의 합산값)

[그림] 11-26 Business Performance List Summary Row

11.6. Trend
시간대별/업무별 통계 데이터 추이를 표시한다. 각 업무별로 색상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림] 11-27 Trend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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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차트 데이터 선택
Trend Chart 우측 상단의 RadioButton을 선택하여 차트에 표현할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1-28 Trend Chart 데이터 선택 Radio Buttons

11.6.2. 차트 타입 설정
각 차트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다. Line / Stacked Area / Stacked Column
3가지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RadioButton을 선택하면 바로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그림] 11-29 Line Chart

[그림] 11-30 Stacked Area Chart

[그림] 11-31 Stacked Colum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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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Legend
차트에 표현된 업무(그룹)별 Legend를 표시한다.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Trend Chart가 선택된 것에 맞
게 필터링된다.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Legend명 표시/숨김 할 수 있다. Legend 위에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
로 Legend 명을 표현한다.

[그림] 11-32 Active Analyzer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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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Viewer Analyzer

■ 12.1 Criteria
■ 12.2 1분 주기 자동 Refresh
■ 12.3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 12.4 Business Curr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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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Viewer Analyzer
Viewer Analyzer는 업무(그룹)별 통합 성능 정보 및 상세 성능 정보를 제공하여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별
(Tier) 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다. 선택한 업무(그룹)와, 그의 서브 업무(그
룹)에 대한 요청건수, SQL 수행건수, 최소, 평균, 최대 응답시간 및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별(Tier) 평균 응
답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12-1 참조)을 가지고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및 Business Current State 데이터를 자동 조회한다. Viewer Analyzer의 화면 구성은 [그림] 12-1과 같다.

[그림] 12-1 Viewer Analyzer 화면 구성

12.1. Criteria
업무 별 성능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시간설정, 통계 단위 설정을 통
하여 업무 별 성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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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Viewer Analyzer 조회 조건

12.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12-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내용

Period

모두 선택 해제

From 시간 선택

현재 시간의 1시간 전

To 시간 선택

현재 시간

Business

첫 번째 노드 선택. 확장되지 않은 크기.
[표] 12-1 Viewer Analyzer Criteria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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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Period 선택
1min / 10min / 1hour 선택(3중 택1)에 따라, From ~ To 시간 선택을 현재시간의 1분/10분/1시간 전 ~
현재시간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2-4 Period 1min 선택
[그림] 12-5 Period 10min 선택
[그림] 12-6 Period 1hour 선택

12.1.3. 시간 선택
조회하려는 데이터가 처리된 날짜 / 시간 / 분을 설정한다. 최대 24시간까지 조회 가능하며, 24시간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창이 출력된다.

[그림] 12-7 시간 선택

12.1.4. Business Tree
조회하고자 하는 통계 데이터 발생 업무 및 업무그룹 목록을 계층구조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2-8 Busines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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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1. Tree Data Refresh
Business Tree 정보를 서버로부터 재 조회하여, Tree를 갱신한다. Business Tree 정보의 두 번째 노드까지
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12-9 Business Tree 갱신 버튼

12.1.4.2.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Business Tree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12-10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12.1.5.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업무 별 성능 정보 데이터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12-11 Search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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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그림] 12-12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12.1.7.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12-13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12.1.7.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12-14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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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2-15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12.2. 1분 주기 자동 Refresh
화면 우측 상단의 Refresh 버튼을 클릭하면, 1분 주기로 자동 리프레시를 한다. 데이터는 최근 1분 데이
터( 현재 시간의 3분전 ~ 현재 시간의 2분전 )를 조회한다. 이때, 다음 조회 주기까지 남은 시간을 표현
하고, 조회를 요청한 시간을 표현한다.

[그림] 12-16 1분 주기 데이터 리프레시 타이머

12.3.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Business Tree에서 선택된 업무 그룹에 대한 총 요청건수, SQL 수행건수, Tier 별 응답시간 등 통합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17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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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설명

Total Count

선택된 업무의 총 요청건수

SQL Count

선택된 업무의 총 SQL 수행건수

SQL Duration(s)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SQL 건수 해당 업무의 조회된 시간
대에서 SQL 수행시간

Min Res(s)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최소 응답시간

Avg Res(s)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평균 응답시간

Max Res(s)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최대 응답시간

Classified Res. Time(s)

선택된 업무의의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별 응답 시간. Tier별로 분리
되어 표현됨. 서버 리턴 데이터에 의해 동적으로 변경됨
[표] 12-2 Business Integration Information 항목 별 정보

12.4. Business Current State
선택한 업무(그룹)의

서브 업무(그룹)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그림] 12-18 업무별 처리 상태

목록

설명

Name

업무명 또는 서비스 명

Total Count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처리한 총 건수

SQL Count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처리한 SQL 건수

SQL Duration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SQL 건수 해당 업무의 조회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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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SQL 수행시간
Min Res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최소 응답시간

Avg Res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평균 응답시간

Max Res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당 업무에서 최대 응답시간

Classified Res Time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별 응답시간
[표] 12-3 업무별 처리 상태 항목 별 정보

12.4.1. 엑셀 다운로드
목록에 표현된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결과에는 [1]. 타이틀 / [2]. 조회 파
라미터 / [3]. Business Current State 내용을 포함한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을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그림] 12-19 Business Current State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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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Top-N Analyzer 로 연동
Business Current State의 한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업무에 대한 Top-N 정보를 Top-N Analyzer에
표시한다.

[그림] 12-20 Top-N Analyzer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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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3
Tier Analyzer

■ 13.1 Criteria
■ 13.2 Tier Information
■ 13.3 Tier Response Time Pie Chart
■ 13.4 Summary
■ 13.5 Trend
■ 13.6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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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ier Analyzer
Tier Analyzer는 선택한 업무에 대해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별 평균 응답 시간에 대한 트랜드를 출
력하여 어느 구간에서 속도가 저하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화면이다.
화면이 처음 로딩되었을 때, Criteria 기본값([표]13-1 참조)을 가지고 Tier Information, Tier Response
Time 및 Summary, Trend 데이터를 자동 조회한다. Tier Analyzer의 화면 구성은 [그림] 13-1과 같다.

[그림] 13-1 Tier Analyzer 화면 구성

13.1. Criteria
Tier 별 성능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다. 시간, 통계 단위 설정을 통하여
Tier 별 성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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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Tier Analyzer 조회 조건

13.1.1. Criteria 초기화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각각의 Default 상태로 초기화한다.

[그림] 13-3 Criteria 초기화 버튼

목록

내용

Period

모두 선택 해제

From 시간 선택

현재 시간의 1시간 전

To 시간 선택

현재 시간

Summary 선택

Minutely

Business

첫 번째 노드 선택. 확장되지 않은 크기.
[표] 13-1 Tier Analyzer Criteria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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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Period 선택
1min / 10min / 1hour 선택(3중 택1)에 따라, From ~ To 시간 선택을 현재시간의 1분/10분/1시간 전 ~
현재시간으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3-4 Period 1min 선택
[그림] 13-5 Period 10min 선택
[그림] 13-6 Period 1hour 선택

13.1.3. 시간 선택
조회하려는 Tier 별 성능 정보 데이터가 처리된 날짜 / 시간 / 분을 설정한다. Summary 선택에 따라
조회 범위 제한이 다르다.
-

Minutely의 경우 : 최대 1시간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시간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

Hourly의 경우 : 최대 10일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0일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

Daily의 경우 : 최대 100일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100일을 넘는 범위로 조회하면 경고

[그림] 13-7 시간 선택

13.1.4. Summary 선택
조회하려는 Tier 별 성능 정보 데이터의 통계 단위를 선택한다. 분단위 / 시간단위 / 일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시간 단위 선택시에는 Period 항목과 분 선택 항목이 화면에서 숨겨진다. 일 단위 선택시에는
Period 항목과 시간, 분 선택 항목이 화면에서 숨겨진다.

[그림] 13-8 통계 단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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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Business Tree
조회하고자 하는 Tier 별 성능 정보 데이터 발생 업무 및 업무그룹 목록을 계층구조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3-9 Business Tree

13.1.5.1. Tree Data Refresh
Business Tree 정보를 서버로부터 재 조회하여, Tree를 갱신한다. Business Tree 정보의 두 번째 노드까지
의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림] 13-10 Business Tree 갱신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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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2.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Business Tree가 세로 방향으로 확대 / 축소 된다.

[그림] 13-11 Business Tree 확대 축소 버튼

13.1.6. Search 버튼
상단에서 선택한 조회 조건들을 기반으로 Tier 별 성능 정보 데이터 조회 요청을 한다.

[그림] 13-12 Search 버튼

13.1.7. Criteria 확대/축소 버튼
버튼을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좌/우로 접고 펼칠 수 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접히고,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단계 확장된다.

[그림] 13-13 Criteria 영역 확장/축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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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조회 History 컴포넌트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한 내역을 Text로 보여준다. 공간이 모자란 경우 뒤에 “…”으로 생략
된다.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13-14 조회 History 컴포넌트 및 툴팁

13.1.8.1. 조회 History 팝업
컴포넌트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요청 목록을 최근 것부터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
다. 각 Text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13-15 조회 History 목록 팝업 및 툴팁
항목 하나를 클릭하면, Criteria 영역을 해당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3-16 조회 History 항목 하나 선택하여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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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Tier Information
주어진 시간 동안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별 전체 처리건수, 평균 응답 시간, TPS 정보가 표현된다.

[그림] 13-17 Tier Information

목록

설명

Name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명

Tier Total Count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별 거래 처리 건수

Tier Response Time (s)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별 평균 응답시간

TPS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별 초당 처리건수
[표] 13-2 Tier Information 항목 별 정보

13.3. Tier Response Time Pie Chart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별 응답시간을 전체 응답시간 대비 비율의 파이차트로 표현한다. 그래프에 마
우스 오버 시 각 논리적인 시스템 그룹(Tier)명, 평균 응답시간 비율, 평균 응답시간을 툴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 차트를 통하여 어느 구간에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3-18 Tier Response Time Pi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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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Summary
주어진 시간 동안 논리적인 전체 Tier의 전체 처리건수, 평균 응답 시간, TPS에 대한 요약 정보가 표현
된다.

[그림] 13-19 Tier Summary

목록

설명

Tier Total Count

전체 Tier의 거래 처리 건수 Summary

Tier Response Time (s)

전체 Tier의 평균 응답시간 Summary

TPS

전체 Tier의 초당 처리건수 Summary
[표] 13-3 Tier Summary 항목 별 정보

13.5. Trend
선택한 업무의 Tier별로 평균 응답시간, TPS, 전체 처리 건수 등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이다.

[그림] 13-20 Trend Chart

13.5.1. 차트 데이터 선택
Trend Chart 우측 상단의 RadioButton을 선택하여 차트에 표현할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3-21 Trend Chart 데이터 선택 Radio 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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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차트 타입 설정
Trend 차트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차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다. Line / Stacked Area / Stacked
Column 3가지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RadioButton을 선택하면 바로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그림] 13-22 Line Chart

[그림] 13-23 Stacked Area Chart

[그림] 13-24 Stacked Colum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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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차트 드릴 다운
일 단위 차트의 경우 시 단위로, 시 단위 차트의 경우 분 단위로 드릴 다운하여 분석할 수 있다. 드릴
다운 방법은 차트를 드래그하여 차트의 항목들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된 항목 범위의 데이터들을 한 단계
하위의 통계 단위로 재 조회하여 차트에 출력한다. 분단위 차트는 드래그 및 드릴 다운 기능이 없다.

[그림] 13-25 차트 드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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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Legend
차트에 표현된 Tier별 Legend를 표시한다.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Trend Chart가 선택된 것에 맞게 필터
링된다.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Legend명 표시/숨김 할 수 있다. Legend 위에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
로 Legend명을 표현한다.

[그림] 13-26 Tier Analyzer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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