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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로그인 

 로그인 화면 

 

[그림] 1-1 로그인 화면 

 발급된 계정으로 로그인 함. 

 계정 발급 및 변경은 Root 권한 계정으로 로그인 후 관리 > 계정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음. 

 Root 권한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전달됨. 

 Remember me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1 주일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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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B 

 GNB (Global Navigation Bar)는 ENPHAROS 모든 화면에 공통으로 표시되는 영역으로, 화면 

유형별로 필요한 공통 기능을 제공함. 

 GNB 는 대상 화면 유형에 따라 3 가지 형태가 있음. 

유형 화면 기능 

기본 GNB  

 화면위치 정보 

 사용언어 선택 

 로그인 정보 

 Alert 현황 

인스턴스 GNB  
 기본 GNB 

 조회 인스턴스 선택 

대시보드 GNB  

 인스턴스 GNB 

 대시보드 선택 

 테마 선택 

[표] 1-1 GNB 유형 

 기본 GNB 

 기본 GNB 

 

[그림] 1-2 기본 GNB 

 기본 GNB 는 최소 기능 GNB 이며 아래 4 가지 기능을 제공함. 

기능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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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위치 
 

 선택된 현재 화면의 위치 정보를 

표시 

사용 언어 

 

 선택된 언어 명칭을 표시하고 

변경할 수 있음 

로그인 정보 

 

 로그인 된 사용자명을 표시하고 

로그아웃 기능을 제공 

Alert 현황 
 

 Alert의 개수를 유형별로 표시하고 

클릭하면 목록을 표시 

 정보는 Warning, Critical 로 

구분하여 표시됨 

[표] 1-2 기본 GNB 기능 

 Alert 현황 

 

[그림] 1-3 Alert 목록 

 Alert 현황을 클릭하면 현재 발생한 Alert 목록을 조회할 수 있음. 

 Alert 은 Analytics > Event 에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생성한 메시지임. 

 메시지는 경보 레벨, 이벤트 항목, 이벤트 발생시각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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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레벨 Warning 은 황색, Critical 은 적색으로 표시됨. 

 각 이벤트를 클릭하면 Analytics - Event 로 이동하여 상세 Event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인스턴스 GNB 

 인스턴스 GNB 

 

[그림] 1-4 인스턴스 GNB 

 인스턴스 GNB 는 현재 화면에 인스턴스별 적용이 가능한 화면에 표시되며, 기본 GNB 에 

“인스턴스 선택” 기능이 추가 GNB 임. 

기능 화면 설명 

인스턴스 

선택  

 Instance List 버튼을 클릭하여 인스턴스 선택 

레이어 팝업을 표시함. 

 괄호 안 표시 숫자: 

 (선택된 인스턴스 수 / 등록된 인스턴스 수) 

[표] 1-3 인스턴스 GNB 기능 

 Instance 목록 레이어 팝업 

 

[그림] 1-5 Instance 목록 레이어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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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 List 레이어 팝업은 등록된 인스턴스 목록을 시스템별, 그룹별로 구분하여 트리 

형태로 표시. 

 현재 화면에 적용할 인스턴스를 선택, 적용함. 

 대시보드 GNB  

 대시보드 GNB 

 

[그림] 1-6 대시보드 GNB 

 대시보드 GNB 는 대시보드 화면에 표시되는 GNB 임. 

 인스턴스 GNB 기능을 기반으로 대시보드 운영에 필요한 “대시보드 선택” 기능, “테마 선택” 

기능이 추가. 

기능 화면 설명 

대시보드 

선택  
 생성된 대시보드 목록을 조회하고 적용 

테마 선택 

 

 대시보드 Look & Feel 선택 기능 

 White or Black 테마 

대시보드 

설정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각 요소별 상세 

설정기능을 제공 

[표] 1-4 대시보드 GNB 기능 

 대시보드 선택 

 Select Dashboard 를 클릭하면 “Management > Custom Dashboard”에서 생성한 대시보드 

목록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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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elect Dashboard 목록 

 목록에서 대시보드를 선택하여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변경함. (위 그림 1 번 클릭) 

 

[그림] 1-8 Select Dashboard 적용 

 신규 대시보드를 생성하거나 현재 선택된 대시보드를 수정하기 위한 Custom Dashboard 

화면 이동 링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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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dit / New Dashboard 

 테마 선택 

 White 또는 Dark 테마로 변경할 수 있으며, White 테마가 기본값 임. 

 

[그림] 1-10 대시보드 테마 선택 

 대시보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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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Dashboard 설정 

 각 차트 별로 스타일을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저사양 PC 의 경우 Common > Animation 효과를 비 활성화하여 PC 의 CPU 사용률을 

감소시켜 대시보드 모니터링을 최적화 할 수 있음. 

 각 차트별 설정 항목은 다음과 같음. 

차트 설정 내용 

Line Chart Max Instance  Line Chart 에 표시 할 인스턴스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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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xis Style  Y 축 값을 고정 / 변동 중 선택 

Performance 

View 
Max Value(Sec)  Y 축 최대 값을 지정 

Running 

Request Rose 
Max Instance  차트에 표시 할 인스턴스 개수 

Instance Status 

Instance per line 
 Instance Status 에서 한 줄에서 표시 할 

Instance 개수 

Instance per 

line(Group) 

 Group Instance Group 에서 한 줄에 

표시 할 Instance 개수 

Y Axis Style  Y 축 값을 고정 / 변동 중 선택 

Animation Level 
 Instance Status 애니메이션 효과를 

강하게 / 가볍게 중 선택 

Request Pulse Max Bar Count  X 축 값의 최대 크기 

Request Stream 

Max Bar Count  X 축 값의 최대 크기 

Max Speed TPS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한 최대 TPS 값 

지정 

Topology Max Speed TPS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한 최대 TPS 값 

지정 

Common Animation 
 Dashboard 에 표시되는 차트의 

애니메이션 활성화 여부 

[표] 1-5 대시보드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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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shboard 

 Overview 

 Dashboard 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및 성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면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여 새로운 Dashboard 화면을 구성 할 수 있음.  

 

[그림] 2-1 Dashboard 화면 

1) Summary: 선택된 인스턴스의 실시간 정보를 Summary 하여 보여주는 영역 

2) Dashboard Contents: 사용자 정의에 의해 선택된 실시간 차트를 보여주는 영역 

 Summary 

 선택된 인스턴스의 상태 및 성능 정보를 요약 표시하는 영역.  

 데이터는 5 초 주기로 갱신 됨. 

 Summary 는 대시보드 유형에 따라 3 가지 형태가 있음. 

 J2EE Summary: 대시보드 유형이 J2EE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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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Monitor Summary: 대시보드 유형이 TP-Monitor 인 경우 

 TRACE Summary: 대시보드 유형이 TRACE 인 경우 

 J2EE Summary 

 TRACE Summary 는 대시보드 유형이 J2EE 인 경우 표시. 

 TPS, Throughput, Running Request, Response Time, Error 에 대한 정보를 표시. 

 

[그림] 2-2 J2EE Summary 화면 

항목 설명 

TPS  5 초 동안 처리한 TPS 

Throughput  분당 처리량 

Running Request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 

Response Time  평균 응답시간 

Error  에러 건수 

[표] 2-1 J2EE Summary 설명 

 TP-Monitor Summary 

 TP-Monitor Summary 는 대시보드 유형이 TRACE 인 경우 표시. 

 TPS, Throughput, Running Request, Response Time, Error 에 대한 정보를 표시. 

 

[그림] 2-3 TPMonitor Summary 화면 

항목 설명 

TPS  5 초동안 처리한 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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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  분당 처리량 

Running Request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 

Response Time  평균 응답시간 

Error  에러 건수 

[표] 2-2 J2EE Summary 설명 

 TRACE Summary 

 TRACE Summary 는 대시보드 유형이 TRACE 인 경우 표시. 

 Business TPS, Throughput, Running Request, Response Time, Error 에 대한 정보를 표시. 

 

[그림] 2-4 TRACE Summary 화면 

항목 설명 

Business TPS  5 초동안 처리한 업무 TPS 

Throughput  분당 처리량 

Running Request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 

Response Time  평균 응답시간 

Error  에러 건수 

[표] 2-3 J2EE Summary 설명 

 Dashboard Contents 

 Dashboard Contents 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실시간 차트로 표시하는 영역 

 [Management > Custom Dashboard] 화면에서 사용자가 직접 차트를 배치하여 새로운 

Dashboard 를 생성 할 수 있음. 

 대시보드 유형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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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Dashboard Contents 화면 

 대시보드 차트 유형 

차트 설명 적용 가능 대시보드 

TPS 
 5 분동안 초당 처리 건수 나타내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Instance CPU 
 5 분동안 JVM CPU 사용률의 

나타내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Host CPU 
 5 분동안 호스트 CPU 사용률의 

나타내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Heap Memory 
 5 분동안 JVM Memory 사용률의 

나타내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Host Memory 
 5분동안 호스트 Memory 사용률의 

나타내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Concurrent User 
 5 분동안 현재 동시 접속자 수를 

나타내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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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ue 
 5 분동안 Host 의 Queue 사용량을 

나타내는 차트 
 TP-Monitor 

Biz TPS 
 5 분동안 업무 별 초당 처리 

건수를 나타내는 차트 
 TRACE 

Biz Running 

Request 

 5 분동안 업무 별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의 나타내는 차트 
 TRACE 

Throughput 
 24 시간 동안 발생된 거래량을 

나타내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Response Time 
 24 시간 동안 응답시간을 

나타내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Instance Status / 

Group Instance 

Status 

 인스턴스 별로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 및 CPU / 메모리 

정보를 표시한 차트 

 J2EE 

 TP-Monitor 

 TRACE 

Running Request 

Radar 

 인스턴스 별로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를 표시하는 차트 

 레이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Running Request 

Rose 

 인스턴스 별로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를 표시하는 차트 

 로즈 차트 

 J2EE 

 TP-Monitor 

 TRACE 

Running Request 

Top 10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목록을 

표시하는 차트 

 응답시간이 느린 10 개 항목만 

표시 함 

 J2EE 

 TP-Monitor 

 TRACE 

Running Request 

List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목록을 

표시하는 그리드 

 응답시간이 느린 순서로 정렬 됨 

 J2EE 

 TP-Monitor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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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Performance 

 최근 5 분간 처리 완료된 

Request 에 수행 시간과 

수행결과를 나타내는 점 차트 

 J2EE 

 TP-Monitor 

 TRACE 

Request Stream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를 

표현하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Request Pulse 
 Layer 별로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를 표현하는 차트 

 J2EE 

 TP-Monitor 

 TRACE 

Tier Request 

Pulse 

 Tier 별로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수를 표현하는 차트 
 TRACE 

Topology 

 인스턴스의 상태와 각 인스턴스 

간의 Request 흐름을 화면에 표시 

 TPS / CPU / Memory 및 Alert 

정보를 표시 

 J2EE 

 TP-Monitor 

 TRACE 

[표] 2-4 차트 종류 

 차트 공통 기능 

 차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차트 유형에 적합하도록 제공함. 

표시 기능 화면 

 

 라인 차트가 일반 Line 형태로 

변경 
 

 

 라인 차트가 Stack 형태로 

변경  
 

 

 차트 데이터를 그리드 

형식으로 표시 

 

 

 차트 데이터를 Excel 형태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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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이미지 다운로드  

 

 해당 차트를 팝업 창으로 

보여주기 

 

 

 Throughput / Response 

화면에서 표시 할 비교일 

선택 

 

 

 Topology 설정 팝업 보여주기 

 자세한 내용은 [Management 

> Instance] 화면 참조 

 

[표] 2-5 Dashboard 차트 기능 

 TPS 

 TPS (Throughput Per Second) 차트는 5 초 간격으로 최근 5 분간 초당 처리 건수를 인스턴스 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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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TPS 차트 

 TPS 에서 표현되고 있는 차트의 특정 시점을 클릭하면 [WAS / TP / BIZ Statistics > Statistics > 

TPS] 화면으로 전환됨. 

 선택 시점 이전 1 시간 동안의 TPS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7 TPS 화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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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 CPU 

 Instance CPU 차트는 5 초 간격으로 최근 5 분간 CPU 사용률을 인스턴스 별로 표시. 

 

[그림] 2-8 Instance CPU 차트 

 Instance CPU 에 표현되고 있는 차트의 특정 시점을 클릭하면 [WAS / TP / BIZ Statistics > Statistics 

> Instance CPU] 화면으로 전환 

 선택 시점 이전 1 시간 동안의 CPU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9 Instance CPU 화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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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 CPU 

 Host CPU 차트는 5 초 간격으로 최근 5 분간 CPU 사용률을 호스트 별로 표시. 

 

[그림] 2-10 Host CPU 차트 

 호스트 CPU 에 표현되고 있는 차트의 특정 시점을 클릭하면 [WAS / TP / BIZ Statistics > Statistics 

> Instance CPU] 화면으로 전환 

 선택 시점 이전 1 시간 동안의 Host CPU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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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Host CPU 화면 전환 

 Heap Memory 

 Heap Memory 차트는 5 초 간격으로 최근 5 분간 Memory 사용률을 인스턴스 별로 표시. 

 

[그림] 2-12 Heap Memory 차트 

 Heap Memory 에 표현되고 있는 차트의 특정 시점을 클릭하면 [WAS / TP / BIZ Statistics > 

Statistics > Heap Memory] 화면으로 전환 

 선택 시점 이전 1 시간 동안의 인스턴스 Memory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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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Heap Memory 화면 전환 

 Host Memory 

 Host Memory 차트는 5 초 간격으로 최근 5 분간 Memory 사용률을 호스트 별로 표시. 

 

[그림] 2-14 Host Memory 차트 

 Host Memory 에 표현되고 있는 차트의 특정 시점을 클릭하면 [WAS / TP / BIZ Statistics > 

Statistics > Heap Memory] 화면으로 전환 

 선택 시점 이전 1 시간 동안의 호스트 Memory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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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Host Memory 화면 전환 

 Concurrent User 

 Concurrent User 차트는 5 초 간격으로 최근 5 분간의 동시 접속자 수를 인스턴스 별로 표시. 

 

[그림] 2-16 Concurrent User 차트 

 Concurrent User 에서 표현되고 있는 차트의 특정 시점을 클릭하면 [WAS / TP / BIZ Statistics > 

Statistics > Concurrent User] 화면으로 전환 

 선택 한 시점 한 시간 전부터 해당 시간까지의 동시 접속자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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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Concurrent User 화면 전환 

 Response Time 

 Response Time 은 24 시간 동안 Throughput(처리량)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을 10 분 간격으로 

나타내는 차트. 

 당일 평균 응답시간과 비교일 평균 응답시간 같이 표시 함. 

 

[그림] 2-18 Response Time 차트 

 Response Time 에 표현되고 있는 차트의 특정 시점을 클릭하면 [WAS / TP / BIZ Statistics > 

Comparison] 화면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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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응답시간에 대한 데이터 추이와 비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9 Response Time 화면 전환 

 Throughput 

 Throughput(처리량)은 서비스에 대한 Request 처리량을 10 분 간격으로 보여줌. 

 당일 발생한 처리량과 비교일 처리량을 같이 표시 함. 

 

[그림] 2-20 Throughput 차트 

 Throughput 에 표현되고 있는 차트의 특정 시점을 클릭하면 [WAS / TP / BIZ Statistics > 

Comparison] 화면으로 전환 

 처리량에 대한 데이터 추이와 비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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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Throughput 화면 전환 

 Request Performance 

 Request Performance 차트는 최근 5 분 동안 발생한 Request 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상의 점과 응답시간을 차트에 표시함.  

 Request Performance 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 요청들에 대한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극대화한 실시간 차트. 

 

[그림] 2-22 Request Performance 차트 

데이터 설명 

Normal  정상으로 종료된 Request 

Business Error  업무 에러가 발생한 Request 

SQL Error  SQL 에러가 발생한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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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BC Leak  JDBC 누수가 발생한 Request 

Etc. Error  기타 에러가 발생한 Request 

 [표] 2-6 Request Performance 색상 

 Request Performance 에 표현되는 Request 들을 드래그하여 특정 범위를 선택하면 [Analytics > 

WAS / TP / BIZ Request] 화면이 팝업 창으로 표시 

 팝업 창에서 해당 범위에 포함된 Request 들의 상세 정보인 차트와 Call-tree 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2-23 Request Performance 와 Analytics 연계 

참고 

Request Performance 차트에서 드래그를 통하여 [Analytics > WAS / TP / BIZ Request] 화면으로 

이동 시 선택된 점 보다 더 많은 Request가 출력되는 경우 존재. 이는 각 점들이 동일 시간대의 같

은 위치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마치 하나의 점으로만 보여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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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Request Top 10 

 Running Request Top10 차트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미완료 서비스 중 처리 시간 Top10 에 

해당하는 정보를 차트에 표시.  

 표시되는 정보에는 Request 명(URL), 인스턴스, 응답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 

 

[그림] 2-24 Running Request Top 10 차트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은 기본 설정이며, ENPHAROS 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색상 설명 

파란색  응답시간 <= 5 

주황색  5 < 응답시간 <= 10 

빨강색  10 < 응답시간 

[표] 2-7 처리 시간에 따른 색상 

 Running Request Top 10 에서 차트를 클릭 하면 [2.3.20Running Request Pop-up] 팝업 창이 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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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Request List 

 Running Request List 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미완료 서비스 중 처리 시간 Top10 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리드에 표시.  

 표시되는 정보에는 Request 명(URL), 인스턴스, 응답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 

 

[그림] 2-25 Running Request List 차트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은 기본 설정이며, ENPHAROS 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색상 설명 

파란색  응답시간 <= 5 

주황색  5 < 응답시간 <= 10 

빨강색  10 < 응답시간 

[표] 2-8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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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Request Radar 

 Running Request Radar 는 현재 처리 중인 미완료 Request 를 인스턴스 / 그룹 별로 나누어 처리 

시간에 따라 Request 의 위치를 표현하는 차트.  

 Request 처리시간이 많을수록 중심부에 근접 배치됨. 

 

[그림] 2-26 Instance / Group 별 Running Request Radar 차트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은 기본 설정이며, ENPHAROS 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색상 설명 

파란색  응답시간 <= 5 

주황색  5 < 응답시간 <= 10 

빨강색  10 < 응답시간 

[표] 2-9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 표시 

 Running Request Radar 에서 차트를 클릭 하면 [2.3.20Running Request Pop-up] 팝업 창이 표시 

됨. 

 Running Request Rose 

 Running Request Rose 는 현재 처리 중인 미완료 Request 를 인스턴스 / 그룹 별로 처리 시간의 

수준을 건수로 그룹핑 하여 표현하는 차트. 

 표시 할 인스턴스 / 그룹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며 [GNB > 대시보드 설정] 에서 수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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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Instance / Group 별 Running Request Rose 차트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은 기본 설정이며, ENPHAROS 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색상 설명 

파란색  응답시간 <= 5 

주황색  5 < 응답시간 <= 10 

빨강색  10 < 응답시간 

 [표] 2-10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 표시 

 Running Reqeust Rose 에서 차트를 클릭 하면 [2.3.20Running Request Pop-up] 팝업 창이 표시 

됨. 

 Instance Status / Group Instance Status 

 Instance Status / Group Instance Status 는 인스턴스 별로 처리 중 Request 건 수 및 CPU / 

메모리 정보를 표시하는 차트 

 차트에서 한 줄에 표시하는 Instance 개수를 [GNB > 대시보드 설정] 에서 설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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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Instance Status 차트 

 

[그림] 2-29 Group Status 차트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은 기본 값이며, ENPHAROS 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색상 설명 

파란색  응답시간 <= 5 

주황색  5 < 응답시간 <= 10 

빨강색  10 < 응답시간 

 [표] 2-11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 표시 

 Instance Status / Group Instance Status 에서 차트를 클릭 하면 [2.3.20Running Request Pop-up] 

팝업 창이 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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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est Pulse 

 Request Pulse 는 현재 TPS 와 처리 중인 Request 를 Layer 별로 건수를 표시하는 차트.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를 표시하는 Bar 의 최대값은 기본 50 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GNB > 

대시보드 설정]에서 수정이 가능 함. 

 

[그림] 2-30 Request Pulse 차트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은 기본 설정이며, ENPHAROS 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색상 설명 

파란색  응답시간 <= 5 

주황색  5 < 응답시간 <= 10 

빨강색  10 < 응답시간 

 [표] 2-12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 표시 

 Request Pulse 에서 차트를 클릭 하면 [2.3.20Running Request Pop-up] 팝업 창이 표시 됨 

 Request Stream 

 처리 중인 Request 건수를 표시하는 차트.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를 표시하는 Bar 의 최대값은 기본 50 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GNB > 

대시보드 설정] 에서 수정이 가능 함. 

 

[그림] 2-31 Request Stream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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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은 기본 설정이며, ENPHAROS 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색상 설명 

파란색  응답시간 <= 5 

주황색  5 < 응답시간 <= 10 

빨강색  10 < 응답시간 

[표] 2-13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 표시 

 Request Stream 에서 차트를 클릭 하면 [2.3.20Running Request Pop-up] 팝업 창이 표시 됨 

 Tier Request Pulse 

 Tier Request Pulse 는 Tier 별로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건 수와 TPS 를 표시하는 차트.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를 표시하는 Bar 의 최대값은 기본 50 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GNB > 

대시보드 설정] 에서 수정이 가능 함. 

 

[그림] 2-32 Request Stream 차트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은 기본 설정이며, ENPHAROS 설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색상 설명 

파란색  응답시간 <= 5 

주황색  5 < 응답시간 <= 10 

빨강색  10 < 응답시간 

[표] 2-14 응답시간에 따른 색상 표시 

 Tier Request Pulse 에서 차트를 클릭 하면 [2.3.20Running Request Pop-up] 팝업 창이 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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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ology 

 Topology 는 그룹 별로 CPU / Memory / TPS / Response Time / Alert 정보를 집계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흐름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차트.  

 노드 사이를 이어주는 라인은 [Management > Instance] 에서 미리 설정 되어야 Topology 

차트에서 처리 방향을 생성 할 수 있음. 

 

[그림] 2-33 Topology 차트 

 Topology 노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색상은 Alert 메시지 상태에 따름 

 CPU: JVM CPU Usage Ratio 

 Memory: JVM Memory Usage Ratio 

 노드에서  숫자는 해당 그룹의 Alert 메시지 목록 개수를 의미하며 Alert Level 제일 

높은 타입만 색상으로 표시 됨.  

 Alert 설정과 관련된 내용은 [Management > Event] 화면을 참조. 

 Topology 차트에서 노드를 클릭 하면 해당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의 CPU / Memory / Response 

Time 과 Alert 메시지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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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Topology 노드 상세 팝업  

 Running Request Pop-up 

 Running Request Popup 은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상세 정보와 해당 Thread 를 제어 할 수 

있는 팝업 창 

 특정 차트에서 클릭 한 경우에만 해당 팝업 창이 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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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Running Request Popup 

3) Auto Refresh: 활성화 시 5 초마다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에 대한 목록이 갱신 됨 

4) Thread 제어: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의 Thread 를 제어 하는 기능 

목록 설명 

Stacktrace  선택한 Thread 의 Stacktrace 를 생성하여 팝업 창에 표시 

Interrupt 
 선택한 Thread 에 대한 Interrupted Exception 을 발생하여 

Thread 종료. 

Stop  선택한 Thread 를 강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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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  선택한 Thread 를 일시 중지 

Resume  선택한 Thread 를 다시 시작 

[표] 2-15 Thread 제어 기능 

5) Running Request Call-Tree: 현재 처리 중인 Request 에 대한 상세 Call-Tree 정보를 보여 줌. 

자세한 사항은 [Analytics > WAS / TP / BIZ Request]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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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alytics 

 BIZ Request 

 Overview 

 BIZ Request 는 멀티 노드에 걸쳐 수행된 거래를 연계하여 하나의 계층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  

 Call-Tree 를 통해 명시적으로 Method / SQL 레벨로 상세 분석하여 지연 및 오류 지점을 

식별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운영자가 해당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 

 

[그림] 3-1 BIZ Request 화면 

6) 검색 영역 

7) Request Performance - 거래들이 성능 분포 차트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Request List - 조회된 거래들 테이블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Layer Response - Call-Tree 데이터의 Layer 별 수행 시간을 비율로 보여주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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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Top 5 - Call-Tree 데이터 중 수행 시간이 긴 상위 5 개의 노드를 비율로 보여주는 

영역 

Call-Tree - 선택된 Request 의 상세 Call-Tree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 

Signature 설정 영역 

 검색 영역 

 Request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 

 시간 범위 선택, 최대/최소 응답시간 구간 지정, 최대 검색 개수, GUID 등 사용자 입력을 

통한 검색이 가능 

 시간 범위 선택은 3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음. 시간 범위 영역을 클릭하면 상세 팝업이 

생성되어 선택 가능. 

 

[그림] 3-2 BIZ Request 화면 검색 영역 

기능 화면 설명 

Quick 시간 

범위 선택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데이터 조회를 빠르게 

할 수 있음. 

 클릭 시, 해당 시간 

범위가 적용되어 검색 

됨. 

Relative 시간 

범위 선택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분 단위 

(Min(s) Ago) 혹은 시간 

단위 (Hour(s) Ago)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음. 

 Apply 버튼 클릭 시, 

검색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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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시

간 범위 선택 

 

 사용자가 날짜, 시간, 

분, 초 단위까지 

설정하여 검색 할 수 

있음.  

 Apply 버튼 클릭 시, 

검색이 수행됨. 

최대/최소 응

답시간 지정 
 

 검색 할 거래의 

최대/최소 응답시간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최소 

응답시간은 3 초이며 

최대 응답시간은 

99 초로 검색됨. 

최대 Row 수 

지정 
 

 검색될 거래들의 최대 

행 개수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음. 

사용자 입력 

영역  

 GUID, Request, Code 

Group 등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입력 

항목은 서버 설정에 

따라 달라짐 

[표] 3-1 BIZ Request 검색 영역 정보 

 Request Performance 

 거래들이 산점도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X 축은 Elapsed Time, Y 축은 Response Time 을 나타냄 

 차트의 아이템 하나가 거래를 의미하며 거래는 상태 정보, 업무명, Response Time, Elapse 

Time(s)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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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Request Performance 영역 

구분 항목 데이터 내용 

상태 정보 

 거래의 Normal 

혹은 Error 

종류를 나타냄 

Normal 
 정상으로 종료된 

거래 

Business Error 
 업무 에러가 

발생한 거래 

SQL Error 
 SQL 에러가 발생한 

거래 

Leak 
 누수가 발생한 

거래 

Etc. Error 
 기타 에러가 

발생한 거래 

Request  거래 명을 나타냄 

Response Time  거래가 종료된 응답시간 

Elapse Time(s)  거래의 소요시간 (초) 

[표] 3-2 Request Performance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차트 아이템에 마우스 오버하여 데이터를 툴팁으로 데이터를 확인 가능 

 툴팁에는 해당 거래의 상태, 거래 명, 응답 시간, 소요시간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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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Request Performance 툴팁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 거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고 Request List 에도 동일한 거래가 

선택됨. 이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Call-Tree 데이터를 불러옴. 

 

[그림] 3-5 Request Performance 아이템 클릭 이벤트 

3.1.3.1. Zoom In 

 Zoom In 은 차트의 데이터를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차트를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선택된 영역의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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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상단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Zoom In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  

 원래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원복. 

 

[그림] 3-6 Request Performance Zoom In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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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Request Performance 원복 기능 

3.1.3.2. Data View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한 기능 

 차트의 우측 상단   버튼 클릭 시, Data View 화면으로 전환됨 

 

[그림] 3-8 Request Performance Data View 기능 

데이터 설명 

No 
 차트 아이템들의 Elapse Time 을 내림차순으로 매긴 

번호 

Request  거래 명을 나타냄 

Elapse Time(s)  거래의 소요시간 (초) 

Response Time  거래가 종료된 응답시간 

[표] 3-3 Request Performance 차트 Data View 의 데이터 

3.1.3.3. 엑셀 다운로드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차트 상단   버튼을 클릭하여 Request Performance 차트 영역의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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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Request Performance 엑셀 다운로드 기능 

3.1.3.4.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차트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Request Performance 차트가 PNG 파일로 저장됨. 

 

[그림] 3-10 Request Performance 이미지 저장 기능 

3.1.3.5. 범례 

 차트에 표시된 색상 별 데이터의 의미를 표시 

 범례를 클릭해 해당 데이터들을 ON/OFF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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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Request Performance 범례 OFF 기능 

 Request List 

 조회된 거래들이 리스트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리스트의 행은 하나의 거래를 의미하며 해당 거래의 수행 정보를 포함 

 

[그림] 3-12 Request List 영역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 명을 나타냄 

Instance  거래를 처리한 인스턴스 이름 

Elapse Time (s)  거래의 처리 시간 (초 단위) 

Accumulated (s)  거래가 수행된 Tier 에서의 누적 처리시간 

Request Time  거래가 시작된 시간 

Response Time  거래가 종료된 시간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95  

Misc. 

 거래의 Error 종류와 개수를 표현. Error 가 없을 경우 

표시하지 않음. 

 BizErr - 업무 에러가 발생한 경우, 건수와 함께 표기 

 EtcErr - 기타 에러가 발생한 경우, 건수와 함께 표기 

 Leak - 누수가 발생한 경우, 건수와 함께 표기 

 SQLErr - SQL 에러가 발생한 경우, 건수와 함께 표기 

[표] 3-4 Request List 데이터 

 Request List 에서 행(거래)을 클릭하면 Request Performance 차트에 동일한 거래가 빨간 

점으로 선택됨. 이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Call-Tree 데이터를 불러옴. 

 

[그림] 3-13 Request List 행 클릭 이벤트 

3.1.4.1. Elapse Time 

 Elapsed Time 은 거래의 처리시간을 의미하며 게이지 바 형식으로 표현됨 

 게이지 바의 각 색상은 Tier 를 의미하며 총 응답시간을 상단 텍스트로 표현 

 게이지 바에 마우스 오버 시, Tier 별 응답시간 정보를 툴팁으로 확인 가능 

 Tier 가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는 OTHERS 로 분류되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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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Request List 의 Elapse Time 게이지 바 툴팁 

3.1.4.2.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Request List 의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Request List 에 보여지는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  

 

[그림] 3-15 Request List 엑셀 다운로드 기능 

 Layer Response 

 Call-Tree 데이터에서 Layer 별로 응답시간을 종합하여 내림차순으로 보여주는 영역 

 게이지 바 형태로 보여주며 텍스트 데이터는 Layer 명, 해당 거래의 수행 시간 대비 해당 

Layer 의 수행 시간 비율(%), 수행 시간을 보여줌. 

 

[그림] 3-16 Layer Response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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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바 영역이 좁을 경우 텍스트가 숨김 처리되며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해당 

데이터를 확인 가능.  

 

[그림] 3-17 Layer Response 영역 툴팁 

 Signature Top 5  

 Call-Tree 데이터 중 Method Time 이 가장 긴 상위 5 개의 노드를 보여주는 영역. 

 게이지 바 형태로 보여주며 텍스트 데이터는 해당 노드의 Signature 명, 해당 Request 의 

수행 시간 대비 해당 노드의 Method Time 비율(%), Method Time 을 보여줌. 

 

[그림] 3-18 Signature Top 5 영역에서 Siganture 숨김 처리된 경우 

 게이지 바 영역이 좁을 경우 Signature 가 우선적으로 숨김 처리되며, 숨김 처리되었을 경우, 

마우스 오버하여 툴팁으로 해당 데이터를 확인 가능. 

 

[그림] 3-19 Signature Top 5 영역 툴팁 

 Call-Tree 

 Call-Tree 는 거래의 상세 호출 관계를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영역 

 Call-Tree 를 통해 Method, SQL 개별 성능, Error 분석 및 호출 관계를 상세하게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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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Call-Tree 영역 

Call-Tree 필터링 기능 

Call-Tree 그래프로 보기 - Call-Tree 내용을 Waterfall 차트로 보는 기능 

범례 - Call-Tree 리스트 내 시간 관련 Gauge Bar 에 사용된 색상 범례 

엑셀 다운로드 

Call-Tree 리스트 

데이터 설명 

ⓘ (Info) 
 Error ( ) 및 Leak ( ) 정보를 포함한 경우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클릭 

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생성. 

No  해당 노드의 순서 

(공백) 
 노드 펼침 아이콘( ) 표시 부분. 해당 노드가 Business 노드일 경우 

아이콘이 표시되며 클릭 시, 해당 노드의 하위 Call-Tree 를 불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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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해당 노드의 Method 명 이나 Query. Underline 이 적용된 경우, 클릭 

시 상세 팝업 화면이 생성됨. Business 노드 일 경우, 최상위 노드는 

Business 정보로 표현됨.  

 Method 명일 경우, 비율% : Method 명 (파라미터) : Package 형태로 

표현 

데이터 설명 

비율%  전체 수행 시간 대비 해당 노드의 

수행 시간 비율, 0 보다 큰 경우에만 

화면에 보여줌 

  해당 노드의 Type 을 아이콘으로 

보여줌 

Method 명  Method 명을 해당 색상으로 표현 

Class 및 제한자  Class 및 제한자를 해당 색상으로 

표현 

Package  Package 명을 해당 색상으로 표현 

 Query 일 경우, 

데이터 설명 

  해당 노드의 Type 을 아이콘으로 

보여줌 

Query  Query 를 해당 색상으로 표현 

 

Tier  해당 노드의 Tier 

Method Type  해당 노드의 Method 유형 

Layer  해당 노드가 수행된 Layer 

Method Time (s)  해당 노드의 처리 시간 (초 단위) 

Elapse Time (s)  해당 단계의 총 소요 시간 (초 단위) 

CPU  해당 노드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CPU 량 

Gap (s)  노드 간 유휴 시간 

Start Time  해당 노드의 처리가 시작된 시간 

End Time  해당 노드의 처리가 종료된 시간 

[표] 3-5 Call-Tree 리스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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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Request 의 Call-Tree 는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Request 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결 

상태만을 보여줌.  

 Call-Tree 의 세번째 열의 펼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Call-Tree 를 모두 볼 수 있음.  

 

[그림] 3-21 Call-Tree 펼치기 

 Request List 의 Misc. 열에 에러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에러는 Call-Tree 에서 확인가능. 

 에러가 발생한 노드는 Info 열에 에러 아이콘이 표시되고 Signature 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아이콘이나 Signature 를 클릭하면 상세 에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Meta Information 

팝업이 생성됨. 

 누수가 발생한 노드는 Info 열에 누수 아이콘이 표시되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에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Leak Information 팝업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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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Error 정보가 있는 Call-Tree 확인 과정 

 

[그림] 3-23 Error 아이콘이나 Signature 클릭 시 생성되는 Meta Information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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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Leak 정보가 있는 Call-Tree 

 

[그림] 3-25 Leak 아이콘 클릭 시 생성되는 Leak Information 팝업 

 Signature 의 경우 축약된 형태의 Signature 가 표시되며 원문 Signature 는 툴팁을 통해 

확인가능. 

 

[그림] 3-26 Call-Tree Signature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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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Call-Tree 필터링 - Type  

 Call-Tree 에서 원하는 Type 의 노드들만 필터링하는 기능 

 각 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 되며, 중복 선택을 할 수 있음.  

 활성화 상태에서 클릭하면 비 활성화됨. 

 

[그림] 3-27 Call-Tree Type 필터링 

3.1.7.2. Call-Tree 필터링 - Signature  

 Call-Tree 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Signature 를 가진 노드들만 필터링하는 기능.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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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Call-Tree Signature 필터링 

3.1.7.3. Call-Tree 그래프로 보기 

 Call-Tree 의 Method Time 에 대해 Waterfall 차트로 보여주는 기능 

 Call-Tree 상단 Show Graph 버튼을 이용해 Waterfall 차트로 전환 가능 

 X 축은 Method Time, Y 축은 Signature 를 나타내며 이 차트를 통해 수행시간이 긴 노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 노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림] 3-29 Call-Tree 리스트에서 Waterfall 차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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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Call-Tree Waterfall 차트 툴팁 

데이터 설명 

시간 sec (비율 %) 
 Method Time 과 Request 전체 소요시간 대비 해당 Method Time 

비율 

Signature  해당 노드의 Signature 

Class  해당 노드의 Package, Class 명 

Method Type  해당 노드의 Method Type 

Layer  해당 노드가 실행된 Layer 

Method Time (s)  해당 노드의 처리 시간 (초 단위) 

Elapse Time (s)  해당 단계의 총 소요 시간 (초 단위) 

[표] 3-6 Call-Tree Waterfall 차트 데이터 

3.1.7.4. 엑셀 다운로드 

 Call-Tree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Call-Tree 의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Call-Tree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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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Call-Tree 엑셀 다운로드 

3.1.7.5. Meta Information 팝업 

 Call-Tree 의 메타 정보 및 에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Call-Tree Signature 중 Underline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Info 열에 있는 에러 아이콘을 

선택하면 팝업 생성 

 

[그림] 3-32 Call-Tree Signature 를 통한 Meta Information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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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Call-Tree 에러 아이콘을 통한 Meta Information 팝업 

3.1.7.6. Leak Information 팝업 

 Call-Tree 의 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Info 열에 있는 Leak 아이콘을 선택하면 팝업으로 해당 노드의 Leak 정보를 확인 가능. 

 

[그림] 3-34 Leak Information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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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Query Information 팝업 

 Call-Tree 데이터 중 SQL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Call-Tree Signature 중   아이콘을 포함하고, Underline 이 있는 signature 를 클릭하면 

해당 SQL 의 Query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uery Information 팝업이 생성. 

 

[그림] 3-35 Call-Tree Query Information 팝업 

Original SQL - 수행된 Query 원문. 

Bind Variable - Query 에 사용된 바인드 변수. 

Executed Query - 바인드 변수가 적용된 Query. ② Bind Variable 영역 하단에 있는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누르면 바인드 변수가 적용된 Query 를 확인할 수 있음. 바인드 변수가 

없을 경우, ① Original SQL 에 나타난 Query 원문이 그대로 나타남. 

Execution Performance - Query 수행과 관련된 정보. 

Database - Query 가 수행된 데이터베이스 정보. 

 Oracle DB 관련한 SQL 일 경우, Executed Query 하단에 Explain(SQL Explain Plan 팝업 참고), 

Execute(SQL Execute 팝업 참고) 버튼이 나타남.  

 해당 버튼들은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사용하여 바인드 변수를 적용시키면 활성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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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Oracle DB 일 경우 Query Information 팝업 

 Bind Variable 하단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있는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누르면 바인드 변수가 적용된 Query 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37 Query Information 팝업 Bind Variable 적용 

3.1.7.8. SQL Explain Plan 팝업 

 Oracle DB 관련한 SQL 일 경우, SQL 실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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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ed Query 하단 Explain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됨. 

 해당 SQL 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해 SQL Explain Plan, Table 및 Table 영역에서 선택한 

Table 에 대한 Column, Index 정보를 보여줌. 

 

[그림] 3-38 SQL Explain Plan 팝업 

3.1.7.9. SQL Execute 팝업 

 Oracle DB 관련한 SQL 일 경우, 해당 SQL 에 대한 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팝업 

 Executed Query 하단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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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SQL Execute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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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Request 

 Overview 

 WAS Request 는 WAS 에서 수행된 Request 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  

 Call-Tree 를 통해 명시적으로 Method / SQL 레벨로 상세 분석하여 지연 및 오류 지점을 

식별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WAS 운영자가 해당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 

 

[그림] 3-40 WAS Request 화면 

검색 영역 

Request Performance - Request 들이 성능 분포 차트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Request List - 조회된 Request 들 테이블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Layer Response - Call-Tree 데이터의 Layer 별 수행 시간을 비율로 보여주는 영역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113  

Signature Top 5 - Call-Tree 데이터 중 수행 시간이 긴 상위 5 개의 노드를 비율로 보여주는 

영역 

Call-Tree - 선택된 Request 의 상세 Call-Tree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 

 검색 영역 

 Request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 

 시간 범위 선택, 최대/최소 응답시간 구간 지정, 최대 검색 개수, GUID 등 사용자 입력을 

통한 검색이 가능 

 시간 범위 선택은 3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음. 시간 범위 영역을 클릭하면 상세 팝업이 

생성되어 선택 가능. 

 

[그림] 3-41 WAS Request 화면 검색 영역 

기능 화면 설명 

Quick 시간 

범위 선택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데이터 조회를 빠르게 할 

수 있음. 

 클릭 시, 해당 시간 

범위가 적용되어 검색 

됨. 

Relative 시

간 범위 선

택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분 단위 (Min(s) 

Ago) 혹은 시간 단위 

(Hour(s) Ago)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음. 

 Apply 버튼 클릭 시, 

검색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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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시

간 범위 선

택 

 

 사용자가 날짜, 시간, 분, 

초 단위까지 설정하여 

검색 할 수 있음.  

 Apply 버튼 클릭 시, 

검색이 수행됨. 

최대/최소 

응답시간 지

정  

 검색 할 거래의 

최대/최소 응답시간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최소 

응답시간은 3 초이며 

최대 응답시간은 99 초로 

검색됨. 

최대 Row 

수 지정 
 

 검색될 거래들의 최대 행 

개수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음. 

사용자 입력 

영역  

 URI, IP, GUID 등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입력 항목은 

서버 설정에 따라 달라짐 

[표] 3-7 WAS Request 검색 영역 정보 

 Request Performance 

 Request 들이 산점도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X 축은 Elapsed Time, Y 축은 Response Time 을 나타냄 

 차트의 아이템 하나가 Request 를 의미하며 거래는 상태 정보, 업무명, Response Time, Elapse 

Time(s)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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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Request Performance 영역 

데이터 설명 

상태 정보 

 Request 의 Normal 혹은 Error 종류를 나타냄 

데이터 설명 

Normal  정상으로 종료된 Request 

Business Error  업무 에러가 발생한 Request 

SQL Error  SQL 에러가 발생한 Request 

JDBC Leak  JDBC 누수가 발생한 Request 

Etc. Error  기타 에러가 발생한 Request 
 

Request  Request 명을 나타냄 

Response Time  Request 가 종료된 응답시간 

Elapse Time(s)  Request 의 소요시간 (초) 

[표] 3-8 Request Performance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차트 아이템에 마우스 오버하여 데이터를 툴팁으로 데이터를 확인 가능 

 툴팁에는 해당 거래의 상태, 거래 명, 응답 시간, 소요시간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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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Request Performance 툴팁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 Request 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고 Request List 에도 동일한 

Request 가 선택됨. 이에 따라 해당 Request 에 대한 Call-Tree 데이터를 불러옴. 

 

[그림] 3-44 Request Performance 아이템 클릭 이벤트 

3.2.3.1. Zoom In 

 Zoom In 은 차트의 데이터를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차트를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선택된 영역의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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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상단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Zoom In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  

 원래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원복. 

 

[그림] 3-45 Request Performance Zoom In 기능 

 

[그림] 3-46 Request Performance Zoom Ou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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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Data View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한 기능 

 차트의 우측 상단   버튼 클릭 시, Data View 화면으로 전환됨 

 

[그림] 3-47 Request Performance Data View 기능 

데이터 설명 

No  차트 아이템들의 Elapse Time 을 내림차순으로 매긴 번호 

Request  Request 이름을 나타냄 

Response Time  Request 가 종료된 응답시간 

Elapse Time(s)  Request 의 소요시간 (초) 

[표] 3-9 Request Performance 차트 Data View 의 데이터 

3.2.3.3. 엑셀 다운로드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차트 상단   버튼을 클릭하여 Request Performance 차트 영역의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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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Request Performance 엑셀 다운로드 기능 

3.2.3.4.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차트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Request Performance 차트가 PNG 파일로 저장됨. 

 

[그림] 3-49 Request Performance 이미지 저장 기능 

3.2.3.5. 범례 

 차트에 표시된 색상 별 데이터의 의미를 표시 

 범례를 클릭해 해당 데이터들을 ON/OFF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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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Request Performance 범례 OFF 기능 

 Request List 

 조회된 Request 들이 리스트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리스트의 행은 하나의 Request 를 의미하며 해당 Request 의 수행 정보를 포함 

 

[그림] 3-51 Request List 영역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을 나타냄 

Instance  Request 를 처리한 인스턴스 이름 

Layer  Request 가 수행된 Layer (HTTP/JDBC) 

Elapse Time (s)  Request 의 처리 시간 (초 단위) 

Request Time  Request 가 시작된 시간 

Response Time  Request 가 종료된 시간 

Request IP  Request 가 수행된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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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 

 Request 의 Error 종류와 개수를 표현. Error 가 없을 경우 

표시하지 않음. 

 
 

종류 설명 

BizErr  Request 명을 나타냄 

EtcErr  Request 를 처리한 인스턴스 이름 

Leak  Request 가 수행된 Layer (HTTP/JDBC) 

SQLErr  Request 의 처리 시간 (초 단위) 

[표] 3-10 Request List 데이터 

 Request List 에서 행(Request)을 클릭하면 Request Performance 차트에 동일한 Request 가 

빨간 점으로 선택됨. 이에 따라 해당 Request 에 대한 Call-Tree 데이터를 불러옴. 

 

[그림] 3-52 Request List 행 클릭 이벤트 

3.2.4.1. Elapse Time 

 Elapsed Time 은 Request 의 처리시간을 의미하며 게이지 바 형식으로 표현됨 

 게이지 바의 각 색상은 Layer 를 의미하며 총 응답시간을 상단 텍스트로 표현 

 게이지 바에 마우스 오버 시, Layer 별 응답시간 정보를 툴팁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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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 가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는 OTHERS 로 분류되어 표현. 

 

[그림] 3-53 Request List 의 Elapse Time 게이지 바 툴팁 

3.2.4.2.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Request List 의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Request List 에 보여지는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  

 

[그림] 3-54 Request List 엑셀 다운로드 기능 

 Layer Response 

 Call-Tree 데이터에서 Layer 별로 응답시간을 종합하여 내림차순으로 보여주는 영역 

 게이지 바 형태로 보여주며 텍스트 데이터는 Layer 명, 해당 거래의 수행 시간 대비 해당 

Layer 의 수행 시간 비율(%), 수행 시간을 보여줌. 

 

[그림] 3-55 Layer Response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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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바 영역이 좁을 경우 텍스트가 숨김 처리되며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해당 

데이터를 확인 가능.  

 

[그림] 3-56 Layer Response 영역 툴팁 

 Signature Top 5 

 Call-Tree 데이터 중 Method Time 이 가장 긴 상위 5 개의 노드를 보여주는 영역. 

 게이지 바 형태로 보여주며 텍스트 데이터는 해당 노드의 Signature 명, 해당 Request 의 

수행 시간 대비 해당 노드의 Method Time 비율(%), Method Time 을 보여줌. 

 

[그림] 3-57 Signature Top 5 영역 

 게이지 바 영역이 좁을 경우 Signature 가 우선적으로 숨김 처리되며, 숨김 처리되었을 경우, 

마우스 오버하여 툴팁으로 해당 데이터를 확인 가능. 

 

[그림] 3-58 Signature Top 5 영역 툴팁 

 Call-Tree 

 Call-Tree 는 Request 의 상세 호출 관계를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영역 

 Call-Tree 를 통해 Method, SQL 개별 성능, Error 분석 및 호출 관계를 상세하게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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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Call-Tree 영역 

Call-Tree 필터링 기능 

Call-Tree 그래프로 보기 - Call-Tree 내용을 Waterfall 차트로 보는 기능 

범례 - Call-Tree 리스트 내 시간 관련 Gauge Bar 에 사용된 색상 범례 

엑셀 다운로드 

Call-Tree 리스트 

데이터 설명 

ⓘ (Info) 
 Error ( ) 및 Leak ( ) 정보를 포함한 경우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클릭 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생성. 

No  해당 노드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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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해당 노드의 Method 명 이나 Query. Underline 이 적용된 경우, 

클릭 시 상세 팝업 화면이 생성됨. 

 Method 명일 경우, 비율% : Method 명 (파라미터) : Package 

형태로 표현 

데이터 설명 

비율% 

 전체 수행 시간 대비 해당 

노드의 수행 시간 비율 

 0 보다 큰 경우에만 화면에 

보여줌 

 
 해당 노드의 Type 을 아이콘으로 

보여줌 

Method 명 
 Method 명을 해당 색상으로 

표현 

Class 및 제한

자 

 Class 및 제한자를 해당 색상으로 

표현 

Package 
 Package 명을 해당 색상으로 

표현 

 Query 일 경우, 

데이터 설명 

 
 해당 노드의 Type 을 아이콘으로 

보여줌 

Query  Query 를 해당 색상으로 표현 
 

Method Type  해당 노드의 Method 유형 

Layer  해당 노드가 수행된 Layer 

Method Time (s)  해당 노드의 처리 시간 (초 단위) 

Elapse Time (s)  해당 단계의 총 소요 시간 (초 단위) 

Gap (s)  노드 간 유휴 시간 

Start Time  해당 노드의 처리가 시작된 시간 

End Time  해당 노드의 처리가 종료된 시간 

[표] 3-11 Call-Tree 리스트 데이터 

 Request List 의 Misc. 열에 에러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에러는 Call-Tree 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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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가 발생한 노드는 Info 열에 에러 아이콘이 표시되고 Signature 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아이콘이나 Signature 를 클릭하면 상세 에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Meta Information 

팝업이 생성됨. 

 누수가 발생한 노드는 Info 열에 누수 아이콘이 표시되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에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Leak Information 팝업이 생성됨. 

 

[그림] 3-60 Error 정보가 있는 Call-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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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Error 아이콘이나 Signature 클릭 시 생성되는 Meta Information 팝업 

 

[그림] 3-62 Leak 정보가 있는 Call-Tree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128  

 

[그림] 3-63 Leak 아이콘 클릭 시 생성되는 Leak Information 팝업 

 Signature 의 경우 축약된 형태의 Signature 가 표시되며 원문 Signature 는 툴팁을 통해 

확인가능. 

 

[그림] 3-64 Call-Tree Signature 툴팁 

3.2.7.1. Call-Tree 필터링 - Type  

 Call-Tree 에서 원하는 Type 의 노드들만 필터링하는 기능 

 각 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 되며, 중복 선택을 할 수 있음.  

 활성화 상태에서 클릭하면 비 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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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Call-Tree Type 필터링 

3.2.7.2. Call-Tree 필터링 - Signature  

 Call-Tree 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Signature 를 가진 노드들만 필터링하는 기능.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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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Call-Tree Signature 필터링 

3.2.7.3. Call-Tree 그래프로 보기 

 Call-Tree 의 Method Time 에 대해 Waterfall 차트로 보여주는 기능 

 Call-Tree 상단 Show Graph 버튼을 이용해 Waterfall 차트로 전환 가능 

 X 축은 Method Time, Y 축은 Signature 를 나타내며 이 차트를 통해 수행시간이 긴 노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 노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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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Call-Tree 리스트에서 Waterfall 차트로 전환 

 

[그림] 3-68 Call-Tree Waterfall 차트 툴팁 

데이터 설명 

시간 sec (비율 %) 
 Method Time 과 Request 전체 소요시간 대비 해당 Method 

Time 비율 

Signature  해당 노드의 Signature 

Class  해당 노드의 Package, Class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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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ype  해당 노드의 Method Type 

Layer  해당 노드가 실행된 Layer 

Method Time (s)  해당 노드의 처리 시간 (초 단위) 

Elapse Time (s)  해당 단계의 총 소요 시간 (초 단위) 

[표] 3-12 Call-Tree Waterfall 차트 데이터 

3.2.7.4. 엑셀 다운로드 

 Call-Tree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Call-Tree 의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Call-Tree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 

 

[그림] 3-69 Call-Tree 엑셀 다운로드 

3.2.7.5. Meta Information 팝업 

 Call-Tree 의 메타 정보 및 에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Call-Tree Signature 중 Underline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Info 열에 있는 에러 아이콘을 

선택하면 팝업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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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Call-Tree Signature 를 통한 Meta Information 팝업 

 

 

[그림] 3-71 Call-Tree 에러 아이콘을 통한 Meta Information 팝업 

 Meta List 항목 중 GUID 의 Value 에 파란색 Underline 으로 표현된다면 클릭하여 Business 

Call-Tree Popup 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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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GUID 를 통한 Business Call-Tree 팝업 

3.2.7.6. Leak Information 팝업 

 Call-Tree 의 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Info 열에 있는 Leak 아이콘을 선택하면 팝업으로 해당 노드의 Leak 정보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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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Leak Information 팝업 

3.2.7.7. Query Information 팝업 

 Call-Tree 데이터 중 SQL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Call-Tree Signature 중   아이콘을 포함하고, Underline 이 있는 signature 를 클릭하면 

해당 SQL 의 Query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uery Information 팝업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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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Call-Tree Query Information 팝업 

Original SQL - 수행된 Query 원문. 

Bind Variable - Query 에 사용된 바인드 변수. 

Executed Query - 바인드 변수가 적용된 Query. ② Bind Variable 영역 하단에 있는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누르면 바인드 변수가 적용된 Query 를 확인할 수 있음. 바인드 변수가 

없을 경우, ① Original SQL 에 나타난 Query 원문이 그대로 나타남. 

Execution Performance - Query 수행과 관련된 정보. 

Database - Query 가 수행된 데이터베이스 정보. 

 Oracle DB 관련한 SQL 일 경우, Executed Query 하단에 Explain(SQL Explain Plan 팝업 참고), 

Execute(SQL Execute 팝업 참고) 버튼이 나타남.  

 해당 버튼들은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사용하여 바인드 변수를 적용시키면 활성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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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Oracle DB 일 경우 Query Information 팝업 

 Bind Variable 하단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있는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누르면 바인드 변수가 적용된 Query 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76 Query Information 팝업 Bind Variable 적용 

3.2.7.8. SQL Explain Plan 팝업 

 Oracle DB 관련한 SQL 일 경우, SQL 실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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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ed Query 하단 Explain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됨. 

 해당 SQL 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해 SQL Explain Plan, Table 및 Table 영역에서 선택한 

Table 에 대한 Column, Index 정보를 보여줌. 

 

[그림] 3-77 SQL Explain Plan 팝업 

3.2.7.9. SQL Execute 팝업 

 Oracle DB 관련한 SQL 일 경우, 해당 SQL 에 대한 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팝업 

 Executed Query 하단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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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SQL Execute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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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M Request 

 Overview 

 TPM Request 는 TP 에서 수행된 Request 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  

 Call-Tree 를 통해 명시적으로 Method / SQL 레벨로 상세 분석하여 지연 및 오류 지점을 

식별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운영자가 해당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 

 

[그림] 3-79 TPM Request 화면 

검색 영역 

Request Performance - Request 들이 성능 분포 차트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Request List - 조회된 Request 들 테이블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Layer Response - Call-Tree 데이터의 Layer 별 수행 시간을 비율로 보여주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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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Top 5 - Call-Tree 데이터 중 수행 시간이 긴 상위 5 개의 노드를 비율로 보여주는 

영역 

Call-Tree - 선택된 Request 의 상세 Call-Tree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 

 검색 영역 

 Request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조회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 

 시간 범위 선택, 최대/최소 응답시간 구간 지정, 최대 검색 개수, GUID 등 사용자 입력을 

통한 검색이 가능 

 시간 범위 선택은 3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음. 시간 범위 영역을 클릭하면 상세 팝업이 

생성되어 선택 가능. 

 

[그림] 3-80 TPM Request 화면 검색 영역 

기능 화면 설명 

Quick 시간 

범위 선택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데이터 조회를 빠르게 할 

수 있음. 

 클릭 시, 해당 시간 범위가 

적용되어 검색 됨. 

Relative 시

간 범위 선택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분 단위 (Min(s) 

Ago) 혹은 시간 단위 

(Hour(s) Ago)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음. 

 Apply 버튼 클릭 시, 

검색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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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시

간 범위 선택 

 

 사용자가 날짜, 시간, 분, 

초 단위까지 설정하여 검색 

할 수 있음.  

 Apply 버튼 클릭 시, 

검색이 수행됨. 

최대/최소 응

답시간 지정 
 

 검색 할 거래의 최대/최소 

응답시간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최소 

응답시간은 3 초이며 최대 

응답시간은 99 초로 검색됨. 

최대 Row 

수 지정 
 

 검색될 거래들의 최대 행 

개수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음. 

사용자 입력 

영역  

 URI, IP, GUID 등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입력 항목은 서버 

설정에 따라 달라짐 

[표] 3-13 TPM Request 검색 영역 정보 

 Request Performance 

 Request 들이 산점도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X 축은 Elapsed Time, Y 축은 Response Time 을 나타냄 

 차트의 아이템 하나가 Request 를 의미하며 거래는 상태 정보, 업무명, Response Time, Elapse 

Time(s)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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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Request Performance 영역 

데이터 설명 

상태 정보 

 Request 의 Normal 혹은 Error 종류를 나타냄 

데이터 설명 

Normal  정상으로 종료된 Request 

Business 

Error  업무 에러가 발생한 Request 

SQL Error  SQL 에러가 발생한 Request 

Memory Leak  Memory 누수가 발생한 Request 

Etc. Error  기타 에러가 발생한 Request 
 

Request  Request 명을 나타냄 

Response Time  Request 가 종료된 응답시간 

Elapse Time(s)  Request 의 소요시간 (초) 

[표] 3-14 Request Performance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차트 아이템에 마우스 오버하여 데이터를 툴팁으로 데이터를 확인 가능 

 툴팁에는 해당 거래의 상태, 거래 명, 응답 시간, 소요시간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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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Request Performance 툴팁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 Request 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고 Request List 에도 동일한 

Request 가 선택됨. 이에 따라 해당 Request 에 대한 Call-Tree 데이터를 불러옴  

 

[그림] 3-83 Request Performance 아이템 클릭 이벤트 

3.3.3.1. Zoom In 

 Zoom In 은 차트의 데이터를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차트를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선택된 영역의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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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상단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Zoom In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  

 원래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원복. 

 

[그림] 3-84 Request Performance Zoom In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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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 Request Performance Zoom Out 기능 

3.3.3.2. Data View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한 기능 

 차트의 우측 상단   버튼 클릭 시, Data View 화면으로 전환됨 

 

[그림] 3-86 Request Performance Data View 기능 

데이터 설명 

No  차트 아이템들의 Elapse Time 을 내림차순으로 매긴 번호 

Request  Request 이름을 나타냄 

Response Time  Request 가 종료된 응답시간 

Elapse Time(s)  Request 의 소요시간 (초) 

[표] 3-15 Request Performance 차트 Data View 의 데이터 

3.3.3.3. 엑셀 다운로드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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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상단   버튼을 클릭하여 Request Performance 차트 영역의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저장됨. 

 

[그림] 3-87 Request Performance 엑셀 다운로드 기능 

3.3.3.4.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차트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Request Performance 차트가 PNG 파일로 저장됨. 

 

[그림] 3-88 Request Performance 이미지 저장 기능 

3.3.3.5. 범례 

 차트에 표시된 색상 별 데이터의 의미를 표시 

 범례를 클릭해 해당 데이터들을 ON/OFF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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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Request Performance 범례 OFF 기능 

 Request List 

 조회된 Request 들이 리스트 형태로 출력되는 영역.  

 리스트의 행은 하나의 Request 를 의미하며 해당 Request 의 수행 정보를 포함 

 

[그림] 3-90 Request List 영역 

 리스트의 행은 하나의 Request 를 의미하며 해당 Request 의 수행 정보를 포함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을 나타냄 

Instance  Request 를 처리한 인스턴스 이름 

Layer  Request 가 수행된 Layer (HTTP/JDBC) 

Elapse Time (s)  Request 의 처리 시간 (초 단위) 

Request Time  Request 가 시작된 시간 

Response Time  Request 가 종료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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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 

 Request 의 Error 종류와 개수를 표현. Error 가 없을 경우 표시하지 

않음. 

 
 

종류 설명 

BizErr  Request 명을 나타냄 

EtcErr  Request 를 처리한 인스턴스 이름 

Leak  Request 가 수행된 Layer (HTTP/JDBC) 

SQLErr  Request 의 처리 시간 (초 단위) 

[표] 3-16 Request List 데이터 

 Request List 에서 행(Request)을 클릭하면 Request Performance 차트에 동일한 Request 가 

빨간 점으로 선택됨. 이에 따라 해당 Request 에 대한 Call-Tree 데이터를 불러옴. 

 

[그림] 3-91 Request List 행 클릭 이벤트 

3.3.4.1. Elapse Time 

 Elapsed Time 은 Request 의 처리시간을 의미하며 게이지 바 형식으로 표현됨 

 게이지 바의 각 색상은 Layer 를 의미하며 총 응답시간을 상단 텍스트로 표현 

 게이지 바에 마우스 오버 시, Layer 별 응답시간 정보를 툴팁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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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 가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는 OTHERS 로 분류되어 표현. 

 

[그림] 3-92 Request List 의 Elapse Time 게이지 바 툴팁 

3.3.4.2.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Request List 의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Request List 에 보여지는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  

 

[그림] 3-93 Request List 엑셀 다운로드 기능 

 Layer Response 

 Call-Tree 데이터에서 Layer 별로 응답시간을 종합하여 내림차순으로 보여주는 영역 

 게이지 바 형태로 보여주며 텍스트 데이터는 Layer 명, 해당 거래의 수행 시간 대비 해당 

Layer 의 수행 시간 비율(%), 수행 시간을 보여줌. 

 

[그림] 3-94 Layer Response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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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바 영역이 좁을 경우 텍스트가 숨김 처리되며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해당 

데이터를 확인 가능.  

 

[그림] 3-95 Layer Response 영역 툴팁 

 Signature Top 5  

 Call-Tree 데이터 중 Method Time 이 가장 긴 상위 5 개의 노드를 보여주는 영역. 

 게이지 바 형태로 보여주며 텍스트 데이터는 해당 노드의 Signature 명, 해당 Request 의 

수행 시간 대비 해당 노드의 Method Time 비율(%), Method Time 을 보여줌  

 

[그림] 3-96 Signature Top 5 영역 

 게이지 바 영역이 좁을 경우 Signature 가 우선적으로 숨김 처리되며, 숨김 처리되었을 경우, 

마우스 오버하여 툴팁으로 해당 데이터를 확인 가능. 

 

[그림] 3-97 Signature Top 5 영역 툴팁 

 Call-Tree 

 Call-Tree 는 Request 의 상세 호출 관계를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영역 

 Call-Tree 를 통해 Method, SQL 개별 성능, Error 분석 및 호출 관계를 상세하게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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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Call-Tree 영역 

Call-Tree 필터링 기능 

Call-Tree 그래프로 보기 - Call-Tree 내용을 Waterfall 차트로 보는 기능 

범례 - Call-Tree 리스트 내 시간 관련 Gauge Bar 에 사용된 색상 범례 

엑셀 다운로드 

Call-Tree 리스트 

데이터 설명 

ⓘ (Info) 
 Error ( ) 및 Leak ( ) 정보를 포함한 경우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클릭 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생성. 

No  해당 노드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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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해당 노드의 Method 명 이나 Query. Underline 이 적용된 경우, 클릭 

시 상세 팝업 화면이 생성됨. 

 Method 명일 경우, 비율% : Method 명 (파라미터) : Package 형태로 

표현 

데이터 설명 

비율% 

 전체 수행 시간 대비 해당 노드의 수행 

시간 비율, 0 보다 큰 경우에만 화면에 

보여줌 

 
 해당 노드의 Type 을 아이콘으로 

보여줌 

Method 명  Method 명을 해당 색상으로 표현 

Class 및 제한

자 
 Class 및 제한자를 해당 색상으로 표현 

Package  Package 명을 해당 색상으로 표현 

 Query 일 경우, 

데이터 설명 

 
 해당 노드의 Type 을 아이콘으로 

보여줌 

Query  Query 를 해당 색상으로 표현 
 

Method 

Type  해당 노드의 Method 유형 

Layer  해당 노드가 수행된 Layer 

Method 

Time (s)  해당 노드의 처리 시간 (초 단위) 

Elapse 

Time (s)  해당 단계의 총 소요 시간 (초 단위) 

Gap (s)  노드 간 유휴 시간 

CPU  해당 노드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CPU 양 

Start 

Time  해당 노드의 처리가 시작된 시간 

End Time  해당 노드의 처리가 종료된 시간 

[표] 3-17 Call-Tree 리스트 데이터 

 Request List 의 Misc. 열에 에러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에러는 Call-Tree 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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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가 발생한 노드는 Info 열에 에러 아이콘이 표시되고 Signature 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아이콘이나 Signature 를 클릭하면 상세 에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Meta Information 

팝업이 생성됨. 

 누수가 발생한 노드는 Info 열에 누수 아이콘이 표시되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에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Leak Information 팝업이 생성됨. 

 

[그림] 3-99 Error 정보가 있는 Call-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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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 Error 아이콘이나 Signature 클릭 시 생성되는 Meta Information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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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Leak 아이콘 클릭 시 생성되는 Leak Information 팝업 

3.3.7.1. Call-Tree 필터링 - Type  

 Call-Tree 에서 원하는 Type 의 노드들만 필터링하는 기능 

 각 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 되며, 중복 선택을 할 수 있음.  

 활성화 상태에서 클릭하면 비 활성화됨. 

 

[그림] 3-102 Call-Tree Type 필터링 

3.3.7.2. Call-Tree 필터링 - Signature  

 Call-Tree 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Signature 를 가진 노드들만 필터링하는 기능.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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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 Call-Tree Signature 필터링 

3.3.7.3. Call-Tree 그래프로 보기 

 Call-Tree 의 Method Time 에 대해 Waterfall 차트로 보여주는 기능 

 Call-Tree 상단 Show Graph 버튼을 이용해 Waterfall 차트로 전환 가능 

 X 축은 Method Time, Y 축은 Signature 를 나타내며 이 차트를 통해 수행시간이 긴 노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 노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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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 Call-Tree 리스트에서 Waterfall 차트로 전환 

 

[그림] 3-105 Call-Tree Waterfall 차트 툴팁 

데이터 설명 

시간 sec (비율 %) 
 Method Time 과 Request 전체 소요시간 대비 해당 Method 

Time 비율 

Signature  해당 노드의 Signature 

Method Type  해당 노드의 Method Type 

Layer  해당 노드가 실행된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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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ime (s)  해당 노드의 처리 시간 (초 단위) 

Elapse Time (s)  해당 단계의 총 소요 시간 (초 단위) 

[표] 3-18 Call-Tree Waterfall 차트 데이터 

3.3.7.4. 엑셀 다운로드 

 Call-Tree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Call-Tree 의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Call-Tree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 

 

[그림] 3-106 Call-Tree 엑셀 다운로드 

3.3.7.5. Meta Information 팝업 

 Call-Tree 의 메타 정보 및 에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Call-Tree Signature 중 Underline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Info 열에 있는 에러 아이콘을 

선택하면 팝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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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Call-Tree Signature 를 통한 Meta Information 팝업 

 

[그림] 3-108 Call-Tree 에러 아이콘을 통한 Meta Information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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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List 항목 중 GUID 의 Value 에 파란색 Underline 으로 표현된다면 클릭하여 Business 

Call-Tree Popup 을 확인 가능. 

 

[그림] 3-109 GUID 를 통한 Business Call-Tree 팝업 

3.3.7.6. Leak Information 팝업 

 Call-Tree 의 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Info 열에 있는 Leak 아이콘을 선택하면 팝업으로 해당 노드의 Leak 정보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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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Leak Information 팝업 

3.3.7.7. Query Information 팝업 

  Call-Tree 데이터 중 SQL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Call-Tree Signature 중   아이콘을 포함하고, Underline 이 있는 signature 를 클릭하면 

해당 SQL 의 Query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uery Information 팝업이 생성. 

 

[그림] 3-111 Call-Tree Query Information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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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QL - 수행된 Query 원문. 

Bind Variable - Query 에 사용된 바인드 변수. 

Executed Query - 바인드 변수가 적용된 Query. ② Bind Variable 영역 하단에 있는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누르면 바인드 변수가 적용된 Query 를 확인할 수 있음. 바인드 변수가 

없을 경우, ① Original SQL 에 나타난 Query 원문이 그대로 나타남. 

Execution Performance - Query 수행과 관련된 정보. 

Database - Query 가 수행된 데이터베이스 정보. 

 Oracle DB 관련한 SQL 일 경우, Executed Query 하단에 Explain(SQL Explain Plan 팝업 참고), 

Execute(SQL Execute 팝업 참고) 버튼이 나타남. 

 해당 버튼들은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사용하여 바인드 변수를 적용시키면 활성화 됨. 

 

[그림] 3-112 Oracle DB 일 경우 Query Information 팝업 

 Bind Variable 하단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있는 Apply Bind Variable 

버튼을 누르면 바인드 변수가 적용된 Query 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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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Query Information 팝업 Bind Variable 적용 

3.3.7.8. SQL Explain Plan 팝업 

 Oracle DB 관련한 SQL 일 경우, SQL 실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팝업 

 Executed Query 하단 Explain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됨. 

 해당 SQL 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해 SQL Explain Plan, Table 및 Table 영역에서 선택한 

Table 에 대한 Column, Index 정보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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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SQL Explain Plan 팝업 

3.3.7.9. SQL Execute 팝업 

 Oracle DB 관련한 SQL 일 경우, 해당 SQL 에 대한 수행 결과를 보여주는 팝업 

 Executed Query 하단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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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SQL Execute 팝업 

 Event 

 Overview 

 ENPHAROS 에 정의된 이벤트 유형들에 대해, 연관된 Request 정보를 바탕으로 각 이벤트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단일 제품군인 경우 화면에 Tier 선택 영역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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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관련 설정은 Management > Event 의 설정을 사용 

 Request 정의 

 WAS: Request 

 TPM: Service 

 TRACE: Business. 

 

[그림] 3-116 Event 화면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Event Count: 조회된 이벤트 데이터를 막대 차트로 조회하는 영역. 

Event List: 조회된 이벤트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Message: 특정 이벤트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영역. 

Request Performance: 특정 이벤트에 연관된 Request 들의 성능 분포도. 

Request List: 특정 이벤트에 연관된 Request 들을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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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영역 

 Event 를 조회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3-117 검색영역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4.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Tier 

 

 ENPHAROS 제품군을 

선택하는 영역 

 WAS, TPM, TRACE 중 택 1 

Level 

 

 조회할 이벤트의 심각도를 

설정하는 영역 

 ALL, Critical, Warning 중 택 1 

 ALL: Critical + Warning 

Max Row 

 

 조회할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설정하는 영역 

 10/20/50/100/500/1000 중 택 

1 

[표] 3-19 검색영역 기능 명세 

3.4.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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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8 시간 범위 영역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3-119 시간 범위 영역 – Quick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Minute, Hour 중 택 1 

 

[그림] 3-120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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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1.4.3.1.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4.3.2.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4.3.3.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4.3.4. 엑셀 다운로드” 참고 

[표] 3-20 공통 기능 명세 

3.4.3.1.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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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차트 범례 

3.4.3.2.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그림] 3-123 Event Count 영역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 사용 화면 

3.4.3.3.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그림] 3-124 Event Count 영역 Data View 기능 사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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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그림] 3-125 Event List 영역 엑셀 다운로드 

 Event Count 

 조회한 이벤트 데이터를 이벤트 별 Count 기반으로 내림차순 하여 표현한 차트. 우측의 파이 

차트는 전체 대비 이벤트 별 발생 비율을 표시. 

 이벤트 레벨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현됨 

 X 축: 이벤트 이름, Y 축: 이벤트의 발생 건수 

 

[그림] 3-126 Event Count 영역 

데이터 설명 

CRITICAL  ‘위험’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벤트 건수 

WARNING  ‘주의’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벤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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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  이벤트 이름 

Y축  각 이벤트 유형별 발생 건수 

[표] 3-21 Event Count 영역의 데이터 설명 

 막대 차트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 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해당 이벤트의 총 발생건수, 심각도(Critical, Warning)별 건수, 비율 

 

[그림] 3-127 Event Count 영역 막대 차트 툴팁 

 파이 차트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 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해당 이벤트의 총 건수, 비율. 

 

[그림] 3-128 Event Count 영역 파이 차트 툴팁 

 Event List 

 조회된 이벤트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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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Event List 영역 

데이터 설명 

Event  이벤트 이름 

Value 

 이벤트 발생 당시의 값. 이벤트 타입에 따라 단위가 다름 

데이터 설명 

Time 

 시간 단위 값을 표시 

 ex> 처리중거래 응답시간, GC 

소요시간 

Count 
 건수를 표시 

 ex> 처리중거래 건수, GC 건수 

Ratio 
 비율을 표시 

 ex> CPU, Memory 사용률 
 

Instance  이벤트가 발생한 인스턴스(에이전트) 이름 

Event Time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Confirm Time  이벤트가 종료된 시간 

[표] 3-22 Event List 영역의 데이터 설명 

 행 선택을 하면 메시지 및 관련 Request 정보를 Message, Request Performance 영역을 통해 

상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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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Event List 영역 행 선택 기능 사용 화면 

 Message 

 Event List 에서 선택한 이벤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 

 

[그림] 3-131 Message 영역 

 Request Performance 

 Event List 에서 선택된 이벤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Request 들의 성능 분포도.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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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Request Performance 영역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 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에러 유형, Request 명, Instance 명, Request 발생 시간, 소요시간 

 

[그림] 3-133 Request Performance 영역 툴팁 

3.4.7.1. 차트 아이템 클릭 

 차트 아이템과 Request List 의 행 연동 

 

[그림] 3-134 Request Performance 영역 차트 아이템 클릭 기능 사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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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Analytics 연동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하여 Request 를 상세 분석하는 기능 

 Tier 가 WAS 면 WAS Analytics 화면, TPM 이면 TPM Analytics 화면, Trace 이면 Biz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 

 드래그한 범위 내에 Request 가 1 개 이상 포함되는 경우만 기능 동작 

 

[그림] 3-135 Analytics 연동 기능 사용 화면 

 Request List 

 Event List 영역에서 선택된 이벤트에 연관된 Request 들을 표시. 

 

[그림] 3-136 Request List 영역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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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Request 를 처리한 인스턴스 이름 

Response Time  응답시간 

[표] 3-23 Request List 영역의 데이터 설명 

 행을 선택하면 Request Performance 의 차트 아이템과 연동 

 

[그림] 3-137 Request List & Request Performance 연동 

 Error 

 Overview 

 Error 는 Request 처리 중 발생한 에러에 대해 분, 시, 일 단위로 생성된 통계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  

 통계 정보는 에러 종류와 발생한 에이전트 별로 통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특히 Error 화면은 제공되는 다른 분석 화면과 다르게 업무별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 

 Tier 선택은 단일 제품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Request 정의 

 WAS: Request 

 TPM: Service 

 Error 유형 

에러 범위 내용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179  

Business Error WAS/TPM  에이전트 어드바이스에 정의된 에러 

SQL Error 

WAS  SQLException 이 발생한 에러 

TPM  SQL 관련 에러 

Leak 

WAS  JDBC Leak 관련 에러 

TPM  Memory Leak 관련 에러 

ETC Error WAS/TPM  위의 에러 외의 모든 에러 

[표] 3-24 에러 유형 

 

[그림] 3-138 Error 화면 

8)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9) Error Count - 에러별 발생 횟수를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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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rror List or Error Ratio - 에러별 발생횟수와 점유율을 조회하는 영역. List <-> Pie 전환 기능 

제공. 

Error Spectrum Trend - 시간대별 에러 건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Request List - 시간대에 발생한 에러(최대 1000 개)에 대한 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영역 

Message - StackTrace 를 조회하는 영역 

Request Performance -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Error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3-139 검색영역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5.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Tier 

 

 ENPHAROS 제품군을 선택하는 영역 

 WAS, TPM 중 택 1 

Period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단위를 설정 

 Minutely(분단위) / Hourly(시간단위) / 

Daily(일 단위) 중 택 1 

Error 

 

 입력된 Error 명이 포함된 정보를 

조회 

 Tier 가 WAS 인 경우 입력 가능 

[표] 3-25 검색영역 기능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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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3-140 시간 범위 영역 

 Period 가 일/시/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공.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3-141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Minutely’) 

 

[그림] 3-142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Hou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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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Daily’)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Period 별 시간단위 지원(아래 표를 참고) 

 

[그림] 3-144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Period 설명 

Daily 

 Day 

 Week 

 Month 

Hourly 

 Hour 

 Day 

 Week 

Minutely 
 Minute 

 Hour 

[표] 3-26 Period 별 Relative 선택 가능 시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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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3-145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Minutely’) 

 

[그림] 3-146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Hourly’) 

 

[그림] 3-147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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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1.5.3.1.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5.3.2.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5.3.3.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5.3.4. 엑셀 다운로드” 참고 

[표] 3-27 공통 기능 명세 

3.5.3.1.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하는 기능 

 

[그림] 3-148 차트 범례 

3.5.3.2.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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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Error List 화면 

3.5.3.3.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그림] 3-150 Data View 

3.5.3.4.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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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엑셀 다운로드 

 Error Count 

 조회한 Error 데이터를 요약하여 Error Count 기반으로 내림차순 하여 표현한 차트.  

 X 축: Error 명, Y 축: Error 발생 건수 

 마우스를 오버하면 해당 Error 에 대한 이름과 건수가 툴팁으로 표현 

 Error 명, 발생 건수 

 

[그림] 3-152 Error Count 

3.5.4.1. 차트 필터링 

 Error Spectrum 을 Error Count 에서 선택한 Error 로 필터링하는 기능 

 Error Count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Error Spectrum Trend 의 특정 범례만 On 되는 기능. 

클릭한 아이템을 다시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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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 Error Spectrum Trend 필터링 

 Error List 

 Error Count 가 높은 순으로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제공. 

 리스트에서는 Error 명, Count 값 및 전체 Count 에 대한 비율을 표시 

 

[그림] 3-154 Error List 화면 

목록 설명 

(색상표)  해당 Error 에 대해 Error Count 차트에 해당하는 색상 

Error Name  Error 명 

Count  Error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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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전체 Error Count 에 대한 해당 Error Count 의 비율 

[표] 3-28 Error List 데이터 설명 

3.5.5.1. 차트 전환 

 Error List 는 우측 상단의 버튼을 통해 Pie Chart 로 상호 전환할 수 있음. 

 

[그림] 3-155 차트 전환 

 Error Ratio 

 Error Count가 높은 순서대로 12시 방향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표시되는 Pie Chart를 

제공.  

 차트에는 전체 Count 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고,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Error 명과 Count 

값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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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Error Pie Chart 

 Error Spectrum Trend 

 조회된 데이터를 누적 막대 차트로 표현.  

 각각의 Error 별로 색상 구분하여 누적 표현되며 해당 색상은 Error Count 차트의 색상과 

동일.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표현 

 발생 시간, Error 명, Error 건수 

 

[그림] 3-157 Error Spectrum 

 Request List 

 Error Spectrum 에서 선택된 Error 에 해당하는 Request 들을 조회하여 Request 명, Instance 명, 

발생 시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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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진입 초기에는 Error Spectrum 차트의 첫번째 아이템의 첫번째 아이템(누적 막대의 

최하위 아이템)에 대한 Request 를 나타냄. 

 Request 는 최대 1000 개의 목록을 보여 줌 

 

[그림] 3-158 Request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Request Time  거래시간 

[표] 3-29 Request List 데이터 설명 

3.5.8.1. 행 선택 

 선택된 행의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선택된 행은 Request Performance 차트 아이템과 연동됨 

 Message 영역에서 관련 메시지 및 Stack Trace 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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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Request List 목록 선택 

 Message 

 Event List 에서 선택한 Event 에 대한 관련 메시지 및 StackTrace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영역을 선택하여 클립보드로 복사가 가능. 

 

[그림] 3-160 Stacktrace 메시지 

 Request Performance 

 Request List 에 표시된 Request 들에 대한 성능 분포도.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표현 

 이슈 유형, Request 명, Instance 명, Request 발생 시간, 응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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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Request Performance 

3.5.10.1. Request List 연동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Request List 의 행과 연동됨. 

 

[그림] 3-162 Request Performance 아이템 연동 

3.5.10.2. Analytics 연동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하여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차트를 드래그 하여 특정 Request 들을 선택하면, Tier 가 WAS 면 WAS Analytics 화면으로, 

TPM 이면 TPM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 

 Request 가 1 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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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Analytic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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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Z Statistics 

 Statistics 

 Overview 

 BIZ Statistics 는 업무별 통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 

 성능 분석을 위해 분/시간/일 단위로 다음의 9 가지 통계정보를 제공함. 

 Throughput 

 TPS 

 Running Request 

 Average Response Time 

 Max Response Time 

 Max Running Request 

 Success Count 

 Business Error Count 

 General Error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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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BIZ Statistics 영역 1 

1)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2) Tab Menu – 하위 메뉴로 전환하는 영역 

3) Tab 별 화면 영역 – 하위 메뉴의 내용을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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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BIZ Statistics 영역 2 

4) Trend - 시간대별 각 통계정보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5) Trend List - 시간대별 각 통계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6) Top List - 시간 범위 동안 특정 업무의 Top-N 을 조회하는 영역 

7) Request Performance - Request 의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통계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4-3 검색영역 

 검색영역의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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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1.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Period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단위를 설정 

 Minutely(분단위) / Hourly(시간단위) / 

Daily(일 단위) 중 택 1 

[표] 4-1 검색영역 기능 명세 

4.1.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4-4 시간 범위 영역 

 Period 가 일/시/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공.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4-5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Minu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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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Hourly’) 

 

[그림] 4-7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Daily’)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Period 별 시간단위 지원(아래 표를 참고) 

 

[그림] 4-8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Period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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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Day 

 Week 

 Month 

Hourly 

 Hour 

 Day 

 Week 

Minutely 
 Minute 

 Hour 

[표] 4-2 Period 별 Relative 선택 가능 시간 단위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4-9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Minutely’) 

 

[그림] 4-10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Hou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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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Daily’)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으로 상세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1.1.3.1. 메뉴 전환” 참고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1.1.3.2.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1.3.3.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1.3.4.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1.3.5 엑셀 다운로드” 참고 

[표] 4-3 공통 기능 명세 

4.1.3.1.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하위 화면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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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Request Performance 영역 

4.1.3.2.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 가능. 

 

[그림] 4-13 차트 범례 

4.1.3.3.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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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이미지 다운로드 

4.1.3.4.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 볼 수 있음. 

 

[그림] 4-15 Data View 

4.1.3.5.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그림] 4-16 엑셀 다운로드 

4.1.3.6. 추가 기능 

 Chart & List 의 클릭 또는 드래그를 이용하여 상세 분석이 가능함 

 시간대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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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열의 셀을 클릭하면 일 단위일 경우는 하루, 시 단위일 경우는 1 시간 범위로 재 

검색. 

 

[그림] 4-17 Data 주기 셀 선택 

 Top-N 조회 

 Chart 의 아이템을 클릭하여 시간대의 업무에 대한 업무 건수 Top-N 과 Request 

Performance 를 조회 

 List 의 행을 선택하여 시간대의 업무의 Request 건수 Top-N 과 Request Performance 

를 조회 

 Period 가 Daily(24 시간) / Hourly(1 시간) / Minutely(1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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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Trend 아이템 클릭 

 

 [그림] 4-19 Data 업무코드 셀 선택 

 드릴 다운 (단계적 분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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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영역 안의 시간대로 재 검색하는 기능.  

 단, Period 가 Daily / Hourly 인 경우에만 사용가능 

 

[그림] 4-20 드릴 다운 

4.1.3.7. BIZ Analytics 연동 

 BIZ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해당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Request 들을 선택함 

 Request 가 1 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음. 

 

[그림] 4-21 BIZ Request Analytic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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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Trend 

 제공되는 모든 통계 정보의 추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화면. 

 드릴 다운과 같은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X 축: 시간, Y 축: 업무별 각 항목의 값 

 

[그림] 4-22 All-Trend 화면 

 마우스를 오버하면 차트 아이템의 정보를 툴팁으로 확인 가능 (시간, 업무별 각 항목의 값) 

 

[그림] 4-23  All-Trend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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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Top-N 조회 

 특정시간/업무 에 대한 Top-N 을 조회하는 기능 

 

[그림] 4-24 Top-N 조회 

 Period 가 Daily/Hourly 로 조회하는 경우 상단의 Select Box 로 시간과 분을 설정하여 분 

단위로 재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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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분 단위로 재 검색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4-4 Top List 데이터 설명 

 Throughput 

 시간 범위내의 업무별 Request 의 Throughput 추이를 조회할 수 있음. 

 Throughput: 시간 단위 동안의 Request 건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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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Throughput 화면 

4.1.5.1. Trend 

 시간대별 Request 처리량에 대한 추이 차트.  

 X 축: 시간, Y 축: 처리량 

 차트에 대한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27 Trend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2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업무별 Request 처리량 

 

[그림] 4-28 Trend 툴팁 

4.1.5.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Request 처리량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29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업무코드  처리량 

[표] 4-5 Trend List 데이터 설명 

4.1.5.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업무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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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명 

Count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4-6 Top List 데이터 설명 

4.1.5.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BIZ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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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32 Request Performance 툴팁 

 TPS 

 시간 범위내의 업무별 TPS 를 조회하는 화면 

 TPS: Request 처리량을 시간단위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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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TPS 화면 

4.1.6.1. Trend 

 시간대별 초당처리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초당처리건수 

 차트에 대한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34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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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업무별 TPS 

 

[그림] 4-35 Trend 툴팁 

4.1.6.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초당처리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36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업무코드  업무별 TPS 

[표] 4-7 Trend List 데이터 설명 

4.1.6.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업무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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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명 

Count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4-8 Top List 데이터 설명 

4.1.6.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BIZ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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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Request Performance 차트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39 Request Performance 툴팁 

 Running Request 

 시간 범위내의 업무별 Running Reques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Running Request: 집계를 내는 시점에 처리가 끝나지 않은 Request 건수의 합의 시간단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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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Running Request 화면 

4.1.7.1. Trend 

 시간대별 처리중거래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처리중거래 건수 

 차트에 대한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41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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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업무별 처리중거래 건수 

 

[그림] 4-42 Trend 툴팁 

4.1.7.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처리중거래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43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업무코드  업무별 처리중거래 건수 

[표] 4-9 Trend List 데이터 설명 

4.1.7.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업무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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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명 

Count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4-10 Top List 데이터 설명 

4.1.7.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BIZ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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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Request Performance 차트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46 Request Performance 툴팁 

 Average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업무별 Average Response Time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Average Response Time: 시간 단위별 Request 응답시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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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Average Response Time 화면 

4.1.8.1. Trend 

 시간대별 평균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차트에 대한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48 Trend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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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업무별 평균응답시간 

 

[그림] 4-49 Trend 툴팁 

4.1.8.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평균응답시간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50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업무코드  업무별 평균응답시간 

[표] 4-11 Trend List 데이터 설명 

4.1.8.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업무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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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명 

Count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4-12 Top List 데이터 설명 

4.1.8.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BIZ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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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53 Request Performance 툴팁 

 Max Running Request 

 시간 범위내의 업무별 Max Running Reques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Max Running Request: 집계를 내는 시점에 처리가 끝나지 않은 Request 건수의 최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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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Max Running Request 화면 

4.1.9.1. Trend 

 시간대별 최대처리중거래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최대처리중거래 건수 

 차트에 대한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55 Trend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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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업무별 최대처리중거래 건수 

 

[그림] 4-56 Trend 툴팁 

4.1.9.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최대처리중거래량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57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업무코드  업무코드별 최대처리중거래 건수 

[표] 4-13 Trend List 데이터 설명 

4.1.9.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업무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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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8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명 

Count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그림] 4-59 Top List 데이터 설명 

4.1.9.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BIZ Analytics 연동”을 참고 

 

[그림] 4-60 Request Performance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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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61 Request Performance 툴팁 

 Max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업무별 Max Response Time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Max Response Time: 시간 단위별 Request 응답 시간의 최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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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Max Response Time 화면 

4.1.10.1. Trend 

 시간대별 최대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최대응답시간 

 차트에 대한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63 Trend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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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업무별 최대응답시간 

 

[그림] 4-64 Trend 툴팁 

4.1.10.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최대응답시간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65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업무코드  업무코드별 최소처리중거래 건수 

[표] 4-14 Trend List 데이터 설명 

4.1.10.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업무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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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명 

Count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4-15 Top List 데이터 설명 

4.1.10.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BIZ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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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7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68 Request Performance 툴팁 

 Success Count 

 시간 범위내의 업무별 Success Coun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Success Count: 거래 성공 건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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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Success Count 화면 

4.1.11.1. Trend 

 시간대별 거래 성공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거래 성공 건수 

 차트에 대한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70 Trend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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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업무별 거래 성공 건수 

 

[그림] 4-71 Trend 툴팁 

4.1.11.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거래 성공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72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업무코드  업무별 거래 성공 건수 

[표] 4-16 Trend List 데이터 설명 

4.1.11.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업무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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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명 

Count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4-17 Top List 데이터 설명 

4.1.11.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BIZ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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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4 Request Performance 차트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75 Request Performance 툴팁 

 Business Error Count 

 시간 범위내의 업무별 Business Error Coun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Business Error Count: 에이전트 어드바이스에 정의된 에러 (업무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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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6 Business Error Count 화면 

4.1.12.1. Trend 

 시간대별 업무 에러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업무 에러 건수 

 차트에 대한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77 Trend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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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업무별 업무 에러 건수 

 

[그림] 4-78 Trend 툴팁 

4.1.12.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업무 에러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79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업무코드  업무별 업무 에러 건수 

[표] 4-18 Trend List 데이터 설명 

4.1.12.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업무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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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0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명 

Count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4-19 Top List 데이터 설명 

4.1.12.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BIZ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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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1 Request Performance 차트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82 Request Performance 툴팁 

 General Error Count 

 시간 범위내의 업무별 General Error Coun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General Error Count: 업무 에러를 제외한 모든 에러 (일반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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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3 General Error Count 화면 

4.1.13.1. Trend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일반 에러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84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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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업무별 일반 에러 건수 

 

[그림] 4-85 Trend 툴팁 

4.1.13.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업무별 일반 에러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6. 추가 기능”참고. 

 

[그림] 4-86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업무코드  업무별 일반 에러 건수 

[표] 4-20 Trend List 데이터 설명 

4.1.13.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업무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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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7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거래명 

Count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4-21 Top List 데이터 설명 

4.1.13.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BIZ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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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8 Request Performance 차트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89 Request Performance 툴팁 

 Tier 

 Overview 

 Tier 는 거래 구간의 상태를 조회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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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0 Tier 화면 

8)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9) Tier Response Time Trend – 시간대별/구간별 평균응답시간을 조회하는 영역 

10) Tier Response Time List – 시간대별/구간별 평균응답시간을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11) Biz-Tier Response Time Trend – 업무별/구간별 응답시간을 조회하는 영역 

12) Biz Spectrum Trend – 업무별/시간대별 TPS, Average Resposne Time, Execution Count, General 

Error Count 각 항목 데이터를 조회하는 영역 

13) Biz Trend List 영역 - 업무별/시간대별 추이의 상세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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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영역 

 Tier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 

 

[그림] 4-91 검색영역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2.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Period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단위를 설정 

 Minutely(분단위) / Hourly(시간단위) / 

Daily(일 단위) 중 택 1 

[표] 4-22 검색영역 기능 명세 

4.2.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4-92 시간 범위 영역 

 Period 가 일/시/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공.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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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3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Minutely’) 

 

[그림] 4-94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Hourly’) 

 

[그림] 4-95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Daily’)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Period 별 시간단위 지원(아래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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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6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Period 설명 

Daily 

 Day 

 Week 

 Month 

Hourly 

 Hour 

 Day 

 Week 

Minutely 
 Minute 

 Hour 

[표] 4-23 Period 별 Relative 선택 가능 시간 단위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4-97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Minu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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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8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Hourly’) 

 

[그림] 4-99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Daily’)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1.2.3.1.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2.3.2.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2.3.3.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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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엑셀 다운로드” 참고 

추가 기능 
 Trend Chart, List 의 상세 분석 기능 

 “1.2.3.5. 추가 기능” 참고 

[표] 4-24 공통 기능 명세 

4.2.3.1.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하는 기능 

 

[그림] 4-100 차트 범례 

4.2.3.2.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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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1 이미지 다운로드 

4.2.3.3.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그림] 4-102 Data View 

4.2.3.4.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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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3 엑셀 다운로드 

4.2.3.5. 추가 기능 

 각 Chart & List 에 대하여 클릭을 이용하여 상세 분석이 가능함 

 Tier Response Time Trend 시간별 상세 검색 

 차트의 아이템을 클릭하거나 List 의 행을 선택하여 실행 

 선택된 시간대와 검색영역의 Period 를 시작으로 일->시, 시->분 순으로 단계적 검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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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4 Tier Response Time Trend 차트 아이템 클릭 

 

[그림] 4-105 Tier Response Time List 행 선택 

 Biz-Tier Response Time 업무별 상세 검색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여 하위 업무가 존재할 때 하위업무별로 상세 내용을 조회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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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6 Biz-Tier Response Time 차트 아이템 클릭 

 TOP-N 연동 

 아이콘을 선택하면 BIZ Statistics > TOP-N 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선택된 Biz 

Group 의 하위 업무의 TOP-N 내용을 조회하는 기능 

 

[그림] 4-107 TOP-N 연동 

 Tier Response Time Trend 

 시간대별 각 구간의 평균응답시간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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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은 “1.2.3.5. 추가 기능” 참고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4-108 Tier Response Time Trend 차트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조회 가능 

 시간, 구간별 평균응답시간 

 

[그림] 4-109 Tier Response Time Trend 툴팁 

 Tier Response Time List 

 시간대별 각 구간의 평균응답시간의 수치를 조회하는 리스트 

 기능은 “1.2.3.5.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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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Tier Response Time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구간명  평균응답시간 

[표] 4-25 Tier Response Time List 데이터 설명 

 Biz-Tier Response Time Trend 

 업무별 각 구간의 평균응답시간의 추이를 조회하는 차트 

 기능은 “1.2.3.5. 추가 기능” 참고 

 X 축: 업무코드,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4-111 Biz-Tier Response Time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 조회 가능 

 업무명, 구간별 평균응답시간, 구간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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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 Biz-Tier Response Time Trend 툴팁 

 Biz Spectrum Trend 

 시간대별 각 업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차트 위 버튼 선택으로 초당처리건수, 평균응답시간, 

거래 건수, 일반 에러 건수 추이를 조회하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버튼 항목(초당처리건수/평균응답시간/거래 건수/일반 에러건수) 

 

[그림] 4-113 Biz-Tier Response Time Trend 차트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 조회 가능 

 시간, 각 항목에 대한 값, 업무별 점유율 

 

[그림] 4-114 Biz Spectrum Trend 차트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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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Trend List 

 시간대별 각 업무/SQL/응답시간/구간별 평균응답시간의 상세내용을 조회하는 리스트 

 기능은 “1.2.3.5. 추가 기능” 참고 

 

[그림] 4-115 Biz Trend List 

구분 개요 항목 설명 

Biz Group  업무그룹 업무  업무이름 

Business  업무내역 

TPS  업무그룹 

Count  업무별 응답시간 

Success Count  거래 성공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Rate  업무 에러율 

SQL  SQL 내역 

Count  SQL 건수 

Response Time  SQL 응답시간 

Response Time  응답시간내역 

Max  최대응답시간 

Min  최소응답시간 

Avg  평균응답시간 

Tier Average 

Response Time 

 구간별 

응답시간 
구간명 

 구간별 

평균응답시간 

[그림] 4-116 Biz Trend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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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N 

 Overview 

 Top-N 은 모든 Request 대하여 제공되는 항목별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화면 

 Request: 하나의 Business(거래)를 의미함. 

 분/시간/일 단위로 다음 항목에 대한 Top-N 을 분석 

 Success Count 

 Average Response Time 

 Accumulated Response Time 

 General Error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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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7 BIZ TOP-N 화면 

14)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15) Tab Menu – 하위 메뉴로 전환하는 영역 

16) Top 10 – 각 항목별로 높은 순으로 정렬된 Top-10 데이터를 조회하는 영역 

17) Business Error Count Top 10 - 각 항목별로 높은 순으로 정렬된 Top-10 의 업무 에러 건수를 

조회하는 영역 

18) Top List - 각 항목별로 높은 순으로 졍렬된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19) Trend - 시간 범위 동안에 선택된 Request 에 대한 항목별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20) Request Performance -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Top-N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4-118 검색영역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3.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Period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단위를 

설정 

 Minutely(분단위) / 

Hourly(시간단위) / Daily(일 단위)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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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ype 

 

 Code/Group 중 택 1 

 Code: 선택된 그룹의 최하위 

업무를 대상으로 Top-N 조회 

 Group: 선택된 그룹을 대상으로 

Top-N 조회 

[표] 4-26 검색영역 기능 명세 

4.3.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4-119 시간 범위 영역 

 Period 가 일/시/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공.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4-120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Minutely’)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262  

 

[그림] 4-121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Hourly’) 

 

[그림] 4-122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Daily’)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Period 별 시간단위 지원(아래 표를 참고) 

 

[그림] 4-123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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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설명 

Daily 

 Day 

 Week 

 Month 

Hourly 

 Hour 

 Day 

 Week 

Minutely 
 Minute 

 Hour 

[표] 4-27 Period 별 Relative 선택 가능 시간 단위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4-124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Minutely’) 

 

[그림] 4-125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Hou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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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6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Daily’)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으로 상세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1.3.3.1. 메뉴 전환” 참고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1.3.3.2.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3.3.3.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3.3.4.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3.3.5. 엑셀 다운로드” 참고 

드릴 다운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능 

 자세한 내용은 “1.3.3.6. 추가 기능”의 드릴 다운을 참고 

추가 기능 
 Trend Chart, List 의 상세 분석 기능 

 “1.3.3.6. 추가 기능” 참고 

BIZ Analytics 연동 

 WAS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Request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1.3.3.7. BIZ Analytics 연동” 참고 

[표] 4-28 공통 기능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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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하위 화면으로 전환. 

 

[그림] 4-127 Tab 메뉴 이동 

4.3.3.2.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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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8 Request Performance 차트 범례 

4.3.3.3.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4-129 Top 10 이미지 다운로드 

4.3.3.4.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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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0 TOP 10 Data View 

4.3.3.5. 엑셀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4-131 엑셀 다운로드 

4.3.3.6. 추가 기능 

 Chart & List 의 클릭 또는 드래그를 이용하여 상세 분석이 가능함. 

 Top 10 / Business Error Count Top 10 차트 아이템 클릭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Top List 의 행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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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2 TOP 10 차트 아이템 클릭 

 Trend 차트 아이템 클릭 

 클릭한 아이템의 시간을 기준으로 일이면 시간으로 시간이면 분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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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3 Trend 차트 아이템 클릭 

 Request Performance 조회 

 Trend Chart 의 아이템을 클릭하여 실행하며 클릭 된 아이템의 시간을 기준으로 

1 분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기능. Period 가 Minutely 일때만 조회가 가능함 

 

[그림] 4-134 Trend - Request Performance 연동(Minutely) 

 드릴 다운 

 Trend 차트를 드래그하여 영역에 포함된 시간대로 Trend 차트를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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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5 드릴 다운 

4.3.3.7. BIZ Analytics 연동 

 BIZ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해당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Request 들을 선택함 

 Request 가 1 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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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6 BIZ Request Analytics 연동 

 Success Count 

 업무별 Success Count 가 높은 기준으로 조회. 

 Success Count: 거래 성공 건수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1.3.3.6.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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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7 Success Count 화면 

4.3.4.1. Top 10 

 Top-N 정보 중 거래 성공 건수가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업무명, Y 축: 거래 성공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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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8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업무코드 or 그룹, 거래 성공 건수 

 

[그림] 4-139 Top 10 툴팁 

4.3.4.2. Business Error Count Top 10 

 Top-N 정보 중 거래 성공 건수가 높은 상위 10 개의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를 조회하는 

영역 

 막대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 건수 

 선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율 

 

[그림] 4-140 Business Error Count Top List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업무코드 or 그룹,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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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1 Top 10 툴팁 

4.3.4.3. Top List 

 거래 성공 건수가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4-142 Top List 

데이터 설명 

Category  업무명 및 업무그룹명 

Count  거래 건수 

Success Count  거래 성공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Rate  업무 에러율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WTO  응답시간 ‘주의’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CTO  응답시간 ‘심각’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4-29 Top List 데이터 설명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275  

4.3.4.4. Trend 

 시간 범위 내의 거래 성공 건수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거래 성공 건수 

 

[그림] 4-143 Trend 

4.3.4.5.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144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에러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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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5 Request Performance 툴팁 

 Average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Average Response Time 이 높은 기준으로 조회. 

 Average Response Time: Request 의 응답시간에 대한 평균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1.3.3.6.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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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6 Average Response Time 화면 

4.3.5.1. Top 10 

 Top-N 정보 중 평균응답시간이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업무명, Y 축: 평균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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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7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업무코드 or 그룹, 평균응답시간 

 

[그림] 4-148 Top 10 툴팁 

4.3.5.2. Business Error Count Top 10 

 Top-N 정보 중 평균응답시간이 높은 상위 10 개의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를 조회하는 

영역 

 막대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 건수 

 선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율 

 

[그림] 4-149 Business Error Count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업무코드 or 그룹,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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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0 Top 10 툴팁 

4.3.5.3. Top List 

 평균응답시간이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4-151 Top List 

데이터 설명 

Category  업무명 및 업무그룹명 

Count  거래 건수 

Success Count  거래 성공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Rate  업무 에러율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WTO  응답시간 ‘주의’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CTO  응답시간 ‘심각’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4-30 Top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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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평균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4-152 Trend 

4.3.5.5.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153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에러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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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4 Request Performance 툴팁 

 Acc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Accumulated Response Time 이 높은 기준으로 조회. 

 Accumulated Response Time: Request 의 누적응답시간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1.3.3.6.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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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5 Accumulated Response Time 화면 

4.3.6.1. Top 10 

 Top-N 정보 중 누적응답시간이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업무명, Y 축: 누적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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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6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업무코드 or 그룹, 누적응답시간 

 

[그림] 4-157 Top 10 툴팁 

4.3.6.2. Business Error Count Top 10 

 Top-N 정보 중 누적응답시간이 높은 상위 10 개의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를 조회하는 

영역 

 막대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 건수 

 선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율 

 

[그림] 4-158 Business Error Count Top List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업무코드 or 그룹,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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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9 Top 10 툴팁 

4.3.6.3. Top List 

 누적응답시간이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4-160 Top List 

데이터 설명 

Category  업무명 및 업무그룹명 

Count  거래 건수 

Success Count  거래 성공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Rate  업무 에러율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WTO  응답시간 ‘주의’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CTO  응답시간 ‘심각’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4-31 Top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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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누적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누적응답시간 

 

[그림] 4-161 Trend 

4.3.6.5.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162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에러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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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3 Request Performance 툴팁 

 General Error Count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General Error Count 가 높은 기준으로 조회. 

 General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를 제외한 에러 건수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1.3.3.6.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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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4 General Error Count 화면 

4.3.7.1. Top 10 

 Top-N 정보 중 일반 에러 건수가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업무명, Y 축: 일반 에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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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5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업무코드 or 그룹, 일반 에러 건수 

 

[그림] 4-166 Top 10 툴팁 

4.3.7.2. Business Error Count Top 10 

 Top-N 정보 중 일반 에러 건수가 높은 상위 10 개의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를 조회하는 

영역 

 막대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 건수 

 선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율 

 

[그림] 4-167 Business Error Count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업무코드 or 그룹,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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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8 Business Error Count Top 10 툴팁 

4.3.7.3. Top List 

 일반 에러 건수가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4-169 Top List 

데이터 설명 

Category  업무명 및 업무그룹명 

Count  거래 건수 

Success Count  거래 성공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Rate  업무 에러율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WTO  응답시간 ‘주의’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CTO  응답시간 ‘심각’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4-32 Top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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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일반 에러 건수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일반 에러 건수 

 

[그림] 4-170 General Error Count Trend 차트 

4.3.7.5.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171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에러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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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2 Request Performance 툴팁 

 Business Error Count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Business Error Count 가 높은 기준으로 조회. 

 Business Error Count: 에이전트 어드바이스에 정의된 에러 (업무 에러)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1.3.3.6.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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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3 Business Error Count 화면 

4.3.8.1. Business Error Count Top 10 

 Top-N 정보 중 업무 에러 건수가 높은 상위 10 개의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를 조회하는 

영역 

 막대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 건수 

 선 차트 – X 축: 업무명, Y 축: 업무 에러율 

 

[그림] 4-174 Business Error Count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업무코드 or 그룹,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 

 

[그림] 4-175 Business Error Count Top 10 툴팁 

4.3.8.2. Top List 

 업무 에러 건수가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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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6 Top List 

데이터 설명 

Category  업무코드 및 업무그룹 

Count  거래 건수 

Success Count  거래 성공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Rate  업무 에러율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WTO  응답시간 ‘주의’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CTO  응답시간 ‘심각’ 수준을 초과한 거래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4-33 Top List 데이터 

4.3.8.3.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업무 에러 건수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업무 에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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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7 Trend 

4.3.8.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그림] 4-178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에러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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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9 Request Performance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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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verview 

 Comparison 는 두 특정 날짜 간의 24 시간 비교 정보를 1 시간 간격으로 비교하는 화면. 

 Request: 하나의 Business(거래)를 의미함. 

 Throughput, General Error Count, Business Error Count, TPS, Response Time 정보를 제공 

 

[그림] 4-180 BIZ Comparison 화면 

21)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22) Tab Menu – 하위 메뉴로 전환하는 영역 

23) Trend – 두 날짜의 비교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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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parison Data – 두 날짜의 비교 추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Comparison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4-181 검색영역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2.3.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Peak Day 

 

 근래에 부하가 가장 높았던 날과 

비교하는 기능 제공 

[표] 4-34 검색영역 기능 명세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으로 상세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1.4.3.1. 메뉴 전환” 참고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1.4.3.2.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4.3.3.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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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4.3.4.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4.3.5. 엑셀 다운로드” 참고 

Peak Day 비교 
 근래에 부하가 가장 높았던 날과 비교하는 기능 

 “1.4.3.6. Peak Day 비교” 참고 

[표] 4-35 공통 기능 명세 

4.4.3.1.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하위 화면으로 전환 

 

[그림] 4-182 하위 메뉴 전환 

4.4.3.2.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 하는 기능 

 

[그림] 4-183 Trend 차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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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4-184 Trend 차트 이미지 다운로드 

4.4.3.4.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능 

 

[그림] 4-185 Trend 차트 Data View 

4.4.3.5.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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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6 Comparison Data List 엑셀 다운로드 

4.4.3.6. Peak Day 비교 

 근래에 부하가 가장 높았던 날과 비교하는 기능. 

 Peak Day 의 Check box 를 활성화 시키면 좌측 날짜의 비교일 2 는 Peak Day 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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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7 Peak Day 와 비교 

 Throughpu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거래 처리량을 비교 

 Throughput: 시간단위동안 Request 건수의 합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그림] 4-188 Throughput 화면 

4.4.4.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Request 처리량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축: 시간, Y축: Request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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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9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Request 처리량, 비교일 2 의 Request 처리량 

 

[그림] 4-190 Trend 툴팁 

4.4.4.2. Comparison Data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4-191 Comparison Data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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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항목 설명 

Period  비교시간 - - 

Day1  기준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비교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4-36 Comparison Data List 데이터 설명 

 General Error Coun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General Error Count 를 비교 

 General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를 제외한 일반 에러 건수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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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2 General Error Count 화면 

4.4.5.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일반 에러 건수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일반 에러 건수 

 

[그림] 4-193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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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일반 에러 건수, 비교일 2 의 일반 에러 건수 

 

[그림] 4-194 Trend 툴팁 

4.4.5.2. Comparison Data Lis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4-195 Comparison Data List 

구분 개요 항목 설명 

Period  비교시간 - - 

Day1  기준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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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비교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4-37 Comparison Data List 데이터 설명 

 Business Error Coun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Business Error Count 를 비교 

 Business Error Count: 에이전트 어드바이스에 정의된 에러 (업무 에러)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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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6 Business Error Count 화면 

4.4.6.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업무 에러 건수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업무 에러 건수 

 

[그림] 4-197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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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업무 에러 건수, 비교일 2 의 업무 에러 건수 

 

[그림] 4-198 Trend 툴팁 

4.4.6.2. Comparison Data Lis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4-199 Comparison Data List 

구분 개요 항목 설명 

Period  비교시간 - - 

Day1  기준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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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비교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4-38 Comparison Data List 데이터 설명 

 TPS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TPS 추이를 비교. 

 TPS: Request 처리량을 시간단위로 나눈 값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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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0 TPS 화면 

4.4.7.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TPS 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초당처리건수 

 

[그림] 4-201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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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비교일 1 의 TPS, 비교일 2 의 TPS 

 

[그림] 4-202 Trend 툴팁 

4.4.7.2. Comparison Data Lis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4-203 Comparison Data List 

구분 개요 항목 설명 

Period  비교시간 - - 

Day1  기준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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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비교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4-39 Comparison Data List 데이터 설명 

 Response Time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Response Time 의 추이를 비교. 

 Response Time: Request 의 응답시간에 대한 평균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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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4 Response Time 화면 

4.4.8.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평균 응답 시간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4-205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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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평균응답시간, 비교일 2 의 평균응답시간 

 

[그림] 4-206 Trend 툴팁 

4.4.8.2. Comparison Data Lis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 영역 

 

[그림] 4-207 Comparison Data List 

구분 개요 항목 설명 

Period  비교시간 - - 

Day1  기준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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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비교일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4-40 Comparison Data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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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Statistics Event 

 Overview 

 Statistics Event 는 과거 이벤트 발생 내역 및 평균통계치와 비교조회하는 화면 

 Management > Statistics Event 화면의 설정과 연동됨 

 각 Event 는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함 

 

[그림] 4-208 Statistics Event 화면 

25) 검색영역 – Statistics Event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검색 조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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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vent Count – 이벤트별 발생 빈도를 조회하는 영역 

27) Statistics Event List – 발생한 이벤트를 목록으로 조회하는 영역 

28) Message – 발생한 이벤트의 메시지를 조회하는 영역 

29) Comparison Trend Last 10 – 과거 평균 통계치와 선택된 이벤트의 통계치를 비교추이를 

보여주는 영역 

30) Comparison List Last 10 – 과거 평균 통계치와 선택된 이벤트의 통계치를 비교하여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영역 

 검색영역 

 Statistics Event 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검색 조건 영역 

 

[그림] 4-209 검색영역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5.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Level 

 

 이벤트의 심각도를 설정하는 

영역.  

 ALL, Critical, Warning 중 택 1 

 ALL: Critical + Warning 

Compare Day 

 

 현재 기준 과거 시간 범위의 

시간 단위를 선택하는 영역.  

 ALL, Day, Week, Month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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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 단위를 

선택  

 Hour, Day 중 택 1 

Max Row 

 

 조회할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선택하는 영역 

 10, 20, 50, 100, 500, 1000 중 

택 1 

TxCode 

 

 조회할 데이터의 거래 코드를 

입력하는 영역 

[표] 4-41 검색영역 기능 명세 

4.5.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범위를 설정하는 영역 

 

[그림] 4-210 시간 범위 선택 영역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4-211 시간 범위 선택 영역 - Quick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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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Minute, Hour 중 택 

 

[그림] 4-212 시간 범위 선택 영역 – Relative 방식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4-213 시간 범위 선택 영역 – Absolute 방식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1.5.3.1.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5.3.2.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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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5.3.3.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5.3.4. 엑셀 다운로드” 참고 

[표] 4-42 공통 기능 명세 

4.5.3.1.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 할 수 있음. 

 

[그림] 4-214 차트 범례 

4.5.3.2.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4-215 이미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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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그림] 4-216 Data View 

4.5.3.4.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4-217 엑셀 다운로드 

 Event Count 

 이벤트별 발생 빈도를 조회하는 영역.  

 Level 을 ALL 할 경우 차트 아이템의 Critical, Warning 의 점유 정도를 확인 할 수 있음.  

 막대 차트의 X 축: 이벤트 이름, Y 축: 이벤트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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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8 Event Count 이벤트별 발생건수와 점유율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 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해당 이벤트 전체 발생 건수, 해당 이벤트의 심각도별 이벤트 발생 건수 및 점유율 

 

[그림] 4-219 Event Count 이벤트별 발생건수 툴팁 

 

 파이 차트의 각 영역은 이벤트별 점유율을 나타냄.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 정보를 툴팁으로 표시 

 이벤트 이름, 이벤트 발생건수, 이벤트 점유율 

 

[그림] 4-220 Event Count 이벤트별 점유율 툴팁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323  

 Statistics Event List 

 발생한 이벤트를 목록으로 조회하는 영역.  

 Comparison Count/Comparison Unit/Interval 은 Management > Statistics Event 에서 설정. 

 

[그림] 4-221 Statistics Event List 

데이터 설명 

Biz Group  업무그룹명 

Type  Event 유형 

Reason  Event 발생 이유 or Event 가 발생한 거래 코드 

Event Time 

 Event 발생 시간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Event 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Event Time 은 

통계를 내는 시간과 동일함 

Interval  비교 시간 단위 

Comparison Unit  과거 비교 통계 범위 시간 단위 (일, 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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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Count  과거 비교 통계 범위 시간 값 

[표] 4-43 Statistics Event List 데이터 설명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의 이벤트 메시지와 Event Time 을 기준으로 과거 Comparison 

Count/Comparison Unit 시간 전 평균치를 Interval 단위로 나타낸 데이터와 Event Time 기준 

최근 10 건의 데이터를 비교함. 

 예) Comparison Count(2), Comparison Unit(Day), Interval(HOUR), Event Time 은 10 시 30 분 

=> 2 일전 통계치의 평균 데이터와 비교하며 시간(HOUR)단위로 10 건을 비교(0 시부터 

10 시까지), 평균(9/29~9/30) vs 10/1 을 비교함. 

 

[그림] 4-222 Business Event List 와 Message, Comparison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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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 

 발생한 이벤트의 메시지를 조회하는 영역. 

 

[그림] 4-223 이벤트 Message 

 Message 영역의 Current Value 를 클릭하면 Comparison List Last 10 의 해당되는 셀에 강조 

표시가 됨 

 

[그림] 4-224 Message 영역의 Current Value 와 Comparison List 연동 

 Comparison Trend Last 10 

 과거 평균 통계치와 선택된 이벤트의 통계치의 최근 10 건 비교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조회 대상들의 기간은 차트 이름 아래 텍스트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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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축은 비교시간, Y 축은 버튼의 값 

 거래 처리량 

 평균응답시간 

 일반 에러 건수 

 일반 에러율 

 업무 에러 건수 

 업무 에러율 

 

[그림] 4-225 Comparison Trend Last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시간, 기준 통계치 처리량, 과거 통계치 

 

[그림] 4-226 Comparison Trend Last 10 툴팁 

 차트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 처리량/평균응답시간/일반 에러 건수/일반 에러율/업무 에러 

건수/업무 에러율의 비교추이를 조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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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7 Comparison Trend Last 10 버튼 클릭 

 Comparison List Last 10 

 과거 평균 통계치와 선택된 이벤트의 통계치의 최근 10 건을 비교하여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영역.  

 기준대상과 비교대상을 비교하여 변동률이 증가되면 적색, 감소되면 녹색으로 표기됨. 

 

[그림] 4-228 Comparison List Last 10 

구분 개요 항목 설명 

Biz Group  업무그룹 - - 

Time  비교시간 - - 

Throughput Base  기준 대상의 거래 처리량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328  

 기준대상과 

비교대상의 

거래 처리량 

비교 

Comp.  비교 대상의 거래 처리량 

Variation 
 기준 vs 비교의 변동률 

 (Base/Comp) - 1) * 100) 

Avg 

Response 

Time 

 기준대상과 

비교대상의 

평균응답시간 

비교 

Base  기준 대상의 거래 처리량 

Comp.  비교 대상의 거래 처리량 

Variation 
 기준 vs 비교의 변동률 

 (Base/Comp) - 1) * 100) 

General 

Error Count 

 기준대상과 

비교대상의 

일반 에러 

건수 비교 

Base  기준 대상의 거래 처리량 

Comp.  비교 대상의 거래 처리량 

Variation 
 기준 vs 비교의 변동률 

 (Base/Comp) - 1) * 100) 

General 

Error Rate 

 기준대상과 

비교대상의 

일반 에러율 

비교 

Base  기준 대상의 거래 처리량 

Comp.  비교 대상의 거래 처리량 

Variation 
 기준 vs 비교의 변동률 

 (Base – Comp.) (%P) 

Biz Error 

Count 

 기준대상과 

비교대상의 

업무 에러 

건수 비교 

Base  기준 대상의 거래 처리량 

Comp.  비교 대상의 거래 처리량 

Variation 
 기준 vs 비교의 변동률 

 (Base/Comp) - 1) * 100) 

Biz Error 

Rate 

 기준대상과 

비교대상의 

업무 에러율 

비교 

Base  기준 대상의 거래 처리량 

Comp.  비교 대상의 거래 처리량 

Variation 
 기준 vs 비교의 변동률 

 (Base – Comp.) (%P) 

[표] 4-44 Comparison List Last 10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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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AS Statistics 

 Statistics 

 Overview 

 통계는 Instance 별 통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 

 HTTP/JDBC 영역에 대한 분/시간/일 단위로 통계정보를 분석 

 HTTP: WAS 서비스에 대한 요청 

 Throughput, TPS, Running Request, Average Response Time, Max Running Time, Min 

Running Time, Concurrent User, Instance CPU, Instance Memory 정보 제공 

 JDBC: SQL 실행에 대한 요청 

 Throughput, TPS, Running Request, Average Response Time, Max Running Time, Min 

Running Time, Accumulated Elapse Time, Instance CPU, Instance Memory 정보 제공 

 

[그림] 5-1 WAS Statistics 영역 1 

31)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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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ab Menu – 하위 메뉴로 전환하는 영역 

33) Tab 별 화면 영역 – 하위 메뉴의 내용을 조회하는 영역 

 

[그림] 5-2 WAS Statistics 영역 2 

34) Trend – 시간대별 각 통계치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35) Trend List – 시간대별 각 통계치의 수치를 조회하는 영역 

36) Top List – 시간 범위 동안 특정 Instance 의 Request Top-N 을 조회하는 영역 

37) Request Performance – Request 의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통계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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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검색영역 

 검색 영역의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2.1.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Period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단위를 설정 

 Minutely(분단위), Hourly(시간단위), 

Daily(일 단위) 중 택 1 

Layer 

 

 HTTP / JDBC 중 택 1 

[표] 5-1 검색 영역 기능 명세 

5.1.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5-4 시간 범위 영역 

 Period 가 일/시/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공.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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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Minutely’) 

 

[그림] 5-6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Hourly) 

 

[그림] 5-7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Daily’)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Period 별 시간단위 지원(아래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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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Period 설명 

Daily 

 Day 

 Week 

 Month 

Hourly 

 Hour 

 Day 

 Week 

Minutely 
 Minute 

 Hour 

[표] 5-2 Period 별 Relative 선택 가능 시간 단위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5-9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Minu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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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Hourly’) 

 

[그림] 5-11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Daily’)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으로 상세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2.1.3.1 메뉴 전환” 참고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2.1.3.2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2.1.3.3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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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2.1.3.4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2.1.3.5 엑셀 다운로드” 참고 

드릴 다운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능 

 자세한 내용은 “2.1.3.6. 추가 기능”의 드릴 다운을 

참고 

추가 기능 
 Trend Chart, List 의 상세 분석 기능 

 “2.1.3.6. 추가 기능” 참고 

WAS Analytics 연동 

 WAS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2.1.3.7. WAS Analytics 연동” 참고 

[표] 5-3 공통 기능 명세 

5.1.3.1.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하위 화면으로 전환 

 

[그림] 5-12 Request Performance 영역 

5.1.3.2.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 가능. 

 범례는 Instance 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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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차트 범례 

5.1.3.3.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5-14 Data View 

5.1.3.4.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그림] 5-15 Data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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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엑셀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5-16 Data View 

5.1.3.6. 추가 기능 

 Chart & List 의 클릭 또는 드래그를 이용하여 상세 분석이 가능함 

 시간대 상세 분석  

 주기 열의 셀을 클릭하면 일 단위일 경우는 하루, 시 단위일 경우는 1 시간 범위로 재 

검색. 

 

[그림] 5-17 Data 주기 셀 선택 

 Top-N 조회 

 Chart 의 아이템을 클릭하여 시간대의 Instance 의 Request 건수 Top-N 과 Request 

Performance 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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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의 행을 선택하여 시간대의 Instance 의 Request 건수 Top-N 과 Request 

Performance 를 조회 

 Period 가 Daily(24 시간) / Hourly(1 시간) / Minutely(1 단위) 

 

[그림] 5-18 Trend 아이템 클릭 

 

 [그림] 5-19 Data Instance 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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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다운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능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영역 안의 시간대로 재 검색하는 기능. (Period 가 Daily / Hourly 

인 경우에만 사용가능) 

 

[그림] 5-20 드릴 다운 

5.1.3.7. WAS Analytics 연동 

 WAS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해당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Request 들을 선택함 

 Request 가 1 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음. 

 

[그림] 5-21 WAS Request Analytic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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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Trend 

 HTTP/JDBC 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계 정보의 추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화면. 

 

[그림] 5-22 All-Trend(HTTP) 화면 

 

[그림] 5-23 All-Trend(JDB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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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차트 아이템의 정보를 툴팁으로 확인 가능 

 Instance 명, 각 항목에 대한 값 

 

[그림] 5-24 All-Trend 툴팁 

5.1.4.1. Top-N 조회 

 특정시간/Instance 에 대한 Top-N 을 조회하는 기능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여 Top List 와 Request Performance 로 구성된 팝업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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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Top-N 조회 

 Period 가 Daily/Hourly 로 조회하는 경우 상단의 Select Box 로 시간과 분을 설정하여 분 

단위로 재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함. 

 

[그림] 5-26 분 단위로 재 검색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4 Top List 데이터 설명 

 Throughput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Request 의 Throughput 추이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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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put: 시간단위동안 Request 건수의 합 

 

[그림] 5-27 Throughput 화면 

5.1.5.1. Trend 

 시간대별 Request 처리량에 대한 추이 차트.  

 X 축: 시간, Y 축: Request 처리량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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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Request 처리량 

 

5.1.5.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Request 처리량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29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Request 처리량 

[표] 5-5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5.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345  

 

[그림] 5-30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6 Top List 데이터 설명 

5.1.5.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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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Request Performance 차트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32 Request Performance 툴팁 

 TPS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TPS 를 조회하는 화면 

 TPS: Request 처리량을 시간단위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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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TPS 화면 

5.1.6.1. Trend 

 시간대별 초당처리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초당처리건수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그림] 5-34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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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TPS 

 

[그림] 5-35 Trend 툴팁 

5.1.6.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초당처리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36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Instance 별 TPS 

[표] 5-7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6.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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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8 Top List 데이터 설명 

5.1.6.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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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39 Request Performance 툴팁 

 Running Request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Running Reques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Running Request: 집계를 내는 시점에 처리가 끝나지 않은 Request 건수의 합의 시간단위 

평균값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351  

 

[그림] 5-40 Running Request 화면 

5.1.7.1. Trend 

 시간대별 처리중거래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처리중거래 건수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그림] 5-41 Running Reques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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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처리중거래 건수 

 

 [그림] 5-42 Running Request Trend 툴팁 

5.1.7.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처리중거래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43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Instance 별 처리중거래 건수 

[표] 5-9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7.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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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10 Top List 데이터 설명 

5.1.7.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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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46 Request Performance 툴팁 

 Average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Average Response Time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Average Response Time: 시간 단위별 Request 응답시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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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Average Response Time 화면 

5.1.8.1. Trend 

 시간대별 평균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그림] 5-48 Trend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356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평균응답시간 

 

[그림] 5-49 Trend 툴팁 

5.1.8.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평균응답시간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50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Instance 별 평균응답시간 

[표] 5-11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8.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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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12 Top List 데이터 설명 

5.1.8.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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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53 Request Performance 툴팁 

 Max Running Request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Max Running Reques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Max Running Request: 집계를 내는 시점에 처리가 끝나지 않은 Request 건수의 최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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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4 Max Running Request 화면 

5.1.9.1. Trend 

 시간대별 최대처리중거래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최대처리중거래 건수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그림] 5-55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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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최대처리중거래 건수 

 

[그림] 5-56 Trend 툴팁 

5.1.9.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최대처리중거래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57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Instance 별 최대처리중거래 건수 

[표] 5-13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9.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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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8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14 Top List 데이터 설명 

5.1.9.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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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9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60 Request Performance 툴팁 

 Min Running Request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Min Running Reques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Min Running Request: 집계를 내는 시점에 처리가 끝나지 않은 Request 건수의 최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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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 Min Running Request 화면 

 

5.1.10.1. Trend 

 시간대별 최소처리중거래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최소처리중거래 건수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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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2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최소처리중거래 건수 

 

[그림] 5-63 Trend 툴팁 

5.1.10.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최소처리중거래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64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Instance 별 최소처리중거래 건수 

[표] 5-15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10.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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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5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16 Top List 데이터 설명 

5.1.10.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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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6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67 Request Performance 툴팁 

 Concurrent User 

 시간 범위 내의 Instance 별 Concurrent User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Concurrent User: 특정 시점에 해당 서버에 접근해서 사용중인 사용자 수 

 Layer 가 HTTP 인 경우에만 통계정보 조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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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8 Concurrent User 화면 

5.1.11.1. Trend 

 시간대별 동시 접속자 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동시 접속자 수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그림] 5-69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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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동시 접속자 수 

 

[그림] 5-70 Trend 툴팁 

5.1.11.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동시 접속자 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71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Instance 별 동시 접속자 수 

[표] 5-17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11.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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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2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18 Top List 데이터 설명 

5.1.11.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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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3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74 Request Performance 툴팁 

 Accumulated Elapse Time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Accumulated Elapse Time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Accumulated Elapse Time: Request 처리시 소요시간의 합 

 Layer 가 JDBC 인 경우에만 통계정보 조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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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5 Accumulated Elapse Time 화면 

5.1.12.1. Trend 

 시간대별 누적소요시간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누적소요시간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그림] 5-76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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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누적소요시간 

 

[그림] 5-77 Trend 툴팁 

5.1.12.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누적소요시간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78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Instance 별 CPU 점유율 

[표] 5-19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12.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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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9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20 Top List 데이터 설명 

5.1.12.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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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0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81 Request Performance 툴팁 

 Instance CPU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Instance CPU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Instance CPU: 시간 단위별 CPU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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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2 CPU 화면 

5.1.13.1. Trend 

 시간대별 CPU 점유율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CPU 점유율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그림] 5-83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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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CPU 점유율 

 

[그림] 5-84 Trend 툴팁 

5.1.13.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CPU 점유율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85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Instance 별 CPU 점유율 

[표] 5-21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13.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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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6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22 Top List 데이터 설명 

5.1.13.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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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7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88 Request Performance 툴팁 

 Instance Memory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Instance Memory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Instance Memory: 시간 단위별 Memory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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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9 Memory 화면 

5.1.14.1. Trend 

 시간대별 Memory 사용량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Memory 사용량 

 차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 참고 

 

[그림] 5-90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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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Memory 사용량 

 

[그림] 5-91 Trend 툴팁 

5.1.14.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Memory 사용량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1.1.3.2.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5-92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일/시/분) 

Instance  Instance 별 Memory 사용량 

[표] 5-23 Trend List 데이터 설명 

5.1.14.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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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3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5-24 Top List 데이터 설명 

5.1.14.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1. WAS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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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4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95 Request Performance 툴팁 

 Top-N 

 Overview 

 Top-N 은 모든 Request 대하여 제공되는 항목별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화면 

 HTTP/JDBC 영역에 대한 분/시간/일 단위로 Top-N 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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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 WAS 서비스에 대한 요청 

 JDBC: SQL 실행에 대한 요청 

 Request Count / Average Response Time / Acc Response Time / General Error Count 

항목에 대한 Top-N 정보를 제공 

 

[그림] 5-96 TOP-N 화면 

1)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2) Tab Menu – 하위 메뉴로 전환하는 영역 

3) Top 10 – 각 항목별로 높은 순으로 정렬된 Top-10 데이터를 조회하는 영역 

4) Top List – 각 항목별로 높은 순으로 졍렬된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5) Trend – 시간 범위 동안에 선택된 Request 에 대한 항목별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6) Request Performance –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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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영역 

 Top-N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5-97 검색영역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2.2.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Period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단위를 설정 

 Minutely(분단위), Hourly(시간단위), 

Daily(일 단위) 중 택 1 

Layer 

 

 HTTP / JDBC 중 택 1 

Max Row 

 

 조회할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선택 

 10/20/50/100/500/1000 중 택 1 

URI 

 

 Request 명에 입력된 URI 가 포함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 

 Layer 가 HTTP 인 경우에 사용 

Query 

 

 Request 명에 입력된 Query 가 

포함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 

 Layer 가 JDBC 인 경우에 사용 

[표] 5-25 검색영역 기능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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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5-98 시간 범위 영역 

 Period 가 일/시/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공.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5-99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Minutely’) 

 

[그림] 5-100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Hou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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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1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Daily’)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Period 별 시간단위 지원(아래 표를 참고) 

 

[그림] 5-102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Period 설명 

Daily 

 Day 

 Week 

 Month 

Hourly 

 Hour 

 Day 

 Week 

Minutely 
 Minute 

 Hour 

[표] 5-26 Period 별 Relative 선택 가능 시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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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5-103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Minutely’) 

 

[그림] 5-104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Hourly’) 

 

[그림] 5-105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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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으로 상세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2.2.3.1. 메뉴 전환” 참고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2.2.3.2.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2.2.3.3.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2.2.3.4.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2.2.3.5. 엑셀 다운로드” 참고 

드릴 다운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능 

 자세한 내용은 “2.2.3.6. 추가 기능”의 드릴 다운을 참고 

추가 기능 
 Trend Chart, List 의 상세 분석 기능 

 “2.2.3.6. 추가 기능” 참고 

WAS Analytics 연동 

 WAS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2.2.3.7. WAS Analytics 연동” 참고 

[표] 5-27 공통 기능 명세 

5.2.3.1.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하위 화면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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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6 메뉴 전환 

5.2.3.2.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 가능. 

 

[그림] 5-107 차트 범례 

5.2.3.3.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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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8 Top 10 이미지 다운로드 

5.2.3.4.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그림] 5-109 TOP 10 Data View 

5.2.3.5. 엑셀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5-110 리스트 엑셀 다운로드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391  

5.2.3.6. 추가 기능 

 Chart & List 의 클릭 또는 드래그를 이용하여 상세 분석이 가능함. 

 Request 추이 조회 

 Chart 의 아이템 또는 List 의 행을 선택하여 시간 범위 내의 선택된 Request 의 추이를 

조회하는 기능 

 

[그림] 5-111 Top 10 이미지 다운로드 

 Request Performance 조회 

 Trend Chart 의 아이템을 클릭하여 실행하며 클릭 된 아이템의 시간을 기준으로 

1 분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기능. Period 가 Minutely 일때만 조회가 가능함 

 

[그림] 5-112 Top 10 이미지 다운로드 

 드릴 다운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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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영역 안의 시간대로 재 검색하는 기능. (Period 가 Daily / 

Hourly 인 경우에만 사용가능) 

 

[그림] 5-113 Trend 차트 드릴 다운 

5.2.3.7. WAS Analytics 연동 

 WAS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해당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Request 들을 선택함 

 Request 가 1 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음. 

 

[그림] 5-114 WAS Request Analytic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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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est Count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Request Count 가 높은 기준으로 조회. 

 Request Count: Request 요청이 발생한 건수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2.2.3.6. 추가 기능” 참고 

 

[그림] 5-115 Request Count 화면 

5.2.4.1. Top 10 

 Top-N 정보 중 Request 건수가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Request 명, Y 축: Request 건수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394  

 

[그림] 5-116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건수 

 

[그림] 5-117 Top 10 툴팁 

5.2.4.2. Top List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5-118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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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Request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응답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응답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응답시간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5-28 Top List 데이터 설명 

5.2.4.3.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건수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Request 건수 

 

[그림] 5-119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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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0 Trend 툴팁 

5.2.4.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121 Request Performance 

 Average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Average Response Time 이 높은 기준으로 조회. 

 Average Response Time: Request 의 응답시간에 대한 평균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2.2.3.6.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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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2 Average Response Time 화면 

5.2.5.1. Top 10 

 Top-N 정보 중 평균응답시간이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Request 명,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5-123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Instance 명, Request 명, 평균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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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4 Top 10 툴팁 

5.2.5.2. Top List 

 평균응답시간이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5-125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5-29 Top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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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평균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5-126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평균응답시간 

 

[그림] 5-127 Trend 툴팁 

5.2.5.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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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8 Request Performance 

 Acc.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Accumulated Response Time 이 높은 기준으로 조회. 

 Accumulated Response Time: Request 의 누적응답시간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2.2.3.6.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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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9 Accumulated Response Time 화면 

5.2.6.1. Top 10 

 Top-N 정보 중 누적응답시간이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Request 명, Y 축: 누적응답시간 

 

[그림] 5-130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Instance 명, Request 명, 누적응답시간 

 

[그림] 5-131 Top 10 툴팁 

5.2.6.2. Top List 

 누적응답시간이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5-132 Top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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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5-30 Top List 데이터 설명 

5.2.6.3.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누적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누적응답시간 

 

[그림] 5-133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누적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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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4 Trend 툴팁 

5.2.6.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그림] 5-135 Request Performance 

 General Error Count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General Error Count 가 높은 기준으로 조회. 

 General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를 제외한 일반 에러 건수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2.2.3.6.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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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6 General Error Count 화면 

5.2.7.1. Top 10 

 Top-N 정보 중 일반 에러 건수가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Request 명, Y 축: 일반 에러 건수 

 

[그림] 5-137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Instance 명, Request 명, 일반 에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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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8 Top 10 툴팁 

5.2.7.2. Top List 

 일반 에러 건수가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5-139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Request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5-31 Top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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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일반 에러 건수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일반 에러 건수 

 

[그림] 5-140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일반 에러 건수 

 

[그림] 5-141 Trend 툴팁 

5.2.7.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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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2 Request Performance 

 Comparison 

 Overview  

 Comparison 는 두 날짜의 HTTP/JDBC 에 대한 비교 정보를 1 시간 간격으로 비교하는 화면. 

 Request Count, General Error Count, TPS, Response Time 정보를 제공 

 HTTP: WAS 서비스에 대한 요청 

 JDBC: SQL 실행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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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3 WAS Comparison 화면 

1)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2) Tab Menu - 하위 메뉴로 전환하는 영역 

3) Trend – 두 날짜의 비교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4) Comparison Data – 두 날짜의 비교 추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Comparison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5-144 검색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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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2.3.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Layer 

 

 HTTP / JDBC 중 택 1 

Peak Day 

 

 근래에 부하가 가장 높았던 

날과 비교하는 기능 제공 

[표] 5-32 검색영역 기능 명세 

5.3.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5-145 시간 범위 영역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5-146 시간 범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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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으로 상세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2.3.3.1. 메뉴 전환” 참고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2.3.3.2.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2.3.3.3.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2.3.3.4.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2.3.3.5 엑셀 다운로드” 참고 

Peak Day 비교 
 근래에 부하가 가장 높았던 날과 비교하는 기능 

 “2.3.3.6. Peak Day 비교” 참고 

[표] 5-33 검색영역 기능 명세 

5.3.3.1.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하위 화면으로 전환 

 

[그림] 5-147 하위 메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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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표시 가능. 

 

[그림] 5-148 Trend 차트 범례 

5.3.3.3.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가능. 

 

[그림] 5-149 Trend 차트 이미지 다운로드 

5.3.3.4.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 볼 수 있음. 

 

[그림] 5-150 Trend 차트 Data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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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그림] 5-151 Comparison Data List 엑셀 다운로드 

5.3.3.6. Peak Day 비교 

 근래에 부하가 가장 높았던 날과 비교하는 기능.  

 Peak Day 의 Check box 를 활성화 시키면 좌측 날짜의 비교일 2 는 Peak Day 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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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2 Peak Day 와 비교 

 Throughpu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Throughput 을 비교 

 Throughput: 시간단위동안 Request 건수의 합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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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3 Throughput 화면 

5.3.4.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Request 처리량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Request 처리량 

 

[그림] 5-154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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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Request 처리량, 비교일 2 의 Request 처리량 

 

[그림] 5-155 Trend 툴팁 

5.3.4.2. Comparison Data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5-156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Period  비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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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5-34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General Error Coun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General Error Count 추이를 비교. 

 General Error Count: General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를 제외한 일반 에러 건수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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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7 General Error Count 화면 

 

5.3.5.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일반 에러 건수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일반 에러 건수 

 

[그림] 5-158 Trend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418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일반 에러 건수, 비교일 2 의 일반 에러 건수 

 

[그림] 5-159 Trend 툴팁 

5.3.5.2. Comparison Data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5-160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Period 비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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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5-35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TPS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TPS 추이를 비교. 

 TPS: Request 처리량을 시간단위로 나눈 값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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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 TPS 화면 

5.3.6.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TPS 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초당처리건수 

 

[그림] 5-162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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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비교일 1 의 TPS, 비교일 2 의 TPS 

 

[그림] 5-163 Trend 툴팁 

5.3.6.2. Comparison Data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5-164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Period  비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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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5-36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Response Time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Response Time 의 추이를 비교. 

 Response Time: Request 의 응답시간에 대한 평균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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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5 Response Time 화면 

5.3.7.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평균 응답 시간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5-166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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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비교일 1 의 평균응답시간, 비교일 2 의 평균응답시간 

 

[그림] 5-167 Trend 툴팁 

5.3.7.2. Comparison Data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 영역 

 

[그림] 5-168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Period  비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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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5-37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User 

 Overview 

 User 는 접속자 통계 정보를 일/시간 단위 및 동시 접속자 수의 추이를 분석하는 화면 

 접속자(방문자): 서버에 방문한 총 사용자 수 

 동시 접속자: 특정 시점에 해당 서버에 접근해서 사용중인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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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9 WAS User 화면 

1)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2) Daily User – 일별 방문자 수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3) Daily User List – 일별 방문자 수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4) Hourly User – 시간별 방문자 수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5) Hourly User List – 시간별 방문자 수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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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current User – 시간별 동시 접속자 수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7) Concurrent User List – 시간별 동시 접속자 수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User 조회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5-170 검색영역 

5.4.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의 범위를 지정. 

 

[그림] 5-171 시간 범위 선택 

5.4.2.2. Instance 선택 

 조회할 Instance 의 Group or Instance 를 지정. 

 

[그림] 5-172 Instanc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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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2.4.3.1.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2.4.3.2.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2.4.3.3. 엑셀 다운로드” 참고 

[표] 5-38 공통 기능 명세 

5.4.3.1.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5-173 Daily User 차트 

5.4.3.2.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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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4 Daily User 차트 Data View 

5.4.3.3. 엑셀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5-175 Daily User List 엑셀 다운로드 

 Daily User 

 일별 접속자 수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해당 시간의 방문자 수 

 차트의 아이템을 클릭하여 시간별 추이 분석이 가능함 (2.4.4.1. 시간별 분석 참고) 

 추가 기능 

 이미지 다운로드 (2.4.3.1.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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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View (2.4.3.2. Data View 참고) 

 

[그림] 5-176 Daily User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날짜, Group/Instance 명, 접속자 수 

 

[그림] 5-177 Daily User 툴팁 

5.4.4.1. 시간별 분석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해당일의 24 시간 상세 추이를 분석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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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8 Daily User 차트 아이템 연동 

 Daily User List 

 일별 접속자 수를 목록 형태로 출력 하는 영역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432  

 추가 기능 

 엑셀 다운로드 (2.4.3.3 엑셀 다운로드 참고) 

 

[그림] 5-179 Daily User List 

기능 설명 

Period  기간 (일) 

Group or Instance  일별 접속자 수 

[표] 5-39 Daily User List 데이터 설명 

 Hourly User 

 특정일의 접속자 수에 대한 24 시간 통계 정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해당 시간의 방문자 수 

 Instance 선택 창에서 그룹을 선택한 경우, 해당 그룹의 모든 Instance 정보의 합산 값을 

표현. 

 추가 기능 

 이미지 다운로드 (2.4.3.1.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2.4.3.2. Data View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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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0 Hourly User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날짜, Group/Instance 명, 접속자 수 

 

[그림] 5-181 Hourly User 툴팁 

 Hourly User List 

 특정일의 접속자 수에 대한 24 시간 통계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  

 Instance 선택 창에서 그룹을 선택한 경우, 해당 그룹의 모든 Instance 정보의 합산 값을 

표현. 

 추가 기능 

 엑셀 다운로드 (2.4.3.3 엑셀 다운로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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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2 Hourly User List 

기능 설명 

Period  기간 (시간) 

Group or Instance  시간별 접속자 수 

[표] 5-40 Hourly User List 데이터 설명 

 Concurrent User 

 동시 접속자 수 시간 단위 통계 정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해당 시간의 방문자 수 

 Instance 선택 창에서 그룹을 선택한 경우, 그룹 내의 에이전트 별 선 그래프를 표시. 

 추가 기능 

 이미지 다운로드 (2.4.3.1.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2.4.3.2. Data View 참고) 

 차트 범례 

 

[그림] 5-183 Concurrent User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435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날짜, Instance 명, 접속자 수 

 

[그림] 5-184 Concurrent User 툴팁 

5.4.8.1.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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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5 Concurrent User 차트 범례 

 Concurrent User List 

 동시 접속자 수 시간 단위 통계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  

 Instance 선택 창에서 그룹을 선택한 경우, 그룹 내의 에이전트 별 방문자 수를 표시. 

 추가 기능 

 엑셀 다운로드 (2.4.3.3 엑셀 다운로드 참고) 

 

[그림] 5-186 Concurrent User List 

기능 설명 

Period  기간 (시간) 

Instance  시간별 동시 접속자 수 

[표] 5-41 Concurrent User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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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PM Statistics 

 Statistics 

 Overview 

 통계는 Instance 별 통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화면 

 TPSVC/TPSQL 영역에 대한 분/시간/일 단위로 통계정보를 분석 

 TPSVC: TP 서비스에 대한 요청 

 TPSQL: SQL 실행에 대한 요청 

 Throughput, Accumulated Elapse Time, TPS, Running Request, Max Running Request, Min 

Running Request, Average Response Time, Instance CPU, Instance Memory 의 통계 정보를 

제공 

 

[그림] 6-1 TPM Statistics 화면 1 

1)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2) Tab Menu – 메뉴 전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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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b 별 화면 영역 – 하위 메뉴의 내용을 조회하는 영역 

 

[그림] 6-2 TPM Statistics 화면 2 

4) Trend – 시간대별 각 통계치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5) Trend List – 시간대별 각 통계치의 수치를 조회하는 영역 

6) Top List – 시간 범위 동안 특정 Instance 의 Request Top-N 을 조회하는 영역 

7) Request Performance – Request 의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통계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6-3 검색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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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1.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Period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단위를 설정 

 Minutely(분단위) / Hourly(시간단위) / 

Daily(일 단위) 중 택 1 

Layer 

 

 TPSVC / TPSQL 중 택 1 

[표] 6-1 검색영역 기능 명세 

6.1.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6-4 시간 범위 영역 

 Period 가 일/시/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공.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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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Minutely’) 

 

[그림] 6-6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Hourly) 

 

[그림] 6-7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Daily’)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Period 별 시간단위 지원(아래 표를 참고) 

 

[그림] 6-8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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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설명 

Daily 

 Day 

 Week 

 Month 

Hourly 

 Hour 

 Day 

 Week 

Minutely 
 Minute 

 Hour 

[표] 6-2 Period 별 Relative 선택 가능 시간 단위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6-9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Minutely’) 

 

[그림] 6-10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Hou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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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Daily’)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으로 상세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1.1.3.1. 메뉴 전환” 참고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1.1.3.2.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1.3.3.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1.3.4.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1.3.5. 엑셀 다운로드” 참고 

드릴 다운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능 

 자세한 내용은 “1.1.3.6. 추가 기능”의 드릴 다운을 참고 

추가 기능 
 Trend Chart, List 의 상세 분석 기능 

 “1.1.3.6. 추가 기능” 참고 

TPM Analytics 연동 

 TPM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1.1.3.7. TPM Analytics 연동” 참고 

[표] 6-3 공통 기능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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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하위 화면으로 전환 

 

[그림] 6-12 ALL-Trend -> Throughput 메뉴로 이동 

6.1.3.2.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해제 가능. 

 각 범례는 Instance 을 의미 

 CPU, Memory 에서는 Machine 을 의미 

 

[그림] 6-13 차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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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6-14 이미지 다운로드 

6.1.3.4.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그림] 6-15 Data View 아이콘 클릭 

6.1.3.5. 엑셀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6-16 엑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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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추가 기능 

 Chart & List 의 클릭 또는 드래그를 이용하여 상세 분석이 가능함 

 시간대 상세 분석  

 주기 열의 셀을 클릭하면 일 단위일 경우는 하루, 시 단위일 경우는 1 시간 범위로 재 

검색. 

 

[그림] 6-17 Period 열의 셀 선택 

 Top-N 조회 

 Chart 의 아이템을 클릭하여 시간대의 Instance 의 Request 건수 Top-N 과 Request 

Performance 를 조회 

 List 의 행을 선택하여 시간대의 Instance 의 Request 건수 Top-N 과 Request 

Performance 를 조회 

 Period 가 Daily(24 시간) / Hourly(1 시간) / Minutely(1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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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Data 와 Top List, Request Performance 연동 

 드릴 다운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능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영역 안의 시간대로 재 검색하는 기능. (Period 가 Daily / Hourly 

인 경우에만 사용가능) 

 

[그림] 6-19 드릴 다운 기능 

6.1.3.7. TPM Analytics 연동 

 TPM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해당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Request 들을 선택함 

 Request 가 1 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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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TPM Request Analytics 연동 

 ALL-Trend 

 TPSVC/TPSQL 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계 정보의 추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화면. 

 

[그림] 6-21 ALL-Trend 차트 

 마우스를 오버하면 9 개의 차트의 동일 시간대에 선이 표시되며, 동일 시간대의 추이가 

판단가능해짐. 툴팁으로 상세정보 조회 가능. 

 Instance 명, 각 항목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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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ALL-Trend 차트 툴팁 

 Top-N 조회 

 특정시간/Instance 에 대한 Top-N 을 조회하는 기능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여 Top List 와 Request Performance 로 구성된 팝업을 생성. 

 

[그림] 6-23 ALL-Trend 차트 -> 팝업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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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 가 Daily/Hourly 로 조회하는 경우 상단의 Select Box 로 시간과 분을 설정하여 

분 단위로 재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함. 

 

[그림] 6-24 분 단위로 재 검색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6-4 Top List 데이터 설명 

6.1.4.1. Throughput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Request 의 Throughput 추이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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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put: 시간단위동안 Request 건수의 합 

 

[그림] 6-25 Throughput 화면 

6.1.4.2. Trend 

 시간대별 Request 처리량에 대한 추이 차트.  

 X 축: 시간, Y 축: Request 처리량 

 차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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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Request 처리량 

 

[그림] 6-27 Trend 툴팁 

6.1.4.3.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Request 처리량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6-28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Instance  거래 처리량 

[표] 6-5 Trend List 데이터 설명 

6.1.4.4.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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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6-6 Top List 데이터 설명 

6.1.4.5.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TPM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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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31 Request Performance 툴팁 

 Accumulated Elapse Time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Accumulated Elapse Time 을 조회하는 화면 

 Accumulated Elapse Time: 시간 단위별 Request 의 누적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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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Accumulated Elapse Time 화면 

6.1.5.1. Trend 

 누적 소요 시간의 추이를 조회하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누적소요시간 

 

[그림] 6-33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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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누적소요시간 

 

[그림] 6-34 Trend 툴팁 

6.1.5.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누적소요시간을 목록으로 조회 

 

[그림] 6-35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Instance  누적소요시간 

[표] 6-7 Trend List 데이터 설명 

6.1.5.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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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6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6-8 Top List 데이터 설명 

6.1.5.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TPM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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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7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38 Request Performance 툴팁 

 TPS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TPS 를 조회하는 화면 

 TPS: Request 처리량을 시간단위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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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9 TPS 화면 

6.1.6.1. Trend 

 시간대별 초당처리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초당처리건수 

 차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 참고 

 

[그림] 6-40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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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TPS 

 

[그림] 6-41 Trend 툴팁 

6.1.6.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초당처리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그림] 6-42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Instance  초당처리건수 

[표] 6-9 Trend List 데이터 설명 

6.1.6.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460  

 

[그림] 6-43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6-10 Top List 데이터 설명 

6.1.6.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TPM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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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4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45 Request Performance 툴팁 

 Running Request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Running Reques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Running Request: 집계를 내는 시점에 처리가 끝나지 않은 Request 건수의 합의 시간단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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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6 Running Request 화면 

6.1.7.1. Trend 

 시간대별 처리중거래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처리중거래 건수 

 차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 참고 

 

[그림] 6-47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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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처리중거래 건수 

 

[그림] 6-48 Trend 툴팁 

6.1.7.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처리중거래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6-49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Instance  처리중거래 건수 

[표] 6-11 Trend List 데이터 설명 

6.1.7.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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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0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6-12 Top List 데이터 설명 

6.1.7.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TPM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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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1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52 Request Performance 툴팁 

 Max Running Request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Max Running Reques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Max Running Request: 집계를 내는 시점에 처리가 끝나지 않은 Request 건수의 최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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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3 Max Running Request 화면 

6.1.8.1. Trend 

 시간대별 최대처리중거래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최대처리중거래 건수 

 차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 참고 

 

[그림] 6-54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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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최대처리중거래 건수 

 

[그림] 6-55 Trend 툴팁 

6.1.8.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최대처리중거래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6-56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Instance  최대 처리중거래 건수 

[표] 6-13 Trend List 데이터 설명 

6.1.8.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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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7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6-14 Top List 데이터 설명 

6.1.8.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TPM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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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8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59 Request Performance 툴팁 

 Min Running Request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Min Running Request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Min Running Request: 집계를 내는 시점에 처리가 끝나지 않은 Request 건수의 최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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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0 Min Running Request 화면 

6.1.9.1. Trend 

 시간대별 최소처리중거래 건수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최소처리중거래 건수 

 차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 참고 

 

[그림] 6-61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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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최소처리중거래 건수 

 

[그림] 6-62 Trend 툴팁 

6.1.9.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최소처리중거래 건수를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6-63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Instance  최소 처리중거래 건수 

[표] 6-15 Trend List 데이터 설명 

6.1.9.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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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4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6-16 Top List 데이터 설명 

6.1.9.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TPM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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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5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66 Request Performance 툴팁 

 Average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Instance 별 Average Response Time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Average Response Time: 시간 단위별 Request 응답시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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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7 Average Response Time 화면 

6.1.10.1. Trend 

 시간대별 평균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차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 참고 

 

[그림] 6-68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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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평균응답시간 

 

[그림] 6-69 Trend 툴팁 

6.1.10.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평균응답시간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6-70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Instance  평균응답시간 

[표] 6-17 Trend List 데이터 설명 

6.1.10.3. Top List 

 Trend List 의 선택된 셀의 시간대의 해당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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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1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표] 6-18 Top List 데이터 설명 

6.1.10.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TPM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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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2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73 Request Performance 툴팁 

 Instance CPU 

 시간 범위내의 Machine 별 Instance CPU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Machine: TP Instance 가 설치된 시스템명 

 Instance CPU: 시간 단위별 CPU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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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4 Instance CPU 화면 

6.1.11.1. Trend 

 시간대별 CPU 점유율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CPU 점유율 

 차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 참고 

 

[그림] 6-75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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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Machine 명, CPU 점유율 

 

[그림] 6-76 Trend 툴팁 

6.1.11.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CPU 점유율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6-77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Instance  CPU 사용률 

[표] 6-19 Trend List 데이터 설명 

6.1.11.3. Top List 

 Trend List 의 모든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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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8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CPU 사용률 

[표] 6-20 Top List 데이터 설명 

6.1.11.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TPM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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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9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80 Request Performance 툴팁 

 Instance Memory 

 시간 범위내의 Machine 별 Instance Memory 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 

 Machine: TP Instance 가 설치된 시스템명 

 Instance Memory: 시간 단위별 Memory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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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1 Instance Memory 화면 

6.1.12.1. Trend 

 시간대별 Memory 사용량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Memory 사용량 

 차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 참고 

 

[그림] 6-82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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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Machine 명, Memory 사용량 

 

[그림] 6-83 Trend 툴팁 

6.1.12.2. Trend List 

 검색 시간 범위 동안의 Instance 별 Memory 사용량을 목록으로 조회 

 리스트 기능은 “ 1.1.3.6. 추가 기능”을 참고. 

 

[그림] 6-84 Trend List 

데이터 설명 

Period  시간 

Instance  Memory 사용량 

[표] 6-21 Trend List 데이터 설명 

6.1.12.3. Top List 

 Trend List 의 모든 Instance 에서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으로 Top-N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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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5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Memory 사용량 

[표] 6-22 Top List 데이터 설명 

6.1.12.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성능을 조회 

 X 축: Request 발생 시간, Y 축: 소요시간 

 Request Performance 의 기능은 “1.1.3.7. TPM Analytics 연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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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6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87 Request Performance 툴팁 

 Top-N 

 Overview 

 Top-N 은 모든 Request 대하여 제공되는 항목별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화면. 

 TPSVC/TPSQL 영역에 대한 분/시간/일 단위로 Top-N 을 분석 

 TPSVC: TP 서비스에 대한 요청 

 TPSQL: SQL 실행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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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est Count, Average Response Time, Accumulated Response Time, General Error Count 

항목에 대한 Top-N 정보를 제공 

 

[그림] 6-88 Top-N 화면 

1)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2) Tab Menu – 하위 메뉴로 전환하는 영역 

3) Top-10 – 각 항목별로 높은 순으로 정렬된 Top-10 데이터를 조회하는 영역 

4) Top List - 각 항목별로 높은 순으로 졍렬된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5) Trend – 시간 범위 동안에 선택된 Request 에 대한 항목별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6) Request Performance –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Top-N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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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9 검색영역 (TPSVC) 

 

[그림] 6-90 검색영역 (TPSQL)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2.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Period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단위를 설정 

 Minutely(분단위) / Hourly(시간단위) / 

Daily(일 단위) 중 택 1 

Layer 

 

 TPSVC / TPSQL 중 택 1 

Max Row 

 

 조회할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선택 

 10/20/50/100/500/1000 중 택 1 

SVC 

 

 TP 서비스명을 입력하는 영역. 

입력된 문자열이 포함된 

서비스명으로 필터링. 

 Layer 가 TPSVC 인 경우에 사용 

Query 

 

 SQL Query 를 입력하는 영역.  

 입력된 Query 값으로 필터링. 

 Layer 가 TPSQL 인 경우에 사용 

Query 

Alias 
 

 Query 의 Alias 를 입력하는 영역.  

 입력된 Query Alias 명으로 필터링. 

 Layer 가 TPSQL 인 경우에 사용 

[표] 6-23 검색영역 기능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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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6-91 시간 범위 영역 

 Period 가 일/시/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공.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6-92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Minutely’) 

 

[그림] 6-93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Hou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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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4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Daily’)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Period 별 시간단위 지원(아래 표를 참고) 

 

[그림] 6-95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Period 설명 

Daily 

 Day 

 Week 

 Month 

Hourly 

 Hour 

 Day 

 Week 

Minutely 
 Minute 

 Hour 

[표] 6-24 Period 별 Relative 선택 가능 시간 단위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490  

 

[그림] 6-96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Minutely’) 

 

[그림] 6-97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Hourly’) 

 

[그림] 6-98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Daily’)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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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으로 상세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1.2.3.1. 메뉴 전환”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2.3.2.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2.3.3.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2.3.4. 엑셀 다운로드” 참고 

드릴 다운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능 

 자세한 내용은 “1.2.3.5. 추가 기능”의 드릴 다운을 참고 

추가 기능 
 Trend Chart, List 의 상세 분석 기능 

 “1.2.3.5. 추가 기능” 참고 

TPM Analytics 연동 

 TPM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1.2.3.6. TPM Analytics 연동” 참고 

[표] 6-25 공통 기능 명세 

6.2.3.1.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하위 화면으로 전환. 

 

[그림] 6-99 Average Response Time 으로 화면 전환 

6.2.3.2.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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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0 이미지 다운로드 

6.2.3.3.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그림] 6-101 이미지 다운로드 

6.2.3.4. 엑셀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6-102 엑셀 다운로드 

6.2.3.5. 추가 기능 

 Chart & List 의 클릭 또는 드래그를 이용하여 상세 분석이 가능함. 

 Request 추이 조회 

 Chart 의 아이템 또는 List 의 행을 선택하여 시간 범위 내의 선택된 Request 의 추이를 

조회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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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3 Top 10 이미지 다운로드 

 

 Trend 상세 조회 

 Period 가 Daily/Hourly 인 경우 차트 아이템을 클릭하면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 -> 시/시 -> 

분으로 상세 조회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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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4 차트 상세 조회 

 Request Performance 조회 

 Trend Chart 의 아이템을 클릭하여 실행하며 클릭 된 아이템의 시간을 기준으로 

1 분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기능. Period 가 Minutely 일때만 조회가 가능함 

 

[그림] 6-105 Top 10 이미지 다운로드 

 드릴 다운 

 단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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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영역 안의 시간대로 재 검색하는 기능. (Period 가 Daily / Hourly 

인 경우에만 사용가능) 

 

[그림] 6-106 Trend 차트 드릴 다운 

6.2.3.6. TPM Analytics 연동 

 TPM Analytics 화면으로 전환되어 해당 Request 들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 

 Request Performance 차트를 드래그 하여 Request 들을 선택함 

 Request 가 1 개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화면이 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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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7 TPM Request Analytics 연동 

 Request Count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Request Count 가 높은 기준으로 조회. 

 Request Count: Request 요청이 발생한 건수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1.2.3.5.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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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8 Request Count 화면 

6.2.4.1. Top 10 

 Top-N 정보 중 Request 건수가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Request 명, Y 축: Request 건수 

 

[그림] 6-109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Instance 명, Service 명, Request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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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0 Top 10 툴팁 

6.2.4.2. Top List 

 Request 건수가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6-111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6-26 Top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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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건수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Request 건수 

 

[그림] 6-112 Trend 

 마우스 오버시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Service 명, Request 건수 

 

[그림] 6-113 Trend 툴팁 

6.2.4.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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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4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Service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115 Request Performance 툴팁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표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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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6 Request Performance 범례 

 Average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Average Response Time 이 높은 기준으로 조회. 

 Average Response Time: Request 의 응답시간에 대한 평균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1.2.3.5.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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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7 Average Response Time 화면 

6.2.5.1. Top 10 

 Top-N 정보 중 평균응답시간이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Request 명,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6-118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Instance 명, Service 명, 평균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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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9 Top 10 툴팁 

6.2.5.2. Top List 

 평균응답시간이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6-120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6-27 Top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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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평균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6-121 Average Response Time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평균응답시간 

 

[그림] 6-122 Average Response Time Trend 툴팁 

6.2.5.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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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3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Service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124 Request Performance 툴팁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표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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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5 Request Performance 범례 

 Accumulated Response Time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Accumulated Response Time 이 높은 기준으로 조회. 

 Accumulated Response Time: Request 의 누적응답시간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1.2.3.5.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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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6 Accumulated Response Time 화면 

6.2.6.1. Top 10 

 Top-N 정보 중 누적응답시간이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Request 명, Y 축: 누적응답시간 

 

[그림] 6-127 Top 10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Instance 명, Service 명, 누적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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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8 Top 10 툴팁 

6.2.6.2. Top List 

 누적응답시간이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6-129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6-28 Top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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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누적응답시간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누적응답시간 

 

[그림] 6-130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누적응답시간 

 

[그림] 6-131 Trend 툴팁 

6.2.6.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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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2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Service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133 Request Performance 툴팁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표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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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4 Request Performance 범례 

 General Error Count 

 시간 범위내의 Request 별 General Error Count 가 높은 기준으로 조회. 

 General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를 제외한 일반 에러 건수 

 드릴 다운과 같은 각 영역의 추가적인 기능은 “1.2.3.5. 추가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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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5 General Error Count 화면 

6.2.7.1. Top 10 

 Top-N 정보 중 일반 에러 건수가 높은 상위 10 개의 데이터만 조회하는 영역 

 X 축: Request 명, Y 축: 일반 에러 건수 

 

[그림] 6-136 General Error Count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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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7 Top 10 툴팁 

6.2.7.2. Top List 

 일반 에러 건수가 높은 순의 Top-N 정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그림] 6-138 General Error Count Top List 

데이터 설명 

Request  Service 명 

Instance  Instance 명 

Count  Request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Min Response Time  최소 응답 시간 

Max Response Time  최대 응답 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 응답 시간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표] 6-29 General Error Count Top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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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Trend 

 시간 범위 내의 Request 의 일반 에러 건수에 대한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일반 에러 건수 

 

[그림] 6-139 General Error Count Tren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Instance 명, Request 명, 일반 에러 건수 

 

[그림] 6-140 General Error Count Trend 툴팁 

6.2.7.4. Request Performance 

 Request 가 발생한 기준으로 1 분 동안의 Request 성능을 조회하는 영역 

 Period 가 Minutely 일 경우 조회가 가능함. 

 X 축: Request 발생시간, Y 축: Request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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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1 Request Performanc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에러 유형, Request 발생시간, Instance 명, Service 명, Request 소요시간 

 

[그림] 6-142 Request Performance 툴팁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표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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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3 Request Performance 범례 

 Comparison 

 Overview 

 Comparison 는 두 날짜의 TPSVC/TPSQL 에 대한 비교 정보를 1 시간 간격으로 비교하는 화면. 

 Request Count, General Error Count, TPS, Response Time 정보를 제공 

 TPSVC: TP 서비스에 대한 요청 

 TPSQL: SQL 실행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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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4 TPM Comparison 화면 

7) 검색영역 – 검색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8) Tab Menu – 하위 메뉴로 전환하는 영역 

9) Trend – 두 날짜의 비교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10) Comparison Data – 두 날짜의 비교 추이를 목록 형태로 조회하는 영역 

 검색 영역 

 Comparison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6-145 검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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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3.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Layer 

 

 TPSVC / TPSQL 중 택 1 

Peak Day 

 

 근래에 부하가 가장 높았던 날과 

비교하는 기능 제공 

[표] 6-30 검색영역 기능 명세 

6.3.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6-146 시간 범위 영역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6-147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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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화면 전환으로 상세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1.3.3.1. 메뉴 전환” 참고 

차트 범례 
 차트의 아이템을 숨김/해제할 수 있는 기능 

 “1.3.3.2. 차트 범례” 참고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3.3.3.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3.3.4. Data View” 참고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3.3.5 엑셀 다운로드” 참고 

Peak Day 비교 
 근래에 부하가 가장 높았던 날과 비교하는 기능 

 “1.3.3.6. Peak Day 비교” 참고 

[표] 6-31 검색영역 기능 명세 

6.3.3.1. 메뉴 전환 

 Tab 을 클릭하여 하위 화면으로 전환 

 

[그림] 6-148 General Error Count 메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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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차트 범례 

 범례를 사용하여 차트 아이템을 숨김/표시 가능. 

 

[그림] 6-149 차트 범례 

6.3.3.3.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가능. 

 

[그림] 6-150 이미지 다운로드 

6.3.3.4. Data View 

 Data View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트의 데이터 볼 수 있음.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521  

[그림] 6-151 Data View 

6.3.3.5.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그림] 6-152 엑셀 다운로드 

6.3.3.6. Peak Day 비교 

 근래에 부하가 가장 높았던 날과 비교하는 기능.  

 Peak Day 의 Check box 를 활성화 시키면 좌측 날짜의 비교일 2 는 Peak Day 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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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3 Peak Day 와 비교 

 Throughpu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Throughput 을 비교 

 Throughput: 시간단위동안 Request 건수의 합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523  

 

[그림] 6-154 Throughput 화면 

6.3.4.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Request 처리량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Request 처리량 

 

[그림] 6-155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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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Request 처리량, 비교일 2 의 Request 처리량 

 

[그림] 6-156 Trend 툴팁 

6.3.4.2. Comparison Data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6-157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Period  비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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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6-32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6.3.4.3. General Error Count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General Error Count 추이를 비교. 

 General Error Count: General Error Count: 업무 에러 건수를 제외한 일반 에러 건수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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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8 General Error Count 화면 

6.3.4.4.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일반 에러 건수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일반 에러 건수 

 

[그림] 6-159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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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일반 에러 건수, 비교일 2 의 일반 에러 건수 

 

[그림] 6-160 Trend 툴팁 

6.3.4.5. Comparison Data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6-161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Period  비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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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6-33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TPS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TPS 추이를 비교. 

 TPS: Request 처리량을 시간단위로 나눈 값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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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2 TPS 화면 

6.3.5.1.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TPS 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초당처리건수 

 

[그림] 6-163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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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TPS, 비교일 2 의 TPS 

 

[그림] 6-164 Trend 툴팁 

6.3.5.2. Comparison Data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6-165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Period  비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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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6-34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6.3.5.3. Response Time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Response Time 의 추이를 비교. 

 Response Time: Request 의 응답시간에 대한 평균 

 차트의 소제목, Comparison Data 의 List 의 헤더에 날짜가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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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6 Response Time 화면 

6.3.5.4. Trend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평균 응답 시간의 비교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 

 X 축: 시간, Y 축: 평균응답시간 

 

[그림] 6-167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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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비교일 1 의 평균응답시간, 비교일 2 의 평균응답시간 

 

[그림] 6-168 Trend 툴팁 

6.3.5.5. Comparison Data 

 비교일 1 과 비교일 2 의 추이를 목록 형태로 비교하는 영역 

 

[그림] 6-169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Period  비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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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Day2 

데이터 설명 

Throughput  거래 처리량 

General Error Count  일반 에러 건수 

TPS  초당처리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 응답 시간 
 

[표] 6-35 Comparison Data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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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er-Callee 

 Overview 

 Caller-Callee 는 서비스간의 호출관계에 대한 분석 화면.  

 서비스간의 호출 시간, 호출 횟수, 일반 에러 발생 횟수, 평균응답시간, 누적응답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그림] 6-170 Caller-Callee 화면 

11) 검색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12) Caller-Callee List – 호출관계의 분석정보를 조회하는 영역 

 검색영역 

 TPM Caller-Callee 를 조회하기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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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1 검색영역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4.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Caller Service 

 

 호출 서비스를 입력하는 영역. 

 입력된 문자열을 포함하는 

호출 서비스로 필터링. 

Callee Service 

 

 피호출 서비스를 입력하는 

영역. 

 입력된 문자열을 포함하는 

피호출 서비스로 필터링. 

[표] 6-36 검색영역 기능 명세 

6.4.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6-172 시간 범위 영역 

 시간 범위 영역은 3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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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3 시간 범위 영역 – Quick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6-174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6-175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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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1.4.3.1. 엑셀 다운로드” 참고 

[표] 6-37 공통 기능 명세 

6.4.3.1. 엑셀 다운로드 

 엑셀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리스트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6-176 엑셀 다운로드 

 Caller-Callee List 

 호출관계의 분석정보를 조회하는 영역.  

 서비스간의 호출 시간, 호출 횟수, 일반 에러 발생 횟수, 평균응답시간, 누적응답시간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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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7 Caller-Callee List 

데이터 설명 

Caller Service  호출 서비스 (Caller Service 가 Callee Service 를 호출) 

Callee Service  피호출 서비스 

Request Time  호출 시간 

Count  호출 횟수 

General Error  일반 에러 건수 

Avg Response Time  평균응답시간 

Acc Response Time  누적응답시간 

[표] 6-38 Caller-Callee List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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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source 

 JVM 

 Overview 

 JVM 은 Java Virtual Machine 에 대한 메모리 관련 정보나 JDBC connection pool 에 대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그림] 7-1 JVM 화면 

1) Instance - JVM 상태를 확인 할 instance 를 선택하기 위한 목록 영역 

2) Heap Memory - JVM 의 메모리 사용 상태를 보여주는 영역 

3) Garbage Collection (GC) - JVM 의 GC 작동 상황을 보여주는 영역 

4) DB Connection Pool - DB Connection Pool 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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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 

 JVM 상태를 확인할 대상 Instance 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 

 

[그림] 7-2 Instance 영역 

 Heap Memory 

 Heap memory 및 Non Heap Memory 사용 상태 및 사용 추이를 보여주는 영역. 

 

[그림] 7-3 Heap Memory 영역 

7.1.3.1. Heap Usage 

 Heap Memory 의 각 memory space 별 사용량을 나타내는 영역. 

 막대 차트 아이템 하나가 memory space 의 총 크기를 나타냄. 

 X 축은 memory space, Y 축은 크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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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Heap Usage 영역 

 차트 아이템 하나는 free, used 메모리 크기 및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차트 아이템에 마우스 오버하여 데이터를 툴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7-5 Heap Usage 영역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Space 이름  Memory Space 의 이름 

메모리 크기  해당 Memory Space 의 used, free 상태의 메모리 크기 

메모리 크기 비율 
 해당 Memory Space 의 used, free 상태의 메모리 크기의 

비율 

메모리 총 크기  해당 Memory Space 의 총 크기 

[표] 7-1 Heap Usage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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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Heap Trend 

 JVM 의 Heap Memory 사용 추이를 출력하는 영역. 

 누적 차트 아이템 하나는 각 space 별 크기를 누적하여 표현. 

 X 축은 시간, Y 축은 누적 크기를 나타냄. 

 

[그림] 7-6 Heap Trend 영역 

 차트 아이템 하나는 각 space 별 사용량,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마우스 오버하여 이들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7 Heap Trend 영역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Space 이름  Heap Memory 영역의 Memory Space 들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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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크기 
 Heap Memory 영역의 Memory Space 들의 used, free 상태의 

메모리 크기 

메모리 크기 비율 
 Heap Memory 영역에서의 각 used, free 상태의 메모리들의 

크기 비율 

메모리 총 크기  Heap Memory 의 총 크기 

[표] 7-2 Heap Trend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7.1.3.3. Non Heap Usage 

 Non Heap Memory 의 각 memory space 별 사용량을 나타내는 영역. 

 막대 차트 아이템 하나가 memory space 의 총 크기를 나타냄. 

 X 축은 memory space, Y 축은 크기를 나타냄. 

 

[그림] 7-8 Non Heap Usage 영역 

 차트 아이템 하나는 free, used 메모리 크기 및 비율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차트 아이템에 마우스 오버하여 데이터를 툴팁으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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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Non Heap Usage 영역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Space 이름  Memory Space 의 이름 

메모리 크기  해당 Memory Space 의 used, free 상태의 메모리 크기 

메모리 크기 비율 
 해당 Memory Space 의 used, free 상태의 메모리 크기의 

비율 

메모리 총 크기  해당 Memory Space 의 총 크기 

[표] 7-3 Non Heap Usage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7.1.3.4. Non Heap Trend 

 JVM 의 Non Heap Memory 사용 추이를 출력하는 영역. 

 누적 차트 아이템 하나는 각 space 별 크기를 누적하여 표현. 

 X 축은 시간, Y 축은 누적 크기를 나타냄.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546  

 

[그림] 7-10 Non Heap Trend 영역 

 차트 아이템 하나는 각 space 별 사용량,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마우스 오버하여 이들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11 Non Heap Trend 영역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Space 이름  Non Heap Memory 영역의 Memory Space 들의 이름 

메모리 크기 
 Non Heap Memory 영역의 Memory Space 들의 used, free 

상태의 메모리 크기 

메모리 크기 비율 
 Non Heap Memory 영역에서의 각 used, free 상태의 

메모리들의 크기 비율 

메모리 총 크기  Non Heap Memory 의 총 크기 

[표] 7-4 Non Heap Trend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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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 Collection (GC) 

 JVM 의 Garbage Collection 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영역 

 

[그림] 7-12 Garbage Collection (GC) 영역 

7.1.4.1. GC Time 

 Garbage Collection 이 발생하였을 때 소요 시간을 출력하는 영역.  

 선 차트 아이템 하나는 Garbage Collection 의 소요 시간을 표현. 

 X 축은 시간, Y 축은 소요 시간을 나타냄. 

 

[그림] 7-13 GC Time 영역 

 차트 아이템 하나는 GC 의 작동 방식 별 소요 시간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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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오버하여 툴팁으로 이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14 GC Time 영역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GC Type  발생한 GC 의 작동 형태. Scavenge 혹은 MarkSweep 

GC 소요 시간  Garbage Collection 작업의 소요 시간 (ms) 

[표] 7-5 GC Time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7.1.4.2. GC Count 

 Garbage Collection 이 몇번 발생하였는지 출력하는 영역. 

 X 축은 시간, Y 축은 발생 횟수를 나타냄. 

 

[그림] 7-15 GC Count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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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아이템 하나는 GC 의 작동 방식 별 발생 횟수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음. 

 마우스 오버하여 툴팁으로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16 GC Count 영역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GC Type  발생한 GC 의 작동 형태. Scavenge 혹은 MarkSweep 

GC 발생 횟수  GC 가 발생한 횟수 

[표] 7-6 GC Count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7.1.4.3. DB Connection Pool 

 Instance 의 DB Connection Pool 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영역. 

 

[그림] 7-17 DB Connection Pool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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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Usage 

 DB Connection Pool 에 대한 최근 상태를 출력하는 영역. 

 X 축은 Data Source, Y 축은 설정 값 및 사용량을 나타냄. 

 

[그림] 7-18 Usage 영역 

 Usage 차트 아이템은 connection pool 에 대한 설정 값들과 현재 사용 상태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음. 

 마우스 오버하여 툴팁으로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19 Usage 영역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Min  Connection Pool 의 최소 크기 

Max  Connection Pool 의 최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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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e  Idle 상태의 connection 개수 

Active  Active 상태의 connection 개수 

[표] 7-7 Usage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7.1.4.5. Trend 

 DB Connection Pool 의 Active, Idle 상태의 추이를 출력하는 영역. 

 X 축은 시간, Y 축은 Connection 개수를 나타냄. 

 

[그림] 7-20 Trend 영역 

 차트 아이템 하나에는 각 Active 나 Idle 상태의 Connection 의 개수를 가지고 있음.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이들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21 Trend 영역 마우스 오버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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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 

Connection Count  Connection Pool 의 Active 혹은 Idle 상태의 connection 의 개수 

[표] 7-8 Trend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I/O 

 Overview 

 I/O 는 Instance 의 열려 있는 file 이나 socket 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열려 있는 파일 혹은 socket 들의 목록과 해당 리소스를 열은 위치의 Stacktrace 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22 I/O 화면 

1) Instance - I/O 상태를 확인 할 instance 를 선택하기 위한 목록 영역 

2) Open File 영역 - Open 된 file 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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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n Socket 영역 - Open 된 socket 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영역 

 Instance 

 I/O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Instance 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 

 

[그림] 7-23 Instance 

 Open File 영역 

 Instance 의 열려 있는 file 들의 정보를 출력 하는 영역.  

 시간에 따른 열려 있는 파일들의 개수 및 열려 있는 파일들의 목록과 Stacktrace 를 확인 할 

수 있음. 

7.2.3.1. Open File 차트 

 열려 있는 파일들의 개수의 추이를 출력 하는 영역.  

 X 축은 시간, Y 축은 열린 파일 개수를 표현. 

 

[그림] 7-24 Open File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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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 차트의 한 아이템은 특정 시점에서 열려 있는 파일들의 수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음. 

 마우스 오버시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25 Open File 차트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Open Count  특정 시점의 열려 있는 file 들의 개수 

[표] 7-9 Open File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7.2.3.2. Open File 리스트 

 Open File 차트에서 한 아이템 선택 시 그 시점에서 열려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영역. 

 

[그림] 7-26 Open File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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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 

File Path  열려 있는 file 의 위치 

Mode  파일의 열기 모드. READ 혹은 WRITE 

[표] 7-10 Open File 목록 아이템의 데이터 

7.2.3.3. Stacktrace 

 Open File 목록의 한 아이템을 선택 시, 그 파일을 연 위치에 대한 Stacktrace 정보가 출력되는 

영역. 

 

[그림] 7-27 Stacktrace 

 Open Socket 영역 

7.2.4.1. Open Socket 차트 

 열려 있는 socket 들의 개수의 추이를 출력 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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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축은 시간, Y 축은 열린 socket 개수를 표현. 

 

[그림] 7-28 Open Socket 차트 

 차트의 한 아이템은 열려 있는 socket 의 수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음. 

 마우스 오버 시 툴팁으로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29 Open Socket 차트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Open Count  열려 있는 socket 의 위치 

[표] 7-11 Open Socket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7.2.4.2. Open Socket 리스트 

 Open Socket 차트에서 한 아이템 선택 시 그 시점에서 열려 있는 socket 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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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0 Open Socket 목록 

 목록을 통해 선택 된 시점에서의 열려 있는 socket 들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음. 

데이터 설명 

Name  열려 있는 socket 의 이름 

Read Length  Socket 을 통해 읽은 데이터의 바이트 크기 

Read Time  Socket 을 통해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데 걸린 시간 

Write Length  Socket 을 통해 쓰기 데이터의 바이트 크기 

Write Time  Socket 을 통해 데이터를 쓰는데 걸린 시간 

[표] 7-12 Open Socket 목록 아이템의 데이터 

7.2.4.3. Stacktrace 

 Open Socket 목록에서 선택된 한 아이템에 대해서, 해당 socket 을 open 한 stacktrace 를 

출력하기 위한 영역. 

 이 정보를 통해 해당 socket 을 어디서 열었는지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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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1 Stacktrace 

 Thread 

 Overview 

 Thread 는 생성된 thread 들의 목록 및 이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각각의 thread 에 대한 다양한 명령을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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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2 Thread 화면 

1) Instance - I/O 상태를 확인 할 instance 를 선택하기 위한 목록 영역 

2) Thread Status – 상태별 thread 의 개수를 출력 

3) Thread 목록 영역 – 생성 되어 있는 thread 들의 목록 

 Instance 

 Thread 의 목록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instance 들의 목록. 

 보고자 하는 instance 를 선택 할 수 있음. 

 

[그림] 7-33 Instance 

 Thread Status 

 상태 별 thread 들의 개수를 출력하는 영역.  

 선택 된 instance 의 thread 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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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축은 thread 의 상태를 나타내며 Y 축은 thread 개수를 의미. 

 

[그림] 7-34 Thread Status 

 Thread Status 차트 아이템 하나는 해당 상태의 thread 의 개수를 가지고 있음.  

 마우스 오버 시 나타나는 툴팁을 통해 이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35 Thread Status 마우스 오버 툴팁 

데이터 설명 

Count  해당 상태의 thread 의 개수 

[표] 7-13 Thread Status 차트 아이템의 데이터 

 Thread 리스트 

 지정한 instance 의 thread 목록이 이 영역에 출력 됨.  

 해당 영역을 통해 생성 되어 있는 thread 들에 대한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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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에 대해 여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음. 

 

[그림] 7-36 Thread 목록 영역 

기능 화면 설명 

Auto Refresh 
 

 자동 정보 갱신 

Dump 

 

 Thread Dump 생성 

Dump History 

 

 Dump 생성 이력 조회 

Stacktrace 

 

 Thread stacktrace 출력 명령 

Interrupt 

 

 Thread 강제 중지 명령 

Stop 

 

 Thread 중지 명령 

Suspend 

 

 Thread 일시 정지 명령 

Resume 

 

 Thread 재개 명령 

[표] 7-14 Thread 목록 아이템의 기능 

데이터 설명 

Name  Thread 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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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Thread 의 Cpu 사용률 

State  Thread 의 상태 

Layer  Thread 의 Layer 정보 

Method Type  Thread 의 Method 타입 정보 

Request  Thread 가 처리한 요청 

Elapse Time  Thread 가 작동한 시간 

[표] 7-15 Thread 목록 아이템의 데이터 

7.3.4.1. Auto Refresh 

 해당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주기적으로 thread 정보를 최신화 함. 

7.3.4.2. Dump 

 현재 instance 의 thread dump 를 생성 하는 명령.  

 생성 된 dump 내용은 popup 창으로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7-37 Dump 

7.3.4.3. Dump History 

 과거 dump 이력을 조회 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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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up 창에서 원하는 dump 내용을 검색 할 수 있음. 

 

[그림] 7-38 Dump History 

7.3.4.4. Stacktrace 

 Thread 목록에서 지정된 thread 의 현재 stack 정보를 보여줌. 

 

[그림] 7-39 Stack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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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Interrupt 

 지정된 thread 를 강제 중지 시킴. 

7.3.4.6. Stop 

 지정된 thread 를 중지 시킴 

7.3.4.7. Suspend 

 지정된 thread 를 일시 정지 시킴. 

7.3.4.8. Resume 

 지정된 thread 를 재개 시킴. 

 Web Session 

 Overview 

 Web Session 은 Web Server 의 실시간 현황을 조회 할 수 있는 화면 

 5 초마다 화면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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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0 Web Session 화면 

1) Instance - 실시간 조회 대상 Instance 를 설정하는 영역 

2) Status - Web Server 의 현재 상태를 조회하는 영역 

3) Working Thread - 현재 동작하는 Thread 의 수를 조회하는 영역 

4) Client Connection - 현재 연결된 Client 의 수를 조회하는 영역 

5) Keep-alive - 현재 Keep-alive 수를 조회하는 영역 

6) Total vs Working - 전체 Thread 수와 현재 동작중인 Thread 수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7) Idle - 현재 유휴 상태인 Thread 수를 나타내는 영역 

 Instance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Instance 를 선택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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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1 Instance 선택 

 공통 기능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설명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기능. 

 “1.4.3.1. 이미지 다운로드” 참고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보는 기능 

 “1.4.3.2. Data View” 참고 

[표] 7-16 공통 기능 명세 

7.4.3.1. 이미지 다운로드 

 화면의 차트를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7-42 이미지 다운로드 

7.4.3.2. Data View 

 차트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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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3 Data View 

 Status 

 모니터링 대상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영역.  

 Total, Working, Idle, Client Connection, Keep-alive 정보 제공 

 

[그림] 7-44 Status 

데이터 설명 

Total  전체 Thread 수 

Working  현재 동작중인 Thread 수 

Idle  현재 유휴 상태인 Thread 수 

Client Connection  현재 연결된 Client Connection 수 

Keep-alive  Keep-alive 수 

[표] 7-17 Status 데이터 설명 

 Working Thread 

 현재 동작하는 Thread 의 수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현재 동작 중인 Thread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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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5 Working Thread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현재 동작중인 Thread 수 

 

[그림] 7-46 Working Thread 툴팁 

 Client Connection 

 현재 연결된 Client 의 수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현재 연결된 Client Connection 의 수 

 

[그림] 7-47 Clien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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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현재 연결된 Client Connection 의 수 

 

[그림] 7-48 Client Connection 툴팁 

 Keep-alive 

 현재 Keep-alive 수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Keep-alive 수 

 

[그림] 7-49 Keep-aliv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현재 Keep-alive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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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0 Keep-alive 툴팁 

 Total vs Working 

 전체 Thread 수와 현재 동작중인 Thread 수의 추이를 조회하는 영역. 

 X 축: 시간, Y 축: Thread 수 

 

[그림] 7-51 Total vs Working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전체 Thread 수, 현재 동작중인 Thread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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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2 Total vs Working 툴팁 

 차트 범례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숨김/표시가 가능함. 

 

[그림] 7-53 Total vs Working 차트 범례 

 Idle 

 현재 유휴 상태인 Thread 수를 나타내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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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4 Idle 

 마우스를 오버하면 툴팁으로 상세정보 확인가능. 

 시간, 현재 유휴 상태인 Thread 수 

 

[그림] 7-55 Idle 툴팁 

 TP Queue 

 Overview 

 TP Queue 화면은 TP Monitor 상의 Queue 상태를 시간대 별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 

 TP Monitor 상의 서버 프로세스 별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Queue 의 상태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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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6 TP Queue 화면 Overview 

1) 검색 영역 

2) TP Queue Status by Instance - 인스턴스 별 큐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역 

3) Average TP Queue Trend - 선택된 큐 정보를 차트로 보여주는 영역 

4) Queue List - 선택된 큐 정보를 목록으로 보여주는 영역 

 검색 영역 

 큐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 

 Period 를 조정하여 분/시간/일 단위 조회가 가능 

 

[그림] 7-57 TP Queue 검색 영역의 Period 

 시간 범위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 시간 범위는 아래 3 가지 형태로 선택. 

기능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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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현재 시각를 

기준으로 이전 

시각을 

클릭하여 

빠르게 검색 

가능 

Relative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이전 

분/시/일 

단위를 입력 

가능 

Absolute 

 

 From, To 

시각을 

자유롭게 지정 

가능 

[표] 7-18 TP Queue 시간 선택 영역 설명 

 TP Queue Status by Instance 

 인스턴스 별 큐의 상태를 리스트로 보여주는 영역 

 인스턴스 별로 Group By 되어 큐의 상태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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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8 TP Queue Status by Instance 영역 

데이터 설명 

Instance  TP Alias. 괄호 안에는 해당 인스턴스의 큐 개수가 표시됨. 

Queue Name  큐 이름 

TP Svr. Name  서버 명 

Avg. Q. Count  해당 큐의 평균 건수 

Min Q.. Count  해당 큐의 최소인 건수 

Max Q. Count  해당 큐의 최대인 건수 

Acc Q. Count  큐를 통해 처리된 건수 

[표] 7-19 TP Queue Status by Instance 영역의 데이터 

7.5.3.1. 아이템 클릭 이벤트 

 리스트에 표시된 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리스트의 행 하나(큐)를 선택하면 하단 Average TP Queue Trend, Queue List 영역에 해당 

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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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9 TP Queue Status by Instance 영역의 아이템 클릭 이벤트 

7.5.3.2. 엑셀 다운로드 

 리스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 

 우측 상단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그림] 7-60 TP Queue Status by Instance 영역의 아이템 클릭 이벤트 

 Average TP Queue Trend 

 TP Queue Status by Instance 에서 선택된 큐 정보를 차트로 보여주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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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X 축은 큐 건수이며 Y 축은 시간을 나타냄 

 차트 아이템에 마우스 오버 시, 해당 큐 이름, 해당 큐에서 처리된 건수, 시간을 확인 가능 

 

[그림] 7-61 Average TP Queue Trend 차트 

 

[그림] 7-62 Average TP Queue Trend 차트 툴팁 

7.5.4.1. Data View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한 기능 

 차트의 우측 상단   버튼 클릭 시, Data View 화면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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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3 Average TP Queue Trend 차트 Data View 

7.5.4.2.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7-64 Average TP Queue Trend 차트 이미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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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ue List 

 TP Queue Status by Instance 에서 선택된 큐 정보를 리스트로 표시하는 영역 

 

[그림] 7-65 Queue List 영역 

 리스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우측 상단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그림] 7-66 Queue List 엑셀 다운로드 

 TP Process 

 Overview 

 TP Process 화면은 TP Monitor 에서 실행중인 프로세스의 CPU, Memory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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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을 통해 프로세스의 CPU, Memory 변화 추이를 분석 가능 

 

[그림] 7-67 TP Process 화면 

1) 검색 영역 

2) Process List - 검색한 인스턴스의 서버 프로세스 리스트 

3) Process Trend 영역 - Process List 에서 선택한 프로세스에 대한 CPU, Memory 추이 차트  

4) Usage 영역 - Process List 에서 선택한 프로세스에 대한 CPU, Memory 추이에 대한 리스트 

 검색 영역 

 프로세스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 

 시간, 인스턴스, 분/시간/일 단위 조회 가능 

 

[그림] 7-68 TP Process 검색 영역 

기능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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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범위 조정 
 

 검색하려는 시간 범위를 선택 

가능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시간 

범위를 선택 가능한 탭이 

생성됨 

인스턴스 선택 

 

 검색하려는 대상 인스턴스 

선택 

기간 선택 
 

 분/시간/일 단위 조회 가능 

 Minutely: 분 단위 

 Hourly: 시간 단위 

 Daily: 일 단위 

[표] 7-20 TP Process 화면의 검색 영역 

 Process List 

 검색한 인스턴스의 서버 프로세스 리스트를 보여주는 영역 

 리스트에는 서버 프로세스 명이 나타남 

 프로세스 선택 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CPU, Memory 정보가 우측 Process Trend 영역, 

Usage 영역에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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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9 TP Process 화면 Process List 

 Process Trend 영역 

 선택한 서버 프로세스의 PID(Process ID) 별 CPU, Memory 추이를 차트로 보여주는 영역 

 차트의 X 축은 시간, Y 축은 사용량을 나타냄 

 마우스 오버 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시간, PID, 사용량을 툴팁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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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0 TP Process 화면 Process Trend 영역 

 

[그림] 7-71 TP Process 화면 Process Trend 차트 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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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1. Data View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한 기능 

 차트의 우측 상단   버튼 클릭 시, Data View 화면으로 전환됨 

 

[그림] 7-72 TP Process 화면 Process Trend 차트 Data View 

7.6.4.2. 이미지 다운로드 

 차트를 PNG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그림] 7-73 TP Process 화면 Process Trend 차트 이미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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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ge 영역 

 선택한 서버 프로세스의 CPU, Memory 추이를 리스트로 보여주는 영역 

 PID, 시간, 사용량 정보를 보여줌 

 

[그림] 7-74 TP Process 화면 Usage 영역 

 리스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우측 상단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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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5 TP Process 화면 Usage 영역 엑셀 다운로드 

 TP Log 

 Overview 

 TP Log 화면은 TP Monitor 에서 발생하는 에러나 경고에 대한 Log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 

 이 화면을 통해 TP Monitor 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 가능 

 

[그림] 7-76 TP Log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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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 영역 

2) TP Monitor Log - TP Monitor 의 에러나 경고 로그를 리스트로 표시하는 영역 

 검색 영역 

 로그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 

 시간 범위, 검색 대상 인스턴스, 최대 표시 행 수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 

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정 
 

 검색하려는 시간 범위를 선택 

가능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시간 

범위를 선택 가능한 탭이 

생성됨 

인스턴스 선택 

 

 검색하려는 대상 인스턴스 

선택 

최대 행 수 

 

 검색 결과로 표시하려는 최대 

행수를 선택 

[표] 7-21 TP Log 화면의 검색 영역 

 TP Monitor Log 

 TP Monitor 의 에러나 경고 로그를 리스트로 표시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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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7 TP Monitor Log 리스트 영역 

데이터 설명 

TP Alias  TP Alias 

Occurred Time  로그 발생시간 

Instance  인스턴스 명 

TP Server Name  서버 프로세스 명 

Log Level 

 로그 레벨 

 Error: 에러 

 Warning: 주의 

 Information: 정보 

Service Code  서비스 코드 

Message Code  메시지 코드 

Detail Message  로그 상세 메시지 

[표] 7-22 TP Monitor Log 리스트의 데이터 

 리스트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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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상단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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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UM 

 Action 

 Overview 

 Action 은 브라우저에서 수집한 RUM 성능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한번의 클릭으로 하나의 Action 데이터가 생성 됨. 

 

[그림] 8-1 Action 화면 

1) 검색 영역: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2) Action List: 브라우저에서 수집된 Action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 

 검색영역 

 Action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8-2 검색영역 

 검색 영역의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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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화면 설명 

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1.2.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Instance 

 

 조회할 대상 인스턴스를 

선택 

IP 

 

 IP 주소 

User ID 

 

 사용자 ID 

Page ID 

 

 화면 이름  

Action Name 

 

 수행 유형  

Elapse Time 

 

 소요시간 검색 조건 

 0 이면 제한 없음 

Max Row 

 

 Action 목록에 표시할 Row 

개수 

[표] 8-1 검색 영역 기능 명세 

8.1.2.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8-3 시간 범위 영역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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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시간 범위 영역 – Quick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8-5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8-6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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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List 

 Action List 은 브라우저에서 수집된 성능 정보 목록을 보여주는 영역. 

 

[그림] 8-7 Action 목록 

 Action List 에 표시한 항목 정보는 다음과 같음 

항목 설명 

Click Time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클릭한 시점 

 Action 데이터를 생성한 시점 

User IP  사용자 IP 

User ID  사용자 ID (없는 경우 ‘NO_USER’) 

Screen Name  화면 이름 

Click ID  클릭한 HTML Element 의 ID 

Click Name  클릭한 HTML Element 의 Text 

Action Name  수행 내용 

Instance  인스턴스 이름 

Elapse Time  전체 소요시간 

Server Time  서버 소요시간 

Client Time  클라이언트 소요시간 

Screen Type  디바이스 유형(PC / Mobile) 

[표] 8-2 Action 항목 명세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594  

 “Show Graph” 활성화 하면 Action List 영역이 그래프 형식으로 변경 됨. 

 

[그림] 8-8 Action 목록 그래프 형식으로 변경 

  Action Waterfall 

 Action Waterfall 은 브라우저에서 수행한 성능 정보(Action)를 Resource 단위로 소요시간 

분류하여 차트 형식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화면 

 

[그림] 8-9 Action Waterfall 

1) Action 정보: 브라우저에서 수집 한 성능 정보를 요약한 내용 

2) Resource 차트: Resource 단위로 소요시간을 차트 형식으로 표시한 영역 

 Action List 에서 Action 을 클릭 하면 Action Waterfall 팝업 창이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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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0 Action Waterfall 팝업 창 

 Action Waterfall 팝업 창에서 서비스 URL 로 지정한 Request 의 경우 [Analytics > WAS Request] 

화면에서 해당 Request 의 상세 Call-Tree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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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Action Waterfall - WAS Request 연계 

 Statistics 

 Statistics 는 브라우저에서 수집한 성능 정보(Action)를 일별 / 시간별로 조회 할 수 있는 통계 

화면 

 통계는 Action 정보를 [시간, 화면 ID, 화면 명, 이벤트 ID, 이벤트 명] 을 기준으로 하여 Group 

By 한 이력 데이터의 모음 

 

[그림] 8-12 Statistics 화면 

1) 검색 영역 –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2) Action Statistics: 일별 / 시간 별 통계 정보 목록을 표시하는 영역 

 검색영역 

 통계 조회 시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  

 

[그림] 8-13 검색영역 

 검색 영역의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 

기능 화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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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범위 

 

 조회할 시간 범위를 설정 

 Quick, Relative, Absolute 

방식을 지원 (자세한 기능 

설명은 “1.2.1.1. 시간 범위 

선택”을 참고 

Period 

 

 조회할 데이터의 시간단위를 

설정 

 Hourly(시간단위) / Daily(일 

단위) 중 택 1 

Action Name 

 

 수행 유형 

Total Click 

 

 브라우저 클릭 건수 

Elapse Time(From) 

 

 ~초 부터 

Elapse Time(To) 

 

 ~초 까지 

Section Count 

 

 호출 건 수 

[표] 8-3 검색 영역 기능 명세 

8.2.1.1. 시간 범위 선택 

 조회할 시간 범위를 조정.  

 

[그림] 8-14 시간 범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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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 가 일/시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공. 시간 범위 영역은 2 가지로 선택가능 

 Quick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나열된 시간까지의 이전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그림] 8-15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Hourly) 

 

[그림] 8-16 시간 범위 영역 – Quick (Period: ‘Daily’) 

 Relative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 

Period 별 시간단위 지원(아래 표를 참고) 

 

[그림] 8-17 시간 범위 영역 -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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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설명 

Daily 

 Day 

 Week 

 Month 

Hourly 

 Hour 

 Day 

 Week 

[표] 8-4 Period 별 Relative 선택 가능 시간 단위 

 Absolute 방식은 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그림] 8-18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Hourly) 

 

[그림] 8-19 시간 범위 영역 – Absolute (Period: ‘Daily) 

 Action Statistics 

 Action Statistics 는 성능 통계 정보 목록을 일별 / 시간 별로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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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0 Action Statistics 

 Action List 에 표시한 항목 정보는 다음과 같음 

항목 설명 

Period  통계 기간 

Screen ID  화면 ID 

Screen Name  화면 이름 

Click ID  클릭한 HTML Element ID 

Click Name  클릭한 HTML Element 의 Text 

Click Count  호출 건수 

Total Elapse(s)  총 소요시간 

Server(s)  서버 소요시간 

Client(s)  클라이언트 소요시간 

~3 sec  ~3 초 이내의 호출 건수 

3~7 sec  3~7 초 사이의 호출 건수 

7~12 sec  7~12 초 사이의 호출 건수 

12~25 sec  12~25 초 사이의 호출 건수 

25~ sec  25~초 이상의 호출 건수 

[표] 8-5 Statistics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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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port 

 View 

 Overview 

 Report View 는 Report Setting 에서 설정된 Report 및 사용자가 추가 생성한 Report 를 조회하는 

화면. 

 

[그림] 9-1 Report View 화면 

3) 제품 선택 영역 – ENPHAROS 제품군을 선택하는 영역 

4) Report View 영역 – 생성된 Report 를 조회하는 영역 

 제품 선택 영역 

 Report 를 생성할 ENPHAROS 제품을 선택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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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제품 선택 영역 

 Report View 영역 

 생성된 정규 Report(일간, 주간, 월간)를 조회하는 영역 

 

[그림] 9-3 Report View 영역 

데이터 설명 

뱃지 아이콘 

(아이템에 표시된 숫자) 
 생성된 Report 의 개수 

[표] 9-1 Report View 영역의 데이터 설명 

 Custom Report 영역 

 [+] 버튼 선택을 통해 Report > Setting 화면에서의 Report 자동 생성 설정 없이 즉시 Report 를 

생성하는 기능 

 전체 Instance 를 대상으로 Custom Report 를 생성할 경우 수집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으므로 Report > Setting 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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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Custom Report 생성 

데이터 설명 

Date  Report 생성 날짜 

Template  Report 템플릿 유형 

Category  카테고리명 

Group  그룹명 

Instance  인스턴스명 

[표] 9-2 Custom Report 생성 영역의 데이터 설명 

 하위 기능 

 아이템을 클릭하여 하위 기능을 제공 

 

[그림] 9-5 Report View 영역 아이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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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조회 

 Report 를 웹 브라우저, 엑셀, PDF 로 제공 받을 수 있음 

 

[그림] 9-6 Report 조회 

 Report 삭제 

 특정일의 Report 를 삭제하는 기능 

 

[그림] 9-7 Report 삭제 

 Setting  

 Overview 

 Report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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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Report Setting 화면 

5) 제품 선택 영역 - ENPHAROS 제품군을 선택하는 영역 

6) Report Setting List 영역 – Report 생성 설정을 조회하는 영역 

 제품 선택 영역 

 Report 를 생성할 ENPHAROS 제품을 선택하는 영역 

 

[그림] 9-9 제품 선택 영역 

 Report Setting List 영역 

 Report Setting 조회/생성/수정/삭제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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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 Report Setting List 영역 

데이터 설명 

Title  Setting 명 

Type  Regular / Customize 

Period  일간/주간/월간 

Period Value  생성 주기 

Creation Time  Report 생성 시간 

Category  카테고리 명 

Group  그룹 명 

Instance  인스턴스 명 

Use  사용여부 

[표] 9-3 Report Setting List 영역의 데이터 설명 

 Report 관리 

 Report Setting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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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1 Report Setting 관리 기능 항목 

 Report Setting 생성 

 Report Setting 을 생성하는 기능 

 

[그림] 9-12 Report Setting 생성 

데이터 설명 

Product Type  제품 

Title  Setting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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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Time 
 Report 생성 시간 

Period  일간/주간/월간 

Period Value 

 Period 에 따라 생성되는 상세 날짜 

Period 데이터 설명 

Daily  선택사항 없음 

Weekly  일요일 ~ 토요일 중 택 1 

Monthly  1 일~31 일 중 택 1 
 

Use  사용여부 

Report Type 

 생성될 대상의 범위 지정 

데이터 설명 

Category 
 하단 Category 항목 지정 

가능 

Group 
 하단 Category, Group 항목 

지정 가능 

Instance 
 하단 Category, Group, 

Instance 항목 지정 가능 
 

Category  카테고리명 

Group  그룹명 

Instance  인스턴스명 

[표] 9-4 Report Setting 생성 영역의 데이터 설명 

 Report Setting 수정 

 Report Setting 생성 주기를 수정하는 기능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609  

 

[그림] 9-13 Report Setting 수정 

데이터 설명 

Product Type  제품 

Title  Setting 명 

Creation Time  Report 생성 시간 

Period  일간/주간/월간 

Period Value 

 Period 에 따라 생성되는 날짜 

Period 데이터 설명 

Daily  선택사항 없음 

Weekly  일요일 ~ 토요일 중 택 1 

Monthly  1 일~31 일 중 택 1 
 

Use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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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Type 

 생성될 대상의 범위 지정 

데이터 설명 

Category 
 하단 Category 항목 지정 

가능 

Group 
 하단 Category, Group 항목 

지정 가능 

Instance 
 하단 Category, Group, 

Instance 항목 지정 가능 
 

Category  카테고리 명 

Group  그룹 명 

Instance  인스턴스 명 

[표] 9-5 Report Setting 수정 영역의 데이터 설명 

 Report Setting 삭제 

 Report Setting 을 삭제하는 기능 

 

[그림] 9-14 Report Setting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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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nagement 

 Account 

 Overview 

ENPHAROS 사용 시 필요한 계정을 추가/수정/삭제하는 화면. 계정에 따라 모니터링 가능한 인스턴스를 

선택 하거나, 일부 기능이나 화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음. 권한에 따른 변경 사항은 “[표] 

10-1 Add Account 영역의 데이터 설명” 참조. 

 

[그림] 10-1 Account 화면 

1) Account List - ENPHAROS 계정 목록을 표시. 

2) Add Account – 계정 추가 화면으로 전환하는 버튼. 

3) Set Instance – 계정에 모니터링 대상 인스턴스(에이전트)를 할당하는 화면으로 전환하는 

버튼. 

4) Information - Account List 에서 선택된 계정의 정보를 표시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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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stance List - Account List 에서 선택된 계정에 할당된 인스턴스(에이전트) 목록을 표시. 

 Account List 

 현재 ENPHAROS 서버에 생성 되어있는 계정 목록을 표시. 

 

[그림] 10-2 Account List 영역 

 선택하여 우측 영역에서 해당 계정의 정보 확인 및 수정 가능. 

 

[그림] 10-3 Account List 영역에서 특정 계정 선택 

 Add Account 

 ENPHAROS 계정을 추가하는 기능. Add Account 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이 계정 추가 화면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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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Add Account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화면 

 계정 생성 시 입력하는 정보.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 

항목 설명 

Account ID*  계정 ID. 로그인 시 사용하는 ID 

Account Name*  계정 이름 (Alias) 

Password*  계정 패스워드 

Password Confirm*  계정 패스워드 확인 

Account Activation 

 계정 활성화 여부 선택 

 (회색) 버튼이 왼쪽: 비활성화 

 (청색) 버튼이 오른쪽: 활성화 

Role* 

 계정 권한 

 Admin: 관리자 권한. 모든 기능 사용 가능. 

 General: 일반 계정 권한. 일부 관리기능 사용 불가. 

SQL Launcher 

 SQL Launcher 화면 사용 권한 

 (회색) 버튼이 왼쪽: 화면 접근 불가 

 (청색) 버튼이 오른쪽: 화면 접근 가능 

Binding Variable View 

 Call-Tree, Query Information 팝업 화면 내의 SQL Bind Variable 

표시 여부 

 (회색) 버튼이 왼쪽: *로 Masking 되어 표시 

 (청색) 버튼이 오른쪽: 원본 값을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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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 Control 

 Running Request 팝업, Thread 화면 내의 Thread Control 버튼 

활성화 여부 

 (회색) 버튼이 왼쪽: 비활성화 

 (청색) 버튼이 오른쪽: 활성화 

[표] 10-1 Add Account 영역의 데이터 설명 

 Set Instance 

 특정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모니터링할 대상 인스턴스(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기능. Set Instance 

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이 인스턴스 할당 화면으로 전환. 

 

[그림] 10-5 Set Instance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화면 

 Grid 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조. 

데이터 설명 

Host  인스턴스(에이전트)가 동작중인 서버의 호스트 이름 

OS  인스턴스(에이전트)가 동작중인 서버의 OS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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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ID  인스턴스(에이전트)의 ID 

Instance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이름 (Alias) 

Collector 
 인스턴스(에이전트)와 연결된 ENPHAROS Collector 가 동작중인 서버의 

호스트 이름 

Category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소속 Category ID 

Group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소속 Group ID 

Tier 

 에이전트 유형 

 J2EE: ENPHAROS JAVA 에이전트 

 TPMonitor: ENPHAROS TPM 에이전트 

 APACHE: Apache 웹서버 모니터링 에이전트 

[표] 10-2 Set Instance 영역의 데이터 설명 

 Information 

 Account List 에서 선택한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화면. ‘admin’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Delete 버튼을 이용하여 삭제 가능. 

 

[그림] 10-6 Information 영역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 

항목 설명 

Account ID*  계정 ID. 로그인 시 사용하는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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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Name*  계정 이름 (Alias) 

Password*  계정 패스워드 

Password Confirm*  계정 패스워드 확인 

Account Activation 

 계정 활성화 여부 선택 

 (회색) 버튼이 왼쪽: 비활성화 

 (청색) 버튼이 오른쪽: 활성화 

Role* 

 계정 권한 

 Admin: 관리자 권한. 모든 기능 사용 가능. 

 General: 일반 계정 권한. 일부 관리기능 사용 불가. 

SQL Launcher 

 SQL Launcher 화면 사용 권한 

 (회색) 버튼이 왼쪽: 화면 접근 불가 

 (청색) 버튼이 오른쪽: 화면 접근 가능 

Binding Variable View 

 Call-Tree, Query Information 팝업의 SQL Bind Variable 표시 여부 

 (회색) 버튼이 왼쪽: *로 Masking 되어 표시 

 (청색) 버튼이 오른쪽: 원본 값을 그대로 표시 

Thread Control 

 Running Request 팝업, Thread 화면 내의 Thread Control 버튼 

활성화 여부 선택 

 (회색) 버튼이 왼쪽: 비활성화 

 (청색) 버튼이 오른쪽: 활성화 

[표] 10-3 Information 영역의 데이터 설명 

 Instance List 

 Account List 에서 선택된 계정에 할당된 인스턴스(에이전트) 목록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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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Instance List 영역 

데이터 설명 

Host  인스턴스(에이전트)가 동작중인 서버의 호스트 이름 

OS  인스턴스(에이전트)가 동작중인 서버의 OS 이름 

Instance ID  인스턴스(에이전트)의 ID 

Instance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이름 (Alias) 

Collector 
 인스턴스(에이전트)와 연결된 ENPHAROS Collector 가 동작중인 서버의 

호스트 이름 

Category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소속 Category ID 

Group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소속 Group ID 

Tier 

 에이전트 유형 

 J2EE: ENPHAROS JAVA 에이전트 

 TPMonitor: ENPHAROS TPM 에이전트 

 APACHE: Apache 웹서버 모니터링 에이전트 

[표] 10-4 Instance List 영역의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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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 

 Overview 

 ENPHAROS 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록된 인스턴스(에이전트)를 Grouping 하거나, 설정을 

변경하는 화면. 

 Instance List 영역에서 선택된 항목의 유형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이 상이함. 

 

[그림] 10-8 Instance 화면 – Category 설정 

1) Instance List -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록된 인스턴스(에이전트) 목록을 카테고리-그룹-에이전트 

구조에 따라 Tree 형태로 표시하는 영역.  

2) Category / Group Add - 카테고리 또는 그룹을 추가하는 기능. 

3) Category - 선택된 카테고리의 정보를 표시. 

4) Group & Agent List - 선택된 카테고리에 소속된 그룹 / 에이전트 목록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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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Instance 화면 – Group 설정 

5) Group / Instance Setting: 토폴로지 설정이나, 그룹에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기능. 

6) Group - 선택된 그룹의 정보를 표시. 

7) Agent List - 선택된 그룹에 소속된 에이전트 목록을 표시. 

 

[그림] 10-10 Instance 화면 – Instance 설정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620  

8) Instance - 선택된 인스턴스의 정보를 표시. 

9) 에이전트 설정 - 선택된 에이전트의 main.xml / loader.properties 설정 파일을 수정하는 기능. 

 Instance List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록된 인스턴스(에이전트) 목록을 카테고리-그룹-에이전트 구조에 따라 Tree 

형태로 표시하는 영역. 

 ENPHAROS 에서 모니터링하는 모든 인스턴스는 카테고리-그룹-인스턴스 구조를 따름. 

 

[그림] 10-11 Instance List 영역 

항목 설명 

카테고리 
  

그룹 

 상태에 따라 2 가지 아이콘으로 표시 

 열림:  

 닫힘:  

인스턴스 

 상태에 따라 2 가지 아이콘으로 표시 

 Alive :   

 D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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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Instance List 영역의 아이콘 설명 

 Category / Group Add 

 카테고리 또는 그룹을 추가하는 기능. 

10.2.3.1. Add Category 

 새로운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기능.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영역이 Add Category 영역으로 변경됨. 

 

[그림] 10-12 Add Category 영역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임. 

항목 설명 

Category ID*  카테고리의 ID 

Category Name*  카테고리의 이름 

Description  카테고리에 대한 상세 설명 

[표] 10-6 Add Category 영역의 데이터 설명 

10.2.3.2. Add Group 

 새로운 그룹을 생성하는 기능.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영역이 Add Group 영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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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3 Add Group 영역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임. 

항목 설명 

Category*  부모 카테고리를 선택 

Group ID*  그룹의 ID 

Group Name*  그룹의 이름 

Description  그룹에 대한 상세 설명 

Group Type 

 그룹 유형 

데이터 설명 

Default  정의되지 않은 유형 

WEB  웹 서버 

WAS  WAS 

TP  TP Monitor 

C Daemon 
 C 언어 기반의 Daemon 

프로세스 

Java Daemon 
 Java 언어 기반의 Daemon 

프로세스 
 

Tier ID  논리 그룹의 ID 

Tier Name  논리 그룹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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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Order 

 논리 그룹간의 순서 

 Tier Request Pulse / Topology 에서 표시되는 논리 그룹들의 

순서 

 0~12 의 값이 유효하며, 첫 번째 Tier 는 반드시 0 으로 설정해야 

함 

Group Order 

 동일한 논리 그룹 내에서 그룹간의 순서 

 Topology 에서 논리 그룹 내에 표시되는 그룹들의 순서 

 첫 번째 그룹은 반드시 0 으로 설정해야 함 

[표] 10-7 Add Group 영역의 항목 설명 

 Category 

 선택된 카테고리의 정보를 표시.  

 Instance List 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경우 우측에 이 영역이 표시됨. 카테고리의 이름이나 

Description 을 수정할 수 있음. 

 

[그림] 10-14 Category 영역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기능은, 해당 카테고리 하위에 그룹이 없어야 함.  

 그룹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에러를 표시하고 삭제가 진행되지 않음. 

 

[그림] 10-15 Category 삭제 실패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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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 Agent List 

 선택된 카테고리에 속한 Group 및 에이전트 목록을 표시하는 영역. 

 

[그림] 10-16 Group & Agent List 영역 

데이터 설명 

Level  Group 또는 Agent 임을 표시 

Instance/Group ID  인스턴스 또는 그룹의 ID 

Instance/Group Name  인스턴스 또는 그룹의 이름 

Type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유형 

 J2EE: ENPHAROS JAVA 

 TPMonitor: ENPHAROS TP 

 APACHE: Apache 웹서버 모니터링 에이전트 

Host  인스턴스(에이전트)가 동작중인 서버의 호스트 이름 

[표] 10-8 Group & Agent List 영역의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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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Instance Setting 

 Group Setting 버튼과 Instance Setting 버튼이 표시되는 영역. 

 

10.2.6.1. Group Setting 

 대시보드의 토폴로지에 표시할 그룹 간의 From-To 관계를 설정하는 화면.  

 상단에 선택된 그룹을 기준으로 From (Source Group) 그룹과 To (Destination Group) 그룹을 

선택하는 기능. Source 및 Destination Group 은 다중 선택 가능함. 

 

[그림] 10-17 Group Setting 화면 

 설정된 값을 바탕으로 From-To 관계가 선으로 연결되어 대시보드의 Topology 에 표시됨. 

화살표는 From  To 방향으로 움직임. 

 

[그림] 10-18 대시보드 Topology 화면 

10.2.6.2. Instance Setting 

 선택된 그룹에 인스턴스(에이전트)를 할당하는 영역. 이미 할당 되어있는 인스턴스 (에이전트)는 

체크된 상태로 표시됨.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626  

 체크 박스를 선택한 후 Set Instance 버튼을 클릭하여 인스턴스(에이전트)를 할당함. 

 

[그림] 10-19 Set Instance 영역 

 Group 

 선택된 그룹의 정보를 표시.  

 Instance List 에서 그룹을 선택한 경우 우측에 이 영역이 표시됨.  

소속 카테고리와 Group ID 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정할 수 있음. 상세 설명은 “[표] 10-7 Add Group 

영역의 항목 설명”과 동일. 

 

[그림] 10-20 Group 영역 

 그룹을 삭제하는 기능은, 해당 그룹 하위에 인스턴스(에이전트)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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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스(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에러를 표시하고 삭제가 진행되지 않음. 

 

[그림] 10-21 그룹 삭제 실패 메시지 

 Agent List 

 선택된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에이전트) 목록을 표시하는 영역. 

 

[그림] 10-22 Agent List 영역 

데이터 설명 

Level  Agent 임을 표시 

Instance/Group ID  인스턴스 ID 

Instance/Group Name  인스턴스 이름 

Type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유형 

 J2EE: ENPHAROS JAVA 

 TPMonitor: ENPHAROS TP 

 APACHE: Apache 웹서버 모니터링 에이전트 

Host  인스턴스(에이전트)가 동작중인 서버의 호스트 이름 

[표] 10-9 Agent List 영역의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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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ce 

 선택된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정보를 표시.  

 Instance List 에서 인스턴스(에이전트)를 선택한 경우 우측에 이 영역이 표시됨.  

 인스턴스 이름이나 Description, 소속 카테고리와 그룹을 변경할 수 있음. 

 

[그림] 10-23 Instance 영역 

 인스턴스(에이전트) 삭제의 경우, 인스턴스 프로세스가 다운 된 경우에만 Delete 버튼이 활성화 

됨. 

 

[그림] 10-24 Instance 영역 – Delete 버튼 비활성화 

 

[그림] 10-25 Instance 영역 – Delete 버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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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xml 설정 

 선택된 ENPHAROS JAVA 에이전트의 main.xml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  

 main.xml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표시됨.  

 ENPHAROS JAVA 에이전트의 경우에만 버튼이 화면에 표시됨.  

 

[그림] 10-26 main.xml 설정 화면 

10.2.10.1. 내용 수정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기와 같이,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음 

10.2.10.2. Revert 

 설정 내용을 초기 값으로 되돌리는 기능.  

 레이어 팝업이 처음 화면에 출력되는 시점의 값이 초기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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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3. Apply 

 설정한 내용을 main.xml 파일에 반영함. 

 loader.properties 설정 

 선택된 ENPHAROS JAVA 에이전트의 loader.properties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  

 loader.properties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표시됨.  

 ENPHAROS JAVA 에이전트의 경우에만 버튼이 화면에 표시됨. 

 

[그림] 10-27 loader.properties 설정 화면 

10.2.11.1. 내용 수정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기와 같이,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음 

10.2.11.2. Revert 

 설정 내용을 초기 값으로 되돌리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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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팝업이 처음 화면에 출력되는 시점의 값이 초기 값임. 

10.2.11.3. Apply 

 설정한 내용을 loader.properties 파일에 반영함. 

 RUM Setting 

 Overview 

 ENPHAROS RUM 에 대한 수집 대상 또는 제외 대상을 설정하는 화면. RUM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영역이 상이함. 

 

[그림] 10-28 RUM Setting 화면 – RUM Premium By IP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1) Toolbar: RUM 설정을 저장하거나, 활성화 / 비활성화 할 수 있는 영역.  

2) Include IP: RUM 데이터를 수집할 client IP 를 설정. 

3) Include Function: RUM 데이터를 수집할 Function 을 설정. 

4) Exclude Function: RUM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을 Function 을 설정. 

5) Exclude URL: RUM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을 URL 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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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9 RUM Setting 화면 – RUM Premium By Click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그림] 10-30 RUM Setting 화면 – RUM Standard By IP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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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1 RUM Setting 화면 – RUM Standard By Click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Toolbar 

 RUM 설정을 저장하거나, 활성화 / 비활성화 할 수 있는 영역.  

10.3.2.1. Save or Deploy 

 RUM Setting 화면은 2 가지 모드로 조작할 수 있음. 

 Save Version: 화면 내에서 조작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됨. 

 Deploy Version: 현재 ENPHAROS 서버에 배포된 설정 값이 표시됨. 이 모드에서 변경한 

사항은 서버에 반영되지 않음. 

 

[그림] 10-32 Save / Deploy Version 선택 영역 

10.3.2.2. Deploy & Activate 

 설정한 내용을 ENPHAROS 서버에 반영하고 RUM 데이터 수집을 활성화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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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3. Deactivate 

 RUM 데이터 수집을 비활성화 하는 기능. 

 Include IP 

 RUM 데이터를 수집할 client IP 를 설정하는 영역.  

 여기에 설정된 IP 에 해당하는 Client 의 성능 정보만 수집됨.  

 설정된 값이 없으면 RUM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음. 

 

[그림] 10-33 Include IP 영역 

데이터 설명 

Value  IP Address 

Remark  IP 에 대한 Description 

Last Date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표] 10-10 Include IP 영역의 데이터 설명 

10.3.3.1. Add Include IP 

 RUM 데이터를 수집할 client IP 를 새로 추가하는 기능.  

 Include IP 영역의 (+) 버튼을 클릭하면, Grid 에 새로운 행이 추가됨. 해당 셀을 클릭하여 

값을 입력.  

 값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야 추가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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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4 Include IP 영역의 Add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3.2. Edit Include IP 

 특정 IP 설정을 수정하는 기능.  

 Include IP 영역의 특정 셀을 클릭하여 값을 입력.  

 값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야 변경 사항이 서버에 저장됨. 

 

[그림] 10-35 Include IP 영역의 Edit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3.3. Delete Include IP 

 특정 IP 설정을 삭제하는 기능.  

 Include IP 영역에서 삭제할 IP 의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한 후, 삭제 버튼(휴지통 모양)을 

클릭해서 삭제. 

 

[그림] 10-36 Include IP 영역의 Delete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3.4. Upload file 

 csv 파일을 업로드하여 Include IP 목록을 한번에 설정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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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포맷에 맞는 csv 파일을 선택하면 됨. 

 

[그림] 10-37 Include IP 영역의 Upload 기능 파일 포맷 

 

[그림] 10-38 Include IP 영역의 Upload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3.5. Download Excel file 

 Include IP 영역에 설정된 내용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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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9 Include IP 영역의 Download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Include Function 

 RUM 데이터 중에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할 대상 Function 의 이름을 설정하는 영역.  

 여기에 설정된 값에 해당하는 Function 의 성능 정보만 수집됨.  

 설정된 값이 없으면 Function 의 성능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음. 

 

[그림] 10-40 Include Function 영역 

데이터 설명 

Value 

 폴더 이름을 포함한 Function 의 이름 (폴더 1.폴더 2:Function 이름) 

 폴더 이름은 Root Context 를 기준으로 최상위부터 마침표(.)로 구분 

 폴더 이름과 Function 의 이름은 콜론(:)으로 구분 

 예시 

데이터 설명 

app.components:init 

 /app/components 폴더 

하위에 있는 모든 ‘init’ 

Function 의 성능 정보를 수집 

app.management.rum:* 

 /app/management/rum 폴더 

하위의 모든 Function 의 성능 

정보를 수집 
 

Remark Function에 대한 Description 

Last Date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표] 10-11 Include Function 영역의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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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1. Add Include Function 

 성능 데이터를 수집할 대상 Function 의 이름을 새로 추가하는 기능.  

 Include Function 영역의 (+) 버튼을 클릭하면, Grid 에 새로운 행이 추가됨. 해당 셀을 

클릭하여 값을 입력.  

 값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야 추가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됨. 

 

[그림] 10-41 Include Function 영역의 Add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4.2. Edit Include Function 

 특정 Function 의 설정을 수정하는 기능.  

 Include Function 영역의 특정 셀을 클릭하여 값을 입력.  

 값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야 변경 사항이 서버에 저장됨. 

 

[그림] 10-42 Include Function 영역의 Edit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4.3. Delete Include Function 

 특정 Function 의 설정을 삭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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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Function 영역에서 삭제할 Function 의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한 후, 삭제 버튼(휴지통 

모양)을 클릭해서 삭제. 

 

[그림] 10-43 Include Function 영역의 Delete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Exclude Function 

 RUM 데이터 중에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을 Function 의 이름을 설정하는 영역.  

 여기에 설정된 값에 해당하는 Function 의 성능 정보는 수집되지 않음.  

 

[그림] 10-44 Exclude Function 영역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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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폴더 이름을 포함한 Function 의 이름 (폴더 1.폴더 2:Function 이름) 

 폴더 이름은 Root Context 를 기준으로 최상위부터 마침표(.)로 구분 

 폴더 이름과 Function 의 이름은 콜론(:)으로 구분 

 예시 

데이터 설명 

app.components:init 

 /app/components 폴더 

하위에 있는 모든 ‘init’ 

Function 의 성능 정보를 제외 

app.management.rum:* 

 /app/management/rum 폴더 

하위의 모든 Function 의 성능 

정보를 제외 
 

Remark  Function 에 대한 Description 

Last Date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표] 10-12 Exclude Function 영역의 데이터 설명 

10.3.5.1. Add Exclude Function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을 Function 의 이름을 새로 추가하는 기능.  

 Exclude Function 영역의 (+) 버튼을 클릭하면, Grid 에 새로운 행이 추가됨. 해당 셀을 

클릭하여 값을 입력.  

 값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야 추가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됨. 

 

[그림] 10-45 Exclude Function 영역의 Add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5.2. Edit Exclude Function 

 특정 Function 의 설정을 수정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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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de Function 영역의 특정 셀을 클릭하여 값을 입력.  

 값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야 변경 사항이 서버에 저장됨. 

 

[그림] 10-46 Exclude Function 영역의 Edit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5.3. Delete Exclude Function 

 특정 Function 의 설정을 삭제하는 기능.  

 Exclude Function 영역에서 삭제할 Function 의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한 후, 삭제 버튼(휴지통 

모양)을 클릭해서 삭제. 

 

[그림] 10-47 Exclude Function 영역의 Delete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Exclude URL 

 RUM 데이터 중에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을 URL 을 설정하는 영역.  

 여기에 설정된 값에 해당하는 URL 의 성능 정보는 수집되지 않음.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642  

 

[그림] 10-48 Exclude URL 영역 

데이터 설명 

Value  URL 

Remark  URL 에 대한 Description 

Last Date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표] 10-13 Exclude URL 영역의 데이터 설명 

10.3.6.1. Add Exclude URL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을 URL 을 새로 추가하는 기능.  

 Exclude URL 영역의 (+) 버튼을 클릭하면, Grid 에 새로운 행이 추가됨. 해당 셀을 클릭하여 

값을 입력.  

 값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야 추가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됨. 

 

[그림] 10-49 Exclude URL 영역의 Add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6.2. Edit Exclude URL 

 특정 URL 의 설정을 수정하는 기능.  

 Exclude URL 영역의 특정 셀을 클릭하여 값을 입력.  

 값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디스크 모양)을 클릭해야 변경 사항이 서버에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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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0 Exclude URL 영역의 Edit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3.6.3. Delete Exclude URL 

 특정 URL 의 설정을 삭제하는 기능.  

 Exclude URL 영역에서 삭제할 URL 의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한 후, 삭제 버튼(휴지통 모양)을 

클릭해서 삭제. 

 

[그림] 10-51 Exclude URL 영역의 Delete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Business Group 

 Overview 

 ENPHAROS TRACE 의 거래 추적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사용될 거래 코드와, 해당 거래들을 

Grouping 하는 업무 그룹을 구성하는 화면.  

 업무 구성은 지정된 포맷으로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 (상세 내용은 

10.4.5File Upload 설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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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2 Business Group 화면 

1) Biz Group: 등록된 업무 그룹 및 거래 코드를 Tree 형태로 표시. 

2) Advanced: 에이전트가 송신한 데이터에서 거래 코드를 추출하는 키 값 등을 설정하는 기능. 

3) Code List: Biz Group 에서 선택된 업무(그룹) 관련 거래 코드 목록을 표시. 

4) File Upload: 업무 구성이 정의된 파일을 업로드하여 업무 구성을 갱신하는 기능. 

 Biz Group 

 등록된 업무 그룹 및 거래 코드를 Tree 형태로 표시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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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3 Biz Group 영역 

항목 설명 

업무 그룹 

 상태에 따라 2 가지 아이콘으로 표시 

 열림 :  또는  

 닫힘 :  또는  

거래 코드 
  

[표] 10-14 Biz Group 영역의 아이콘 설명 

 Biz Group 영역에서 선택한 항목의 하위에 거래 코드가 존재하면 우측의 Code List 에 거래 코드 

목록이 표시됨.  

 하위에 거래 코드가 없는 항목을 선택하면, 목록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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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4 Biz Group 영역에서 업무 그룹을 선택한 화면 

1) Biz Group 에서 하위에 거래 코드가 있는 업무 그룹을 선택. 

2) Code List 의 제목 영역에는 ‘업무 그룹 이름(STATISTICS_GROUP)’ 이 표시됨. 

3) Code List 의 데이터 영역에는 하위의 거래 코드가 모두 표시됨. 

 선택한 항목이 거래 코드인 경우는 우측 Code List 에 해당 거래 코드가 표시됨. 

 

[그림] 10-55 Biz Group 영역에서 거래 코드를 선택한 화면 

1) Biz Group 에서 거래 코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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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de List 의 제목 영역에는 ‘거래 코드 이름(STATISTICS)’ 이 표시됨. 

3) Code List 의 데이터 영역에는 선택된 거래 코드가 표시됨. 

 Advanced 

 에이전트가 송신한 데이터에서 거래 코드를 추출하는 키 값, 추출한 데이터를 저장할 Cassandra 

DB 의 컬럼 이름, 그리고 추출 대상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화면.  

 Biz Group 영역의 Advanced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표시됨. 

 

[그림] 10-56 Advanced Settings 화면 

데이터 설명 

Select Group 

 Code Group 의 ID 

 Code Group 이란: 거래 코드 만을 모아서 하나로 묶은 그룹. 

Code Group 별로 거래 코드를 추출할 대상 인스턴스(에이전트)와 

그에 대한 키 값 설정을 할 수 있음. 

Name  Code Group 의 이름 

Data Field  ENPHAROS 서버에 저장할 때 사용할 Cassandra DB 의 컬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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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ype 

 에이전트가 송신한 데이터로부터 거래 코드를 추출할 키 값을 

정의 

 ex> 

Operation:dataMap($$GLOBAL_METHOD_META$$)($$TX_CODE$$) 

 Operation 클래스의 

 dataMap 멤버에서 ( java.util.Map 클래스) 

 $$GLOBAL_METHOD_META$$를 키로 하는 값을 취득 

 취득한 Map 에서 다시 $$TX_CODE$$를 키로 하는 값을 추출 

 이를 번역하면, “Call-Tree 의 Global Meta 데이터에 

$$TX_CODE$ 라는 키로 저장 되어있는 값을 추출한다”는 의미 

Prefix, Postfix 

 거래 코드에 대한 접두어, 접미어 설정. 

 서로 다른 Code Group 에서 동일한 거래 코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거래 코드를 유일한 값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 

 ex> CODE_GROUP_A 와 CODE_GROUP_B 에서 ‘CODE_01’ 이라는 

동일한 거래 코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CODE_GROUP_A 에는 거래 코드를 CODE_01_A 로 등록하고 

postfix 를 ‘_A’ 로 설정 

 CODE_GROUP_B 에는 거래 코드를 CODE_01_B 로 등록하고 

postfix 를 ‘_B’ 로 설정 

 에이전트는 ‘CODE_01’ 이라는 거래 코드로 수집 서버로 송신함 

 CODE_GROUP_A 에 할당된 에이전트에서 송신한 데이터는 

‘CODE_01_A’로 자동 전환되어 처리됨 

 CODE_GROUP_B 에 할당된 에이전트에서 송신한 데이터는 

‘CODE_01_B’로 자동 전환되어 처리됨 

Representative 

Group Status 

 대표 그룹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정 

 대표 그룹 이란: 대표 그룹으로 설정된 Code Group 에 속한 거래 

코드 만을 ENPHAROS TRACE 의 실시간 데이터로 표시함. 

Statistics 

Generation 

Status 

 추출한 데이터를 통계로 집계할 것인지 설정 

[표] 10-15 Advanced Settings 영역의 데이터 설명 

 Code List 

 Biz Group 영역에서 선택된 업무(그룹) 관련 거래 코드 목록을 표시하는 영역.  

 Biz Group 영역에서 하위에 거래 코드가 포함된 업무 그룹을 선택한 경우 하위의 모든 거래 

코드 목록이 Code List 영역에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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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코드를 선택한 경우는 해당 거래 코드만 Code List 영역에 표시됨. 

 

[그림] 10-57 Code List 영역 

 File Upload 

 업무 구성이 정의된 파일을 업로드하여 업무 구성을 갱신하는 기능.  

 Code List 영역의 우측 상단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무 구성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업로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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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8 File Upload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4.5.1. Excel 파일 업로드 

 Excel 로 업로드 하는 경우 “[그림] 10-59 File Upload 포맷 (Excel)”와 일치하는 포맷으로 작성해야 

함. 

 ○1 , ○2 , ○3  각 영역은 하나의 비어있는 행으로 구분함. 

 ○1 , ○2 , ○3  영역의 각 컬럼은 셀로 구분됨. 

 ○1 , ○2 , ○3  영역의 상단에는 반드시 컬럼 이름을 작성해야 함. 

 ○1 , ○2 , ○3  영역의 각 컬럼의 순서는 반드시 아래 예시와 일치하여야 함. 단, 컬럼 이름이 

예시와 같을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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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9 File Upload 포맷 (Excel) 

10.4.5.2. 최상위 업무 그룹 설정 (Excel) 

 최상위 업무 그룹의 정보를 기재하는 영역. 

 

[그림] 10-60 최상위 업무 그룹 설정 영역 (Excel) 

데이터 설명 

TYPE  ROOT_STATISTICS_GROUP (고정 값) 

ROOT STATISTICS GROUP ID  최상위 업무 그룹의 ID 

ROOT STATISTICS GROUP 

NAME 
 최상위 업무 그룹의 이름 

[표] 10-16 최상위 업무 그룹 설정 영역의 데이터 설명 (Excel) 

10.4.5.3. 코드 그룹 설정 (Excel) 

 거래 코드만 별도로 묶어서 관리하는 Code Group 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영역. 

 

[그림] 10-61 코드 그룹 설정 영역 (Excel) 

데이터 설명 

TYPE  CODE_GROUP (고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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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ROUP ID  최상위 업무 그룹의 ID 

CODE GROUP NAME  최상위 업무 그룹의 이름 

COLUMNNAME 
 ENPHAROS 서버에 저장할 때 사용할 Cassandra 

DB 의 컬럼 이름 

ISREPRESENTATIVEKEY 

 대표 그룹으로 지정할 것인지 설정 

 0: 대표 그룹 아님 

 1: 대표 그룹 임 

[표] 10-17 코드 그룹 설정 영역의 데이터 설명 (Excel) 

10.4.5.4. 업무 그룹 및 거래 코드 설정 (Excel) 

 거래 코드와 소속 업무 그룹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영역.  

 업무 그룹의 계층을 몇 단계로 나누는지에 따라 작성하는 컬럼의 수가 달라짐. 

 

[그림] 10-62 업무 그룹 및 거래 코드 설정 영역 (Excel) 

데이터 설명 

TYPE  STATISTICS_GROUP (고정 값) 

ROOT STATISTICS GROUP ID  최상위 업무 그룹의 ID 

STATISTICS GROUP ID  업무 그룹의 ID 

STATISTICS GROUP NAME  업무 그룹의 이름 

업무 그룹의 계층을 구성하는 방

법 

 STATISTICS GROUP ID + STATISTICS GROUP 

NAME 쌍을 n 개 입력하면 n 계층의 업무 

그룹으로 구성됨. 

CODE ID  거래 코드 

CODE NAME  거래 코드에 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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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ROUP ID  거래 코드가 속할 Code Group 의 ID 

[표] 10-18 거래 코드 설정 영역의 데이터 설명 (Excel) 

10.4.5.5. 업무 그룹 구성 예시 (Excel) 

 

[그림] 10-63 업무 그룹 구성 예시 (Excel) 

1) 1 계층의 업무 그룹 ID 및 이름을 작성. 

2) 2 계층의 업무 그룹 ID 및 이름을 작성. 

3) 앞서 작성한 1,2 계층에 속하는 거래 코드 ID 와 이름을 작성. 

 이 설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10-64 업무 그룹 구성에 따른 결과 예시 (Excel) 

10.4.5.6. Text 파일 업로드 

 Text 파일로 업로드 하는 경우 “[그림] 10-65 File Upload 포맷 (Text)”과 일치하는 포맷으로 

작성해야 함. 

 반드시 인코딩은 UTF-8 이고 BOM 이 없는 .txt 파일 이어야 함. 

 ○1 , ○2 , ○3  각 영역은 줄 바꿈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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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영역의 각 컬럼은 콤마로 구분됨. 

 ○1 , ○2 , ○3  영역의 상단에는 반드시 컬럼 이름을 작성해야 함. 

 ○1 , ○2 , ○3  영역의 각 컬럼의 순서는 반드시 아래 예시와 일치하여야 함. 단, 컬럼 이름이 

예시와 같을 필요는 없음. 

 

[그림] 10-65 File Upload 포맷 (Text) 

10.4.5.7. 최상위 업무 그룹 설정 (Text) 

 최상위 업무 그룹의 정보를 기재하는 영역. 

 

[그림] 10-66 최상위 업무 그룹 설정 영역 (Text) 

데이터 설명 

TYPE  ROOT_STATISTICS_GROUP (고정 값) 

ROOT STATISTICS GROUP ID  최상위 업무 그룹의 ID 

ROOT STATISTICS GROUP 

NAME 
 최상위 업무 그룹의 이름 

[표] 10-19 최상위 업무 그룹 설정 영역의 데이터 설명 (Text) 

10.4.5.8. 코드 그룹 설정 (Text) 

 거래 코드만 별도로 묶어서 관리하는 Code Group 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영역. 

 

[그림] 10-67 코드 그룹 설정 영역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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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 

TYPE  CODE_GROUP (고정 값) 

CODE GROUP ID  최상위 업무 그룹의 ID 

CODE GROUP NAME  최상위 업무 그룹의 이름 

COLUMNNAME 
 ENPHAROS 서버에 저장할 때 사용할 Cassandra DB 의 컬럼 

이름 

ISREPRESENTATIVEKEY 

 대표 그룹으로 지정할 것인지 설정 

 0: 대표 그룹 아님 

 1: 대표 그룹임 

[표] 10-20 코드 그룹 설정 영역의 데이터 설명 (Text) 

10.4.5.9. 업무 그룹 및 거래 코드 설정 (Text) 

 거래 코드와 소속 업무 그룹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영역.  

 업무 그룹의 계층을 몇 단계로 나누는지에 따라 작성하는 컬럼의 수가 달라짐. 

 

[그림] 10-68 업무 그룹 및 거래 코드 설정 영역 (Text) 

데이터 설명 

TYPE  STATISTICS_GROUP (고정 값) 

ROOT STATISTICS GROUP ID  최상위 업무 그룹의 ID 

STATISTICS GROUP ID  업무 그룹의 ID 

STATISTICS GROUP NAME  업무 그룹의 이름 

업무 그룹의 계층을 구성하는 방

법 

 STATISTICS GROUP ID + STATISTICS GROUP 

NAME 쌍을 n 개 입력하면 n 계층의 업무 

그룹으로 구성됨. 

CODE ID  거래 코드 

CODE NAME  거래 코드에 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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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ROUP ID  거래 코드가 속할 Code Group 의 ID 

[표] 10-21 거래 코드 설정 영역의 데이터 설명 (Text) 

 

[그림] 10-69 업무 그룹 구성 예시 (Text) 

1) 1 계층의 업무 그룹 ID 및 이름을 작성. 

2) 2 계층의 업무 그룹 ID 및 이름을 작성. 

3) 앞서 작성한 1,2 계층에 속하는 거래 코드 ID 와 이름을 작성. 

 이 설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10-70 업무 그룹 구성에 따른 결과 예시 (Text) 

 Event 

 Overview 

 임계 값 지정을 통해 특정한 상황에 알림이 발생하도록 설정하는 화면. 각 임계 값은 실시간 

데이터의 절대값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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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1 Event 화면 

1) Event Group 유형 선택 - 이벤트를 설정할 제품 유형을 선택하는 영역. 

2) Notification - 사용자 정의 알림을 추가 / 수정 / 삭제하는 기능. 

3) Event Group - 이벤트 그룹을 추가 / 수정 / 삭제하는 영역. 

4) Event - 정의된 이벤트 유형별로 임계 값과 알림을 설정하는 영역. 

 Event Group 유형 선택 

 이벤트를 설정할 제품 유형을 선택하는 영역. 

 

[그림] 10-72 Event Group 유형 선택 영역 

항목 설명 

Host  호스트의 자원 사용률 관련 3 가지 이벤트를 설정 

WAS  WAS 의 인스턴스 별 23 가지 이벤트를 설정 

TPM  TP Monitor 의 인스턴스 별 13 가지 이벤트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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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업무 관점의 거래 처리 관련 2 가지 이벤트를 설정 

[표] 10-22 Event Group 유형 선택 영역의 아이콘 설명 

10.5.2.1. Host 

 Host 관련 Event Group 과 Event 목록을 표시함. 

 

[그림] 10-73 Host 유형의 Event Group 

10.5.2.2. WAS 

 WAS 관련 Event Group 과 Event 목록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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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4 WAS 유형의 Event Group 

10.5.2.3. TPM 

 TPM 관련 Event Group 과 Event 목록을 표시함. 

 

[그림] 10-75 TPM 유형의 Event Group 

10.5.2.4. TRACE 

 TRACE 관련 Event Group 과 Event 목록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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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6 TRACE 유형의 Event Group 

 Notification 

 사용자 정의 알림을 추가 /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화면.  

 Event 화면의 Notification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화면에 표시됨. 

 

[그림] 10-77 Notification 화면 

데이터 설명 

Name  알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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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알림 유형. 1 가지만 선택 가능. 

항목 설명 

Console Log 
 ENPHAROS UI 서버의 Server 

Log 에 알림 

Screen  ENPHAROS UI 화면에 알림 

Shell Script  지정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함. 

E-mail  지정된 메일주소로 알림 

Java Class 

 지정된 Java Class 의 alert 메소드를 

호출함 

 지정 클래스는 pharos-server-

*.jar 파일에 포함된 

com.kwise.pharos.server.alert.Ab

stractAlerter 를 확장하여 public 

void 

alert(com.kwise.pharos.server.al

ert.Event) 메소드를 구현 해야함. 

 

Contents 

 알림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함 

항목 설명 

Console Log 입력할 필요 없음 

Screen 입력할 필요 없음 

Shell Script 쉘 스크립트의 full-path 입력 

E-mail 보내는사람메일,to=받는사람메일 

Java Class 
Java Class 이름을 full-signature로 

입력 
 

Description  알림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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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Constant 

 쉘 스크립트 알림의 경우에만 아래의 정보를 표시함. 편집할 수 

없음. 

 쉘 스크립트에서 아래의 환경변수 이름(P_*)을 이용하여 값을 

취득함. 

 P_ALERT_TYPE : EventType  

 P_ALERT_TYPESTR : EventType  

 P_ALERT_HOSTNAME : MachineId  

 P_ALERT_LEVEL  : Event Level  

 P_ALERT_LEVELSTR : Event Level  

 P_ALERT_AGENT : AgentName of Event Ocurred  

 P_ALERT_TIER : Tier of Agent  

 P_ALERT_MESSAGE : Event Message  

 P_ALERT_CURRENT : Current Value  

 P_ALERT_TIMESTR : timestamp - yyyyMMddHHmmss  

[표] 10-23 Notification 화면의 데이터 설명 

10.5.3.1. 알림 추가 

 Notification 화면의 Add 버튼을 클릭하면, Grid 하단에 행이 하나 추가됨. 행의 각 셀을 

클릭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한 후, 우측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을 추가함. 

 

[그림] 10-78 Notification 화면의 알림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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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2. 알림 수정 

 편집할 셀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하면 우측에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됨. 편집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알림의 변경사항이 저장됨. 

 

[그림] 10-79 Notification 화면의 알림 수정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5.3.3. 알림 삭제 

 우측의 삭제 버튼(휴지통 모양)을 클릭하여 해당 알림을 삭제할 수 있음. 

 Event Group 

 이벤트 설정 Set 을 하나로 묶은 단위를 Event Group 이라 칭하며, 이 그룹을 추가 /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영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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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0 Event Group 영역 

데이터 설명 

Name  이벤트 그룹의 이름 

Status 
 이벤트 그룹 활성화 여부 

 활성화된 그룹의 설정만 반영됨. 

[표] 10-24 Event Group 영역의 데이터 설명 

10.5.4.1. Event Group 추가 

 Event Group 을 새로 추가하는 기능. Event Group 영역의 (+)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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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1 Event Group 추가 기능 사용 화면 

항목 설명 

Name  이벤트 그룹의 이름 

Status 
 이벤트 그룹 활성화 여부 

 활성화된 그룹의 설정만 반영됨. 

Agent Tree  대상 인스턴스(에이전트)를 체크박스로 선택 

Save  설정된 값을 이용하여 Event Group 을 생성 

[표] 10-25 Event Group 영역의 항목 설명 

10.5.4.2. Event Group 수정 

 특정 Event Group 의 설정을 수정하는 기능. Event Group 영역에서 Event Group 을 선택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표시됨.  

사용법은 “[표] 10-25 Event Group 영역의 항목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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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2 Event Group 영역의 Event Group 수정 기능 사용 화면 

10.5.4.3. Event Group 삭제 

 특정 Event Group 을 삭제하는 기능. Event Group 영역에서 Event Group 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그룹을 삭제할 수 있음. 

 Event 

 이벤트 유형별로 임계 값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 Event Group 의 제품 유형에 따라 표시되는 

목록이 상이함. 

 

[그림] 10-83 Event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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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설명 

System Memory Usage  시스템 메모리 사용량 

System Memory Usage Ratio  시스템 메모리 사용률 

System CPU Usage Ratio  시스템 CPU 사용률 

[표] 10-26 Event 영역 – Host 유형의 이벤트 설명 

이벤트 설명 

Instance Down  인스턴스(JVM) 프로세스가 다운된 상태 

JVM CPU Usage Ratio  인스턴스(JVM)의 CPU 사용률 

JVM Memory Usage  인스턴스(JVM)의 메모리 사용량 

JVM Memory Usage Ratio  인스턴스(JVM)의 메모리 사용률 

WEB Running Request Count  현재 실행 중인 HTTP Request 수 

SQL Running Request Count  현재 실행 중인 JDBC Request 수 

SQL Fetch Count  SQL Fetch 실행 건수 

SQL Running Time  SQL 실행 시간 

Thread CPU Usage Ratio  단일 Thread 의 JVM CPU 점유율 

Exception Count  예외가 발생하는 수 

Leak Count  메모리 Leak 이 발생하는 수 

GC Time  GC 실행 시간 (Major + Minor) 

GC Count  GC 실행 건수 (Major + Minor) 

Major GC Time  Major GC 실행 시간 

Major GC Count  Major GC 실행 건수 

Minor GC Time  Minor GC 실행 시간 

Minor GC Count  Minor GC 실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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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BC Pool Count  현재 active 상태인 JDBC Connection Pool 의 개수 

TP Pool Count  현재 active 상태인 TP Connection Pool 의 개수 

Socket Open Count  현재 열려있는 소켓의 수 

File Open Count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수 

Java Business Error Count  Java 관련 업무 에러 건수 

Web Running Time  현재 실행 중인 HTTP Request 의 실행 시간 

[표] 10-27 Event 영역 – WAS 유형의 이벤트 설명 

이벤트 설명 

Alert Count  TP Monitor 의 에러가 발생한 수 

Instance Down  ENPHAROS TP 에이전트 프로세스가 다운된 상태 

Core File Count 
 TP Monitor 프로세스가 비정상 종료되어 Core file이 

생성된 수 

TP Service Running Time  현재 실행 중인 TP 서비스의 실행 시간 

Running TP Service Count  현재 실행 중인 TP 서비스의 수 

Queue Count  TP Queue 에 적체된 메시지 수 

Leak Count  TP Memory Leak 에러 발생 수 

TP Server CPU Usage Ratio  TP Monitor 프로세스의 CPU 사용률 

TP Business Error Count  TP 관련 업무 에러 건수 

TP Service Error Count  TP 서비스에서 발생한 에러 건수 

TP Server Down Error Count  TP Monitor 프로세스의 다운 에러가 발생한 수 

TP Service Timeout  TP 서비스의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한 건수 

TP Instance Down  TP Monitor 프로세스가 다운된 상태 

[표] 10-28 Event 영역 – TPM 유형의 이벤트 설명 

이벤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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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unning Request Count  현재 실행 중인 업무 거래 건수 

Business Running Request Time  현재 실행 중인 업무 거래의 실행 시간 

[표] 10-29 Event 영역 – TRACE 유형의 이벤트 설명 

항목 설명 

Name  이벤트의 이름 

Code  이벤트의 코드 값 

Unit  이벤트의 값 설정 단위 ( COUNT / MB / % / SECOND ) 

Check Count 

Warning Count 

Critical Count 

 Check Count 에 설정된 값만큼 연속으로 체크했을 때 

 ‘주의’ 임계 값을 몇 번 초과하면 알림을 발생할 것인지 설정 

 또는 ‘위험’ 임계 값을 몇 번 초과하면 알림을 발생할 것인지 

설정 

 예> Check Count = 10 / Warning Count = 5 / Critical Count = 3 

일 때, 

 이벤트를 연속으로 10 번 체크했을 때 

Warning 임계 값을 5 번 이상 초과하거나, 

Critical 임계 값을 3 번 이상 초과했다면, 

10 개의 연속된 이벤트들 중 마지막 이벤트를 발생시킴. 

Warning  ‘주의’ 수준의 임계 값 설정 

Critical  ‘위험’ 수준의 임계 값 설정 

Severity  알림을 표시할 심각도 

Notification  알림을 표시할 수단 

[표] 10-30 Event Group 영역의 데이터 설명 

 이벤트의 각 셀을 클릭하여 값을 수정할 수 있음. 수정할 수 있는 컬럼은 7 가지임. 

1) Check Count 

2) Warning 

3) Warning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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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itical 

5) Critical Count 

6) Severity 

7) Notification 

 1) ~ 5)의 경우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전환되어 값을 입력함. 

 

[그림] 10-84 Event 영역의 값 수정 기능 사용 화면 

 6) Severity 는 알림을 표시할 수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3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None: 알림을 발생하지 않음 

 Warning: Warning 또는 Critical 에 설정된 임계 값을 초과하면 알림 발생 

 Critical: Critical 에 설정된 임계 값을 초과하면 알림 발생 

 

[그림] 10-85 Event 영역의 Severity 설정 항목 

 7) Notification 은 알림을 표시할 수단을 설정하는 것으로, 여러 개를 동시 선택할 수 있음. 

 표시되는 알림은 Notification 화면에서 생성한 알림 목록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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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6 Event 영역의 Notification 설정 항목 

 Statistics Event 

 Overview 

 ENPHAROS 가 수집하는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임계 값을 초과하는 경우 알림을 

표시하거나, 각 이벤트 별 통계에 대한 기준 / 비교 대상 시간대의 비교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정하는 화면. 

 상단의 탭 메뉴를 선택함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이 상이함. 설정에 따른 결과 데이터는 

“Analysis > Event” 화면과, “BIZ Statistics > Statistics Event”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0-87 Statistics Event 화면 – Basic Event 메뉴를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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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8 Statistics Event 화면 – Event Group 메뉴를 선택한 경우 

 

[그림] 10-89 Statistics Event 화면 – Business Group Event 메뉴를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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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0 Statistics Event 화면 – Selected Business Event 메뉴를 선택한 경우 

 Basic Event 

 임계 값과 통계 데이터를 지정해서 해당 통계 데이터가 임계를 초과하는 경우의 알림을 

설정하는 화면. 

 각 임계 값은 ‘Event Group’ 메뉴에서 설정한 것에 따라, 통계 데이터의 절대값과 비교하거나 

비교 계산식에 의한 결과물과 비교함. (비교 계산식은 “[표] 10-40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영역의 비교치 계산식 설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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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1 Basic Event 화면 

1) Basic Event Group 유형 선택: 이벤트를 설정할 제품 유형을 선택하는 영역. 

2) Notification: 사용자 정의 알림을 추가 / 수정 / 삭제하는 기능. 

3) Basic Event Group: 이벤트 그룹을 추가 / 수정 / 삭제하는 영역. 

4) Basic Event: 정의된 이벤트 유형별로 임계 값과 알림, 사용할 통계 데이터를 설정하는 영역. 

10.6.2.1. Basic Event Group 유형 선택 

 이벤트를 설정할 제품 유형을 선택하는 영역. 

 

[그림] 10-92 Basic Event Group 유형 선택 영역 

항목 설명 

WAS  WAS 의 1 가지 통계 이벤트의 임계 값과 알림을 설정 

TPM  TP Monitor 의 1 가지 통계 이벤트의 임계 값과 알림을 설정 

TRACE  업무 관점의 거래 처리 관련 7 가지 통계 이벤트의 알림을 설정 

[표] 10-31 Basic Event Group 유형 선택 영역의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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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 WAS 

 WAS 관련 Basic Event Group 과 Basic Event 목록을 표시함. 

 

[그림] 10-93 WAS 유형의 Basic Event Group 

10.6.2.3. TPM 

 TPM 관련 Basic Event Group 과 Basic Event 목록을 표시함. 

 

[그림] 10-94 TPM 유형의 Basic Ev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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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TRACE 

 TRACE 관련 Basic Event Group 과 Basic Event 목록을 표시함. 

 

[그림] 10-95 TRACE 유형의 Basic Event Group 

10.6.2.5. Notification 

 사용자 정의 알림을 추가 /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화면. Basic Event 화면의 Notification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화면에 표시됨. 

 

[그림] 10-96 Notifica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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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 

Name  알림의 이름 

Method 

 알림 유형. 1 가지만 선택 가능. 

항목 설명 

Console Log 
 ENPHAROS UI 서버의 Server 

Log 에 알림 

Screen  ENPHAROS UI 화면에 알림 

Shell Script  지정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함. 

E-mail  지정된 메일주소로 알림 

Java Class 

 지정된 Java Class 의 alert 

메소드를 호출함 

 지정 클래스는 pharos-server-*.jar 

파일에 포함된  

com.kwise.pharos.server.alert.Abstr

actAlerter 를 확장하여 public void 

alert(com.kwise.pharos.server. 

alert.Event) 메소드를 구현 해야함. 

 

Contents 

 알림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함 

항목 설명 

Console Log  입력할 필요 없음 

Screen  입력할 필요 없음 

Shell Script  쉘 스크립트의 full-path 입력 

E-mail  보내는사람메일,to=받는사람메일 

Java Class 
 Java Class 이름을 full-signature 로 

입력 
 

Description  알림에 대한 설명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678  

Script 

Constant 

 쉘 스크립트 알림의 경우에만 아래의 정보를 표시함. 편집할 

수 없음. 

 쉘 스크립트에서 아래의 환경변수 이름(P_*)을 이용하여 값을 

취득함. 

 P_ALERT_TYPE : EventType  

 P_ALERT_TYPESTR : EventType  

 P_ALERT_HOSTNAME : MachineId  

 P_ALERT_LEVEL  : Event Level  

 P_ALERT_LEVELSTR : Event Level  

 P_ALERT_AGENT : AgentName of Event Ocurred  

 P_ALERT_TIER : Tier of Agent  

 P_ALERT_MESSAGE : Event Message  

 P_ALERT_CURRENT : Current Value  

 P_ALERT_TIMESTR : timestamp - yyyyMMddHHmmss  

[표] 10-32 Notification 화면의 데이터 설명 

10.6.2.6. 알림 추가 

 Notification 화면의 Add 버튼을 클릭하면, Grid 하단에 행이 하나 추가됨. 행의 각 셀을 

클릭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한 후, 우측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을 추가함. 

 

[그림] 10-97 Notification 화면의 알림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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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7. 알림 수정 

 편집할 셀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하면 우측에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됨. 편집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알림의 변경사항이 저장됨. 

 

[그림] 10-98 Notification 화면의 알림 수정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6.2.8. 알림 삭제 

 우측의 삭제 버튼(휴지통 모양)을 클릭하여 해당 알림을 삭제할 수 있음. 

10.6.2.9. Basic Event Group 

 통계 이벤트와 관련된 알림 설정을 하나로 묶은 Set 을 Basic Event Group 이라 칭하며, 이 그룹을 

추가 /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영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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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9 Basic Event Group 영역 

데이터 설명 

Name  이벤트 그룹의 이름 

Status 
 이벤트 그룹 활성화 여부 

 활성화된 그룹의 설정만 반영됨. 

[표] 10-33 Basic Event Group 영역의 데이터 설명 

10.6.2.10. Basic Event Group 추가 

 Basic Event Group 을 새로 생성하는 기능. Basic Event Group 영역의 (+)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표시됨. 

 

[그림] 10-100 Basic Event Group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항목 설명 

Name*  이벤트 그룹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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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이벤트 그룹 활성화 여부 

 활성화된 그룹의 설정만 반영됨. 

Save  입력한 내용을 저장 

[표] 10-34 Basic Event Group 레이어 팝업의 항목 설명 

10.6.2.11. Basic Event Group 수정 

 특정 Basic Event Group의 설정을 수정하는 기능. Basic Event Group 영역에서 항목을 하나 선택한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표시됨.  

사용법은 “[표] 10-34 Basic Event Group 레이어 팝업의 항목 설명” 참조. 

 

[그림] 10-101 Basic Event Group 수정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6.2.12. Basic Event Group 삭제 

 특정 Basic Event Group 을 삭제하는 기능. Basic Event Group 영역에서 항목을 하나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그룹을 삭제할 수 있음. 

 

10.6.2.13. Basic Event 

 통계 이벤트 유형별로 임계 값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  

 제품 유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이벤트 목록 및 설정 항목들이 상이함. 

 

[그림] 10-102 Basic Event 영역 – WAS 또는 TPM 을 선택한 경우 

이벤트 설명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에러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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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5 Basic Event 영역 – WAS / TPM 의 이벤트 설명 

 

[그림] 10-103 Basic Event 영역 – TRACE 를 선택한 경우 

이벤트 설명 

Average Response Time  업무 처리에 소요된 평균 응답시간 

Business Count Decrease  업무 처리 감소 건수 

Business Count Increase  업무 처리 증가 건수 

General Error Count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일반 에러 건수 

General Error Percent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일반 에러율 

Business Error Count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업무 에러 건수 

Business Error Percent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업무 에러율 

[표] 10-36 Basic Event 영역 - TRACE 의 이벤트 설명 

데이터 설명 

Name  이벤트의 이름 

Code  이벤트의 코드 값 

Unit  이벤트의 값 설정 단위 ( COUNT / MB / % / SECO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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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주의’ 수준의 임계 값 설정 

 WAS / TPM 의 경우만 화면에 표시됨 

Critical 
 ‘위험’ 수준의 임계 값 설정 

 WAS / TPM 의 경우만 화면에 표시됨 

Severity  알림을 표시할 심각도 

Notification  알림을 표시할 수단 

Interval 

 이벤트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할 통계 데이터의 단위 

 1 Minute : 1 분 통계 사용 (테이블이름_1MIN) 

 10 Minutes : 10 분 통계 사용 (테이블 이름_10MIN) 

 1 Hour : 1 시간 통계 사용 (테이블이름_H) 

 1 Day : 1 일 통계 사용 (테이블이름_D) 

 이벤트에 따라 사용하는 통계 테이블은 아래와 같음 

이벤트 이름 설명 

Business Error Count (WAS)  PJ_CT_ISSUE_STAT 

Business Error Count (TPM)  PT_CT_ISSUE_STAT 

그 외 나머지 (TRACE)  BIZ_STAT 

 

[표] 10-37 Basic Event 영역의 데이터 설명 

 이벤트의 각 셀을 클릭하여 값을 수정할 수 있음. 수정할 수 있는 컬럼은 최대 5 가지임. 

1) Warning (WAS 또는 TPM 만 설정 가능) 

2) Critical (WAS 또는 TPM 만 설정 가능) 

3) Severity 

4) Notification 

5) Interval 

 1) ~ 2)의 경우는 셀을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전환되어 값을 입력할 수 있음. 

 

[그림] 10-104 Basic Event 영역의 값 수정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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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everity 는 알림을 표시할 수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3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None: 알림을 발생하지 않음 

 Warning: Warning 또는 Critical 에 설정된 임계 값을 초과하면 알림 발생 

 Critical: Critical 에 설정된 임계 값을 초과하면 알림 발생 

 

[그림] 10-105 Basic Event 영역의 Severity 설정 항목 

 4) Notification 은 알림을 표시할 수단을 설정하는 것으로, 여러 개를 동시 선택할 수 있음. 

 표시되는 알림은 Notification 화면에서 생성한 알림 목록이 표시됨. 

 

[그림] 10-106 Basic Event 영역의 Notification 설정 항목 

 5) Interval 은 이벤트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할 통계 데이터의 단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4 개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 

 

[그림] 10-107 Basic Event 영역의 Interval 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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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Group 

 ENPHAROS TRACE 와 관련된 7 가지 통계 이벤트에 대해서 주의 / 위험 수준의 임계 값 설정들을 

‘이벤트 그룹’이라는 하나의 Set 으로 생성하는 화면 임. 설정에는 2 가지를 포함함. 

 Statistics Event Setting (절대치 기준): 이벤트를 체크하는 시점의 통계 데이터가,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이벤트를 발생.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비교치 기준): 이벤트를 체크하는 시점의 통계 데이터와, 

비교 대상 범위 내에 있는 통계 데이터들의 평균을 비교치로 환산한 값이,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이벤트를 발생.  

비교치 환산 법은 “[표] 10-40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영역의 비교치 계산식 설명”을 참조 

 

[그림] 10-108 Event Group 영역 

1) Event Group: 생성된 이벤트 그룹 목록을 표시 

2) Group Name: 이벤트 그룹 이름을 입력 

3) Statistics Event Setting: 절대치 기준 임계 값을 설정하는 영역 

4)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비교치 기준 임계 값을 설정하는 영역 

5) Save: 이벤트 그룹의 설정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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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1. Event Group 

 이벤트 그룹을 추가 / 수정 / 삭제할 수 있는 영역. 

10.6.3.2. Event Group 추가 

 Event Group 을 새로 생성하는 기능. Event Group 영역의 (+)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변경됨. 

 

[그림] 10-109 Event Group 영역의 Event Group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 Event Group 추가 버튼을 클릭 

2) Event Group 영역에 ‘Adding new item …’ 메시지가 표시됨 

3) 우측의 입력 영역이 모두 초기화 됨. 값을 입력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10.6.3.3. Event Group 수정 

 특정 Event Group 의 설정을 수정하는 기능.  

 Event Group 영역에서 항목을 하나 선택하면, 우측의 입력 영역이 해당 그룹에 설정 된 

값으로 자동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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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0 Event Group 영역의 Event Group 수정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 Event Group 영역에서 하나의 항목을 선택 

2) Event Group 영역에 ‘Adding new item…’ 메시지가 사라짐 

3) 우측의 입력 영역이 해당 그룹에 설정 된 값으로 자동 입력됨. 값을 변경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10.6.3.4. Event Group 삭제 

 특정 Event Group 을 삭제하는 기능.  

 Event Group 영역에서 항목을 하나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그룹을 삭제할 

수 있음. 

 

10.6.3.5. Group Name 

 이벤트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는 영역. 

 

[그림] 10-111 Group Name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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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6. Statistics Event Setting 

 절대치 기준의 임계 값을 설정하는 영역임.  

 이벤트를 체크하는 시점의 통계 데이터가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이벤트를 발생.  

 설정에 의해 발생한 이력 데이터는 “Analytics > Event” 에서 조회할 수 있음. 

 

[그림] 10-112 Statistics Event Setting 영역 

데이터 설명 

Use 

 절대치 기준 이벤트 설정의 사용 여부 

 Use: 사용함 

 Do not use: 사용하지 않음 

Name  이벤트의 이름 

Warning 

 ‘주의’ 수준의 임계 값 설정. 단위는 각 이벤트 이름을 참조 

 (s): 초 

 (n): 건수 

 (%): 비율 

Critical 

 ‘위험’ 수준의 임계 값 설정. 단위는 각 이벤트 이름을 참조 

 (s): 초 

 (n): 건수 

 (%): 비율 

[표] 10-38 Statistics Event Setting 영역의 데이터 설명 

10.6.3.7.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비교 대상 시간을 기준으로 특정 시점의 통계 데이터의 변화율에 대한 임계 값을 설정하는 영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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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를 체크하는 시점의 통계 데이터와, 비교 대상 범위 내에 있는 통계 데이터들의 

평균을 비교치로 환산한 값이,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비교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함.  

 설정에 의해 발생한 이벤트의 이력 데이터는 “Analytics > Event”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음.  

 저장된 비교 데이터는 “BIZ Statistics > Statistics Event” 에서 조회할 수 있음. 

 

[그림] 10-113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영역 

데이터 설명 

Use 

 비교치 기준 이벤트 설정의 사용 여부 

 Use: 사용함 

 Do not use: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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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Unit과 

Comparison Count 설

정 

 (Comparison Unit) x (Comparison Count) 만큼의 범위에 

해당되는 통계 데이터를 비교 데이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 

 ex> Comparison Unit = ‘Day’ 이고 Comparison Count = 3 

일 때,  

기준일이 9/16 이면 아래 3 개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 

데이터로 사용 

 9/15 의 동일 시간대 통계 데이터 

 9/14 의 동일 시간대 통계 데이터 

 9/13 의 동일 시간대 통계 데이터 

 ex> Comparison Unit=‘Week’ 이고 Comparison Count=2 

일 때, 기준일이 9/16 (화요일)이면 아래 2 개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 데이터로 사용 

 9/9 (화요일)의 동일 시간대 통계 데이터 

 9/2 (화요일)의 동일 시간대 통계 데이터 

 ex> Comparison Unit=‘Month’ 이고 Comparison Count=3 

일 때, 기준일이 9/16 이면 아래 3 개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 데이터로 사용 

 6/18 (90 일 전)의 동일 시간대 통계 데이터 

 5/19 (60 일 전)의 동일 시간대 통계 데이터 

 4/19 (30 일 전)의 동일 시간대 통계 데이터 

Name  이벤트의 이름 

Warning 

 ‘주의’ 수준의 임계 값 설정. 단위는 각 이벤트 이름을 

참조 

 (%): 비교 시간에 비하여, 기준 시간 데이터의 변화율 

 (%P): 비교 시간의 (%) 데이터와, 기준 시간의 (%) 

데이터의 차이. (Percent Point) 

Critical 

 ‘위험’ 수준의 임계 값 설정. 단위는 각 이벤트 이름을 

참조 

 (%): 비교 시간에 비하여, 기준 시간 데이터의 변화율 

 (%P): 비교 시간의 (%) 데이터와, 기준 시간의 (%) 

데이터의 차이. (Percent Point) 

[표] 10-39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영역의 데이터 설명 

 여기 설정되는 값들은 이벤트의 단위에 따라 각 계산식의 결과 값과 비교함. 

단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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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시간대의 통계’ - ‘비교 대상 범위 내의 동일 시간대 통계들의 

평균’) / (‘비교 대상 범위 내의 동일 시간대 통계들의 평균’) x 100 

(%P) 
 ‘기준 시간대의 통계’ - ‘비교 대상 범위 내의 동일 시간대 통계들의 

평균’ 

[표] 10-40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영역의 비교치 계산식 설명 

10.6.3.8. 설정에 따른 예시 #1 – Comparison Unit 이 Day 일 때  

 Comparison Unit 을 ‘Day’로 설정하고, Comparison Count 를 ‘3’으로 설정한 경우, 집계되는 

통계데이터를 (집계 시점 – 3 일) ~ (집계 시점 – 1 일) 범위 내의 각 날짜 별 동일 시간대의 

통계들의 평균값과 비교함. 여기에서 사용하는 통계는 1 시간 통계임으로 가정함. 

 

[그림] 10-114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영역 설정 예시 #1 

 9/27 의 16:00 통계 데이터는 아래 ‘3’개 통계 데이터의 평균 값과 비교함. 

 9/26 16:00 의 통계 데이터 

 9/25 16:00 의 통계 데이터 

 9/24 16:00 의 통계 데이터 

 이 경우, 설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이벤트 설명 

Average 

Response Time 

(%) 

 (‘9/27 16:00 의 평균 응답시간’ – ‘9/24 ~ 9/26 의 각 16:00 평균 응답 

시간의 평균’) / ‘9/24 ~ 9/26 의 각 16:00 평균 응답 시간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3 을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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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unt 

Increase (%) 

 (‘9/27 16:00 의 업무 처리 건수’ – ‘9/24 ~ 9/26 의 각 16:00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 ‘9/24 ~ 9/26 의 각 16:00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Count 

Decrease (%) 

 (‘9/24 ~ 9/26 의 각 16:00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 ‘9/27 16:00 의 

업무 처리 건수’) / ‘9/24 ~ 9/26 의 각 16:00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General Error 

Count (%) 

 (‘9/27 16:00 의 일반 에러 건수’ – ‘9/24 ~ 9/26 의 각 16:00 일반 

에러 건수의 평균’) / ‘9/24 ~ 9/26 의 각 16:00 일반 에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Error 

Count (%) 

 (‘9/27 16:00 의 업무 에러 건수’ – ‘9/24 ~ 9/26 의 각 16:00 업무 

에러 건수의 평균’) / ‘9/24 ~ 9/26 의 각 16:00 업무 에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General Error 

Percent Point 

(%P) 

 ‘9/27 16:00 의 일반 에러율’ – ‘9/24 ~ 9/26 의 각 16:00 일반 

에러율의 평균’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Error 

Percent Point 

(%P) 

 ‘9/27 16:00 의 업무 에러율’ – ‘9/24 ~ 9/26 의 각 16:00 업무 

에러율의 평균’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표] 10-41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설정 예시 #1 의 결과 설명 

10.6.3.9. 설정에 따른 예시 #2 – Comparison Unit 이 Week 일 때  

 Comparison Unit 을 ‘Week’으로 설정하고, Comparison Count 를 ‘2’로 설정한 경우, 집계되는 

통계데이터를 (집계 시점 – 2 주전) ~ (집계 시점 – 1 주전) 범위 내의 각 요일 별 동일 시간대의 

통계들의 평균값과 비교함. 여기에서 사용하는 통계는 10 분 통계임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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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5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영역 설정 예시 #2 

 9/27 (목요일)의 11:20 통계 데이터는 아래 ‘2’개 통계 데이터의 평균 값과 비교함. 

 9/20 (목요일) 11:20 의 통계 데이터 

 9/13 (목요일) 11:20 의 통계 데이터 

 이 경우, 설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이벤트 설명 

Average 

Response Time 

(%) 

 (‘9/27 목요일 11:20 의 평균 응답시간’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평균 응답 시간의 평균’)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평균 응답 시간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3 을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Count 

Increase (%) 

 (‘9/27 목요일 11:20 의 업무 처리 건수’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Count 

Decrease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 ‘9/27 

목요일 11:20 의 업무 처리 건수’)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General Error 

Count (%) 

 (‘9/27 목요일 11:20 의 일반 에러 건수’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일반 에러 건수의 평균’)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일반 에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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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rror 

Count (%) 

 (‘9/27 목요일 11:20 의 업무 에러 건수’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업무 에러 건수의 평균’)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업무 에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General Error 

Percent Point 

(%P) 

 ‘9/27 목요일 11:20 의 일반 에러율’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일반 에러율의 평균’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Error 

Percent Point 

(%P) 

 ‘9/27 목요일 11:20 의 업무 에러율’ – ‘9/13 ~ 9/20 의 각 목요일 

11:20 의 업무 에러율의 평균’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표] 10-42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설정 예시 #2 의 결과 설명 

10.6.3.10. 설정에 따른 예시 #3 – Comparison Unit 이 Month 일 때 

 Comparison Unit 을 ‘Month’로 설정하고, Comparison Count 를 ‘3’으로 설정한 경우, 집계되는 

통계데이터를 (집계 시점 – 3 x 30 일), (집계 시점 – 2 x 30 일), (집계 시점 – 1 x 30 일) 의 각 월 

별 동일 시간대의 통계들의 평균값과 비교함. 여기에서 사용하는 통계는 1 시간 통계임으로 

가정함. 

 

[그림] 10-116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영역 설정 예시 #3 

 9/27 의 14:00 통계 데이터는 아래 ‘3’개 통계 데이터의 평균 값과 비교함. 

 8/27 (30 일 전) 14:00 의 통계 데이터 

 7/28 (60 일 전) 14:00 의 통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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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90 일 전) 14:00 의 통계 데이터 

 이 경우, 설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이벤트 설명 

Average 

Response Time 

(%) 

 (‘9/27 14:00 의 평균 응답시간’ – ‘6/28, 7/28, 8/27 각 14:00 의 평균 

응답 시간의 평균’) / ‘6/28, 7/28, 8/27 각 14:00 의 평균 응답 시간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3 을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Count 

Increase (%) 

 (‘9/27 14:00 의 업무 처리 건수’ – ‘6/28, 7/28, 8/27 각 14:00 의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 ‘6/28, 7/28, 8/27 각 14:00 의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Count 

Decrease (%) 

 (‘6/28, 7/28, 8/27 각 14:00 의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 ‘9/27 

14:00 의 업무 처리 건수’) / ‘6/28, 7/28, 8/27 각 14:00 의 업무 처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General Error 

Count (%) 

 (‘9/27 14:00 의 일반 에러 건수’ – ‘6/28, 7/28, 8/27 각 14:00 의 일반 

에러 건수의 평균’) / ‘6/28, 7/28, 8/27 각 14:00 의 일반 에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Error 

Count (%) 

 (‘9/27 14:00 의 업무 에러 건수’ – ‘6/28, 7/28, 8/27 각 14:00 의 업무 

에러 건수의 평균’) / ‘6/28, 7/28, 8/27 각 14:00 의 업무 에러 건수의 

평균’ x 100 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General Error 

Percent Point 

(%P) 

 ‘9/27 14:00 의 일반 에러율’ – ‘6/28, 7/28, 8/27 각 14:00 의 일반 

에러율의 평균’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Business Error 

Percent Point 

(%P) 

 ‘9/27 14:00 의 업무 에러율’ – ‘6/28, 7/28, 8/27 각 14:00 의 업무 

에러율의 평균’의 결과값이  

 1 을 초과하면 Warning 이벤트 발생 

 5 를 초과하면 Critical 이벤트 발생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696  

[표] 10-43 Statistics Event Comparison Setting 설정 예시 #1 의 결과 설명 

10.6.3.11. Save 

 입력된 Event Group 설정을 서버에 저장함. 저장된 이벤트 그룹은 2 개 화면에서 통계 이벤트 

설정을 위해 사용됨. 

 Management > Statistics Event > Business Group Event 

 Management > Statistics Event > Selected Business Event 

 Business Group Event 

 업무(그룹) 별로 서로 다른 통계 이벤트를 발생 / 집계하도록 설정하는 화면 임. 임계 값 설정은 

“10.6.3Event Group” 화면에서 생성한 이벤트 그룹을 사용함.  

 

[그림] 10-117 Business Group Event 영역 

1) Business Group: 등록된 업무(그룹)을 트리 형태로 표시 

2) Statistics Event Setting: 임계 값 설정을 위한 이벤트 그룹과, 대상 통계 데이터를 설정 

3) Active Event Threshold Setting: 처리 중인 거래(실시간)의 응답시간 임계 값을 설정 

4) Save: Business Group 에서 선택된 업무에 대한 설정을 서버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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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 Business Group 

 등록된 업무(그룹)을 트리 형태로 표시하는 영역.  

 특정 업무(그룹)을 선택하면 해당 업무(그룹) 및 그 하위의 업무(그룹)에 대한 별도의 통계 

이벤트 설정을 할 수 있음. 

 

[그림] 10-118  Business Group 영역 

항목 설명 

업무 그룹 

 상태에 따라 2 가지 아이콘으로 표시 

 열림 :  또는  

 닫힘 :  또는  

거래 코드 
  

[표] 10-44 Business Group 영역의 아이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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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9 Business Group Event 영역의 Business Group 영역의 항목을 선택한 화면 

1) Business Group 영역에서 업무(그룹)을 선택 

2) Statistics Event Setting 영역과 Active Event Threshold Setting 영역이 해당 업무에 설정된 

값으로 자동 입력됨. 입력된 값이 없는 경우 기본값(None, 0)으로 표시됨. 

10.6.4.2. Statistics Event Setting 

 Business Group 영역에서 선택된 업무(그룹)과 그 하위의 업무(그룹)에 대한 이벤트 그룹과, 대상 

통계 데이터를 설정하는 영역. 

 

[그림] 10-120 Statistics Event Setting 영역 

10.6.4.3. Event Group 

 선택된 업무(그룹)에 대해 10.6.3Event Group 에서 생성한 이벤트 그룹을 지정하는 기능.  

 선택한 업무(그룹) 및 부모 업무 그룹에 Event Group 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통계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음.  

 모든 업무에 동일한 설정을 하고 싶은 경우, 최상위 그룹에만 Event Group 을 설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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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21 Statistics Event Setting 영역의 Event Group 설정 

10.6.4.4. Interval 

 선택된 업무(그룹)에 대해, 이벤트를 체크할 때 사용할 통계 데이터를 지정하는 기능.  

 여기에 값이 지정되지 않은(None) 업무(그룹)은 10.6.2Basic Event 의 Interval 에 설정된 값을 

따름.  

 None 이 아닌 다른 통계 데이터가 지정된 경우, 여기에서 지정된 것을 우선으로 따름. 

(우선순위: Business Group Event > Basic Event) 

 

[그림] 10-122 Statistics Event Setting 영역의 Interval 설정 

10.6.4.5. Active Event Threshold Setting 

 처리 중인 거래(실시간)의 응답시간 임계 값을 설정하는 영역.  

 업무(그룹) 별로 다른 설정을 적용할 수 있음. 값을 설정하지 않은 업무는 기본값 (Warning 

= 5 초, Critical = 10 초)을 사용함. 

 

[그림] 10-123 Active Event Threshold Setting 영역 

10.6.4.6. Save 

 선택된 업무에 대해 입력된 설정을 서버에 저장함.  

 Selected Business Event 

 n 개의 특정 업무(그룹)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생성한 후, 해당 그룹에 대한 통계 이벤트를 

설정하는 화면. Business Group Event 와는 별개로 동작함.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700  

 

[그림] 10-124 Selected Business Event 영역 

1) Group List: 생성된 Selected Business Event Group 목록을 표시 

2) Selected Business: Group List 에서 선택된 그룹에 할당된 업무(그룹) 목록 

3) Alert Setting: Group List 에서 선택된 그룹에 적용된 Event Group 설정과 통계 단위 

4) Save: 선택된 그룹에 대한 설정을 서버에 저장함 

10.6.5.1. Group List 

 생성된 Selected Business Event Group 목록을 표시하는 영역.  

 이 그룹이란 n 개의 특정 업무(그룹)들을 묶어놓은 하나의 Set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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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25 Group List 영역 

 그룹을 하나 선택하여 설정을 수정할 수 있음. 

 

[그림] 10-126 Group List 영역의 하나의 그룹을 선택한 화면 

1) Group List 에서 그룹을 하나 선택 

2) Selected Business 영역에는 해당 그룹에 할당된 업무(그룹) 목록이 표시 

3) Alert Setting 영역에는 해당 그룹에 대해 설정된 값이 자동으로 입력됨. 설정된 값이 없는 

경우 기본값(None)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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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2. Selected Business Group 추가 

 Selected Business Group 을 새로 생성하는 기능.  

 Group List 영역의 (+)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표시됨.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대상 업무를 할당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그림] 10-127 Group List 영역의 Selected Business Group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항목 설명 

Name  Selected Business Group 의 이름 

왼쪽 Tree 영역   할당할 수 있는 업무 그룹 Tree 

오른쪽 영역  이 그룹에 할당 된 업무(그룹) 목록 

[표] 10-45 Selected Group Setting 영역의 항목 설명 

 업무를 하나씩 선택하여 할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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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28 Selected Group Setting 영역의 업무를 하나씩 할당하는 화면 

1) 좌측 Tree 영역에서 업무를 하나 선택 

2) 우측 방향의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 

3) 선택된 업무가 할당됨 

 현재 화면에 표시된 모든 업무를 할당하는 방법 

 

[그림] 10-129 Selected Group Setting 영역의 업무를 한번에 할당하는 화면 

1) 좌측 Tree 영역이 펼쳐진 상태에서 

2) 우측 방향의 겹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 

3) 좌측 Tree 영역에 표시된 모든 업무가 할당됨 

4) 단, Tree 영역에 표시되지 않은 업무들은 할당되지 않음 

5) Selected Business Group 수정 

10.6.5.3. Selected Business Group 수정 

 특정 Selected Business Group 의 설정을 수정하는 기능.  

 Group List 영역에서 항목을 하나 선택한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 표시됨.  

 사용법은 Selected Business Group 추가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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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30 Group List 영역의 Selected Business Group 수정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10.6.5.4. Selected Business Group 삭제 

 Selected Business Group 을 삭제하는 기능.  

 Group List 영역에서 항목을 하나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그룹을 삭제할 수 

있음. 

10.6.5.5. Selected Business 

 Group List 에서 선택된 그룹에 할당된 업무(그룹) 목록이 표시되는 영역. 

 

[그림] 10-131 Selected Business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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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6. Alert Setting 

 임계 값 설정을 위한 이벤트 그룹과, 대상 통계 데이터를 설정하는 영역.  

 Selected Business Group 별로 다른 설정을 적용할 수 있음. 

 

[그림] 10-132 Alert Setting 영역 

10.6.5.7. Event Group 

 선택된 그룹에 대해 10.6.3Event Group 에서 생성한 이벤트 그룹을 지정하는 기능.  

 Event Group 이 지정되지 않은 Selected Business Group 에 대한 통계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음. 

 

[그림] 10-133 Alert Setting 영역의 Event Group 설정 

10.6.5.8. Interval 

 선택된 그룹에 대해, 이벤트를 체크할 때 사용할 통계 데이터를 지정하는 기능.  

 여기에 값이 지정되지 않은(None) 그룹은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음. 

 

[그림] 10-134 Alert Setting 영역의 Interval 설정 

10.6.5.9. Save 

 선택된 그룹에 대해 입력된 설정을 서버에 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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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 Dashboard 

 Overview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를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는 화면.  

 각 대시보드 별로 표시할 Chart 의 종류, 크기, 위치는 Drag & Drop 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그림] 10-135 Custom Dashboard 화면 

1) Dashboard List -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목록이 가로로 나열되어 표시. 

2) Dashboard Information - 현재 선택된 대시보드의 정보 확인 및 수정 영역. 

3) Preview - Dashboard Information 에 설정된 사항에 따라 미리 보기를 제공하는 영역. 

 Dashboard List 

 현재 ENPHAROS 서버에 생성 되어있는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목록을 표시. 각 대시보드는 

대시보드이름 (제품 유형 아이콘) 형태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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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36 Dashboard List 영역 

 대시보드를 하나 선택하면 해당 대시보드가 검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며, 관련 정보가 하단에 

표시. 

 

[그림] 10-137 Dashboard List 영역에서 특정 대시보드를 선택 

 Dashboard Information 

 Dashboard List 에서 선택된 대시보드의 설정 정보를 표시. 이름을 변경하거나 카드를 추가 /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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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38 Dashboard Information 영역 

 공통 

항목 설명 

Dashboard Name  대시보드의 이름을 입력 

WAS / TPM / TRACE  대시보드 유형 선택 (ENPHAROS 제품 유형) 

Chart List 

 대시보드에 추가 / 삭제 할 수 있는 카드 목록을 표시. 

 체크박스 선택 : 대시보드에 추가 

 체크박스 해제 : 대시보드에서 제거 

[표] 10-46 Dashboard Information 영역의 각 항목 설명 

 Service Status Chart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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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Status 

 인스턴스(에이전트)별 처리 중 거래 현황을 막대 차트로 표시 

 

Group Instance 

Status 

 그룹별 처리 중 거래 현황을 막대 차트로 표시 

 

Request 

Performance 

 완료된 거래를 응답시간 기준 산점도로 표시 

 

Request Pulse 

 WAS / TPM 대시보드의 경우만 사용 가능 

 Web (Service) / SQL 별로 처리 중 거래 현황을 가로 막대 차트 

및 라인 차트로 표시 

 

Tier Request 

Pulse 

 TRACE 대시보드의 경우만 사용 가능 

 논리 그룹별 처리 중 거래 현황을 가로 막대 차트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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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Stream 

 처리 중 거래 현황을 가로 막대 차트로 표시 

 평균 TPS 를 이용하여 총알 모양 그래픽으로 표시 

 

Topology 

 논리 그룹 및 인스턴스 그룹 별 자원 사용률, 이벤트 발생 현황 

등을 토폴로지 형태로 표시 

 

[표] 10-47 Dashboard Service Status Chart 항목 설명 

 Running Request Status 

항목 설명 

Running 

Request Top 10 

 처리 중 거래 현황을 응답시간 기준 내림차순으로 Top 10 

목록을 가로 막대 차트로 표시 

 

Running 

Request List 

 처리 중 거래 현황을 응답시간 기준 내림차순으로 Top 10 

목록을 Grid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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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Request Radar 

 처리 중 거래 현황을 인스턴스(에이전트) 별로 레이더로 표시. 

 중앙에 가까울 수록 응답시간이 높은 거래. 

 

Group Running 

Request Radar 

 처리 중 거래 현황을 인스턴스 그룹 별로 레이더로 표시. 

 중앙에 가까울 수록 응답시간이 높은 거래. 

 

Running 

Request Rose 

 처리 중 거래 현황을 인스턴스(에이전트) 별로 로즈 차트로 

표시. 

 

Group Running 

Request Rose 

 처리 중 거래 현황을 인스턴스 그룹 별로 로즈 차트로 표시. 

 

[표] 10-48 Dashboard Running Request Status Chart 항목 설명 

 24 Hour Trend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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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ime 

 0 시 ~ 24 시의 거래 평균응답시간에 대한 10 분 통계 데이터를 

기준일 / 비교일 2 개 라인 차트로 표시. 

 

Throughput 

 0 시 ~ 24 시의 거래 처리량에 대한 10 분 통계 데이터를 기준일 

/ 비교일 2 개 라인 차트로 표시. 

 

[표] 10-49 Dashboard 24 Hour Trend Chart 항목 설명 

 5 Minute Trend 

항목 설명 

CPU 

 인스턴스(에이전트) 별로 최근 5 분간 CPU 사용률을 5 초 간격 

라인 차트로 표시. 

 

Heap Memory 

 인스턴스(에이전트) 별로 최근 5분간 메모리 사용률을 5초 간격 

라인 차트로 표시. 

 

Host CPU 

 호스트별로 최근 5 분간 CPU 사용률을 5 초 간격 라인 차트로 

표시. 

 



ENPHAROS User Guide 

V6 ENPHAROS 713  

Host Memory 

 호스트별로 최근 5 분간 메모리 사용률을 5 초 간격 라인 차트로 

표시. 

 

TPS 

 인스턴스(에이전트) 별로 최근 5 분간 TPS 를 5 초 간격 라인 

차트로 표시. 

 

Concurrent 

User 

 인스턴스(에이전트) 별로 최근 5 분간 동시 접속자 수를 5 초 

간격 라인 차트로 표시. 

 

Queue 

 인스턴스(에이전트) 별로 최근 5 분간 큐잉 된 건수를 5 초 간격 

라인 차트로 표시. 

 

[표] 10-50 Dashboard 5 Minute Trend Chart 항목 설명 

10.7.3.1. 기본 사용법 

 아래의 순서로 대시보드를 생성 / 수정 할 수 있음. 

1) Dashboard Name 입력 

2) 대시보드 유형 선택 

3) Chart List 에서 대시보드에 표시할 카드 선택 

4) Preview 영역에서 카드 크기 / 위치 조절 

5)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대시보드 생성 

 대시보드 유형 선택에 따라 표시되는 데이터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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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AS - ENPHAROS JAVA 데이터 및 해당 인스턴스(에이전트)만 표시 

7) TPM - ENPHAROS TP 데이터 및 해당 인스턴스(에이전트)만 표시 

8) TRACE - ENPHAROS TRACE 데이터 및 모든 인스턴스(에이전트) 표시 

 Chart List 영역에서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이 카드를 추가. 

 

[그림] 10-139 Chart List 에서 2 개 항목을 선택 

 각 카드의 우측 하단을 클릭한 상태 & 드래그 하여 카드 크기를 조절. 

 드래그 시 배경에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 변경될 

카드의 크기. 

 

[그림] 10-140 대시보드 카드 크기 조절 

 각 카드의 아무 영역이나 클릭한 상태 & 드래그하여 카드 위치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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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시 배경에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 변경될 

카드의 위치. 

 

[그림] 10-141 대시보드 카드 위치 조절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Dashboard List 에 새로운 대시보드가 추가됨. 

 

[그림] 10-142 신규 대시보드를 저장한 후의 Dashboard List 영역 

10.7.3.2. Add Dashboard 

 새로운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기능. 우측 상단의 (+)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추가 모드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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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43 Add Dashboard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초기화면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은 “[표] 10-46 Dashboard Information 영역의 각 항목 설명”을 참조. 기본 

사용법은 10.7.3.1 기본 사용법 참조. 

 

10.7.3.3. Edit Dashboard 

 Dashboard List 에서 수정할 대시보드를 선택한 후, 대시보드를 편집 > Dashboard Information 

영역의 저장 버튼을 클릭. 기본 사용법은 10.7.3.1 기본 사용법 참조. 

 

10.7.3.4. Delete Dashboard 

 Dashboard List 에서 삭제할 대시보드를 선택한 후, Dashboard Information 영역의 삭제 버튼을 

클릭. 

 Preview 

 Dashboard Information 영역에서 설정한 내용에 따른 대시보드의 미리 보기를 표시하고, 카드의 

위치 및 크기를 조절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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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44 Preview 영역 

 Data Retention 

 Overview 

 ENPHAROS 서버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의 보관 주기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 

 

[그림] 10-145 Data Retention 화면 

1) pharos.xml - ENPHAROS UI 서버의 pharos.xml 파일을 설정하는 기능. 

2) server.properties - ENPHAROS 서버의 공통 설정인 server.properties 파일을 설정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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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ble List - ENPHAROS 서버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의 보관 주기를 설정하는 영역. 

 pharos.xml 

 ENPHAROS UI 서버의 pharos.xml 파일을 설정하는 기능.  

 pharos.xml 버튼을 클릭하면 pharos.xml 설정 화면이 레이어 팝업으로 표시됨. 

 

[그림] 10-146 pharos.xml 설정 화면 

10.8.2.1. 내용 수정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기와 같이,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음. 

10.8.2.2. Revert 

 설정 내용을 초기 값으로 되돌리는 기능. 레이어 팝업이 처음 화면에 출력되는 시점의 값이 초기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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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3. Apply 

 설정한 내용을 ENPHAROS UI 서버의 pharos.xml 파일에 반영함 

 server.properties 

 ENPHAROS 서버의 공통 설정인 server.properties 파일을 설정하는 기능.  

 server.properties 버튼을 클릭하면 server.properties 설정 화면이 레이어 팝업으로 표시됨. 

 

[그림] 10-147 server.properties 설정 화면 

10.8.3.1. 내용 수정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기와 같이,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음. 

10.8.3.2. Revert 

 설정 내용을 초기 값으로 되돌리는 기능. 레이어 팝업이 처음 화면에 출력되는 시점의 값이 초기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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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3. Apply 

 설정한 내용을 ENPHAROS UI 서버의 server.properties 파일에 반영함. 

 Table List 

 ENPHAROS 서버에서 사용하는 통계 테이블들의 보관 주기를 설정할 수 있는 영역. 

 

[그림] 10-148 Table List 영역 

데이터 설명 

Table Name  테이블 이름 

Key Column  보관 주기를 체크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컬럼 이름 

Retention (day)  보관 주기 (일 단위) 

[표] 10-51 Table List 영역의 데이터 설명 

10.8.4.1. 보관 주기 설정 

 Retention (day) 컬럼의 셀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셀이 편집 모드로 전환됨. 값을 입력한 후 다른 

영역을 클릭하거나, Enter 키 입력, Tab 키 입력을 하면 설정된 값이 서버에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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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49 보관 주기 설정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Class Viewer 

 Overview 

 특정 ENPHAROS JAVA 인스턴스(에이전트)에 로딩된 클래스의 패키지/메소드 목록을 tree 형태로 

표시. 

 

[그림] 10-150 Class Viewer 화면 

1) Instance: 패키지 / 메소드 목록을 조회할 인스턴스(에이전트) 선택 영역. 

2) Package & Method: 패키지 / 메소드 목록을 tree 형태로 표시하는 영역. 

 Instance 

 패키지 / 메소드 목록을 조회할 인스턴스(에이전트)를 선택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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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 Box 를 클릭하여 대상 인스턴스(에이전트) 선택 가능.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조회. 

 

[그림] 10-151 Instance 영역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인스턴스(에이전트)의 데이터가 Package & Method 영역에 표시. 

 

[그림] 10-152 Instance 영역의 Search 버튼 클릭 

 Package & Method 

 선택된 인스턴스(에이전트)의 패키지 / 메소드 목록을 tree 형태로 표시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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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3 Package & Method 영역 

항목 설명 

최상위 패키지 

 아래의 아이콘으로 표시 

 열림 :  

 닫힘 :  

하위 패키지 

 아래의 아이콘으로 표시 

 열림 :  

 닫힘 :  

메소드  아이콘 없이 메소드 full-signature 만 표시됨 

[표] 10-52 Package & Method 영역의 아이콘 설명 

10.9.3.1. 하위 패키지 & 메소드 조회 

 최상위 패키지 또는 하위 패키지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하위 패키지 & 메소드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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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4 Package & Method 영역에서 하위 패키지 & 메소드 조회 

 SQL Launcher 

 Overview 

 ENPHAROS 서버가 사용하는 DB 또는 외부 Oracle DB 의 테이블들에 대한 SELECT / INSERT / 

UPDATE / DELETE 을 수행할 수 있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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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5 SQL Launcher 화면 

1) 화면 선택 - ENPHAROS DB 또는 외부 Oracle DB 중 한가지 선택. 

2) Table - 테이블 목록을 표시하는 영역. 

3) Column - Table 목록에서 선택된 테이블의 Column 을 표시. 

4) Query - 쿼리를 입력하고 실행하는 영역. 

5) Result - Select 쿼리 결과를 표시하는 영역. 

 화면 선택 

 ENPHAROS DB 또는 외부 Oracle D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 검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메뉴가 선택된 것임. 

 

[그림] 10-156 화면 선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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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1. ENPHAROS DB 

 ENPHAROS UI 서버와 접속된 통계 DB 에 자동으로 접속되어 데이터를 표시. 

 DB 접속 정보는 $수집서버설치경로/UI/config/pharos.xml 의 <statistics> 설정을 참조함. 

 

[그림] 10-157 ENPHAROS DB 화면이 선택된 상태 

10.10.2.2. External Oracle 

 외부 Oracle 에 접속하기 위해 3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이 추가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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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8 External Oracle 화면이 선택된 상태 

 Table 

 현재 접속된 DB 의 테이블 목록을 표시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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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9 Table 영역 

 목록에서 테이블을 하나 선택하면 우측 Column 영역에 컬럼 목록이 표시됨. 

 

[그림] 10-160 Table 영역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화면 

 Column 

 Table 영역에서 선택된 테이블의 컬럼 목록을 표시하는 영역. 

 

[그림] 10-161 Column 영역 

데이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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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컬럼 이름 

Type  컬럼 유형 

Size  컬럼 데이터의 크기 

Nullable  컬럼 데이터의 Null 가능 여부 

[표] 10-53 Column 영역의 데이터 설명 

 Query 

 쿼리를 입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영역. 

 

[그림] 10-162 Query 영역 

 텍스트 입력란의 우측 하단을 클릭 & 드래그 하여 입력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음. 

 

[그림] 10-163 Query 영역 크기 조절 

10.10.5.1. SELECT 

 SELECT 기능의 기본 사용법은 4 단계임. 

1) Select 버튼 선택. 

2) SELECT 쿼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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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ecute 버튼 클릭. 

4) Result 영역에서 결과 확인. 

 

[그림] 10-164 Query 영역의 SELECT 기능 사용 

10.10.5.2. INSERT / UPDATE / DELETE 

 INSERT / UPDATE / DELETE 기능의 기본 사용법은 3 단계임. 

1) INSERT / UPDATE / DELETE 버튼 선택. 

2) INSERT / UPDATE / DELETE 쿼리 입력. 

3) Execute 버튼 클릭.  

 

[그림] 10-165 Query 영역의 INSERT / UPDATE / DELETE 기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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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Query 영역에서 수행한 SELECT 쿼리 결과를 표시하는 영역임.  

 Grid 의 각 Column 은 조회한 테이블의 Column 이름을 표시함.  

 Column alias 를 이용하여 조회한 경우 해당 alias 가 표시됨 

 

[그림] 10-166 Result 영역 

10.10.6.1. 엑셀 다운로드 

 우측 상단의 엑셀 버튼을 클릭하여, Result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기능. 

 

[그림] 10-167 Result 영역의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한 화면 

 External Oracle 

 ENPHAROS 서버가 사용하는 DB 가 아닌, 외부의 Oracle DB 에 접속하여 SELECT / INSERT / 

UPDATE / DELETE 를 수행할 수 있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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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68 External Oracle 화면 

 외부 DB 에 접속하기 위해 3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함. 접속한 이후의 사용방법은 ENPHAROS 

DB 의 경우와 동일함. 

1) Database URL: JDBC Connection URL  

입력 형식 예시 - jdbc:oracle:thin@10.10.10.10:1521:ORCL 

2) Username: Oracle DB 사용자 입력 

3) Password: 패스워드 입력 

 

[그림] 10-169 External Oracle 화면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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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Overview 

 ENPHAROS 라이선스 현황을 표시하는 화면. 

 

[그림] 10-170 License 화면 

1) License Information: 라이선스 기본 정보를 표시. 

2) License Status By Products: 제품 유형별 라이선스 발급 정보 및 사용 현황을 표시. 

3) Agents Information: 인스턴스(에이전트) 별 기본 정보 및 CPU / Core 수를 표시. 

 License Information 

 라이선스 발급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 제목의 우측 괄호 안에 표시되는 숫자는 ENPHAROS 의 

버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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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71 License Information 영역 

데이터 설명 

IP  ENPHAROS UI 서버가 설치된 서버의 IP Address 

Host Name  ENPHAROS UI 서버가 설치된 서버의 호스트 이름 

Product Type 

 사용 가능한 제품 유형 

 JAVA : ENPHAROS JAVA 

 RUM : ENPHAROS RUM 

 TPMonitor : ENPHAROS TP 

TRACE  ENPHAROS TRACE 제품 활성화 여부 

License Type 

 라이선스 유형 

데이터 설명 

Permanent 

 기간 제한 없음  

 OS 종류 제한 있음 

 CPU / Core 개수 제한 있음 

Site 

 기간 제한 없음  

 OS 종류 제한 없음 

 CPU / Core 개수 제한 없음 

Term 

 발급일로부터 1 년  

 OS 종류 제한 있음 

 CPU / Core 개수 제한 있음 

Trial 

 발급일로부터 1~12 개월 

 OS 종류 제한 없음 

 CPU / Core 개수 제한 없음 
 

License Check With 

 라이선스 수를 체크할 기준 

 Cores (n): 코어 개수 

 CPUs (n): CPU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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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On  라이선스 발급일 

To Be Expired On  라이선스 만료일 

[표] 10-54 License Information 영역의 데이터 설명 

 License Status by Products 

 제품 유형별 라이선스 발급 정보 및 사용 현황을 표시하는 영역. 라이선스 유형별로 표시되는 

데이터가 상이함. 

 

[그림] 10-172 License Status By Products 영역 

10.11.3.1. Permanent License 

 

[그림] 10-173 License Status By Products 영역 (Permanent License) 

데이터 설명 

Product Type  제품 유형 

OS 

 허용되는 OS 종류 

 Linux / AIX / HP-UX / Sun (Solaris) / Windows 

 Others (기타) 

Licenses (n)  발급된 라이선스 개수 

Using (n)  사용중인 라이선스 개수 

Exceeding (n)  초과된 라이선스 개수 

[표] 10-55 License Information 영역의 데이터 설명 (Permanen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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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2. Site License 

 

[그림] 10-174 License Status By Products 영역 (Site License) 

데이터 설명 

Product Type  제품 유형 

[표] 10-56 License Information 영역의 데이터 설명 (Site License) 

10.11.3.3. Term License 

 

[그림] 10-175 License Status By Products 영역 (Term License) 

데이터 설명 

Product Type  제품 유형 

OS 

 허용되는 OS 종류 

 Linux / AIX / HP-UX / Sun (Solaris) / Windows 

 Others (기타) 

Licenses (n)  발급된 라이선스 개수 

Using (n)  사용중인 라이선스 개수 

Exceeding (n)  초과된 라이선스 개수 

To Be Expired On  라이선스 만료일 

Post-Expiration Day  라이선스 만료일로부터 초과한 날짜 

[표] 10-57 License Information 영역의 데이터 설명 (Term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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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4. Trial License 

 

[그림] 10-176 License Status By Products 영역 (Trial License) 

데이터 설명 

Product Type  제품 유형 

To Be Expired On  라이선스 만료일 

Post-Expiration Day  라이선스 만료일로부터 초과한 날짜 

[표] 10-58 License Information 영역의 데이터 설명 (Trial License) 

 Agents Information 

 인스턴스(에이전트) 별 기본 정보 및 CPU / Core 수를 표시하는 영역.  

 라이선스 유형이 Permanent 또는 Term 인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됨.  

 그 외의 경우는 화면에 보이지 않음. 

 

[그림] 10-177 Agents Information 영역 

데이터 설명 

ID  인스턴스(에이전트)의 ID 

Alias  인스턴스(에이전트)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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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D  인스턴스(에이전트)가 소속된 카테고리의 ID 

Group ID  인스턴스(에이전트)가 소속된 그룹의 ID 

Host Name  인스턴스(에이전트)가 동작중인 서버의 호스트 이름 

CPUs (n)  인스턴스(에이전트)가 동작중인 서버의 CPU 개수 

Cores (n)  인스턴스(에이전트)가 동작중인 서버의 코어 개수 

[표] 10-59 Agents Information 영역의 데이터 설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