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stem Monitoring Center 2.0



System Monitoring Center 주요 기능

1. 시스템 모니터링

1) 리소스 모니터링

- 서버의 Traffic, Packet, CPU, RAM, HDD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설정한 임계값을

초과하면 알람 및 등록된 사용자에게 SMS를 전송합니다.

2) Port 모니터링

- 사용자가 등록한 서버의 포트를 체크하여 에러 발생시 알람 및 등록된 사용자에게

SMS를 전송합니다.

3) Index 모니터링

- 사용자가 등록한 웹 페이지를 체크하여 에러 발생시 알람 및 등록된 사용자에게

SMS를 전송합니다.

2. 그룹 관리

사용자가 직접 모니터링 그룹을 관리하여 웹페이지 상에서 모니터링을 원하는 서버들

을 그룹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 서버 관리

신규 서버의 추가기능 및 사용자에게 등록된 서버 리스트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각 서

버의 정보를 수정과 삭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4. SMS 관리

등록된 모든 서버의 SMS 발송 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MS 발송

정지의 경우 고정 정지와 일시 정지로 분류 되어 편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5. 에러 통계

최근 6개월 동안의 시스템 모니터링 에러 발생에 관한 내용을 IP & 날짜별로 보여줍

니다.

6. 관리자

사용자가 직접 관리자를 등록하여 서버별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알람 음악 관리

초기에 등록된 딱딱한 알람 대신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등록하여 알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8. 단문 SMS 발송

기존 단문 SMS 문자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단문 SMS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9.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에서 System Monitoring Center의 기능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합니다.



System Monitoring Center 서버 등록

1. 접속 및 로그인

1) 서비스 신청 후 부여받은 IP를 이용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고객님의 접속정보와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신규 관리자 등록

1) 상단 메뉴 중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2) '관리자'를 클릭하면 생기는 창에서 '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3) 각 항목에 맞게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4) '입력'을 선택하면 신규 관리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서버 등록

※ 서버 등록 전에 반드시 서버에선 'snmp' 프로그램이 셋팅되어 실행 중이어야 합니

다.

※ snmp 관련 설치 및 설정 방법은 부록 [snmp]를 참고하세요.

1) 상단 메뉴 중 서버 관리를 선택합니다.

2) '서버 추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각 항목에 맞춰서 내용을 입력하고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4) 모니터링을 원하는 서버의 TCP 포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체크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6) 서버 리소스임계치를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라벨 및 MIB값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7) 신규 서버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ystem Monitoring Center 메뉴바 설명

1. 그룹별 모니터링

1) 전체 모니터링

- 등록된 모든 서버들을 IP 순으로 보여줍니다.

2) 그룹's 모니터링

- 등록된 모든 서버들을그룹별로 보여줍니다.



3) 그룹 모니터링

- 선택한 그룹에 등록된 서버만 보여줍니다.

2. 그룹 관리

1) 등록된 그룹 리스트를 확인하고 그룹을 추가,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가능한 그룹은 20 개까지입니다.



3. 서버 관리

1) 등록된 서버 리스트를 확인하고 서버를 추가,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가능한 서버는 신청하신 서비스별로 다릅니다.

3) 서버 정보 수정



① 기본 정보

- 서버명, 서버 OS, 담당자, 서버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Index 모니터링

- '등록하기'를 눌러 새로운 웹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과 임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check' 박스가 선택된 웹페이지만 모니터링을 합니다.

- 총 5 개까지만 모니터링 등록이 됩니다.

③ Port 모니터링

- '등록'을 눌러 새로운 포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TCP 포트만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 삭제를 원하시면 해당 포트 번호를 지우고 하단의 '수정하기' 버튼을 누리스면 됩니

다.

- 총 5 개까지만 모니터링 등록이 됩니다.

④ SMS 발송 추가

- '등록'을 눌러 새로운 발송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발송자 이름을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 해당 서버의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SMS 발송이 됩니다.

⑤ 수정하기

- 수정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⑥ MIB값 초기화

- 리소스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기화합니다.

- 서버상의 snmp를 재설정하였거나 서버를 재설치 하였을 때 사용합니다.

⑦ 임계값 수정

- 리소스 모니터링에 설정된 임게값을 수정합니다.

⑧ Index값 확인

- 입력한 웹페이지의 Index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사항 #

- Index 모니터링에서의 임계치는 최초에 체크한 인덱스값을 기준으로 허용할 범위를

나타냅니다.

- 리소스 모니터링에서의 임계값은 최대 허용치를 나타냅니다.

- 리소스 모니터링에 등록 가능한 리소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페이스 : 최대 3대

2) CPU 부하률

3) CPU 사용량 (리눅스만 해당)

4) 메모리 사용량

5) HDD 사용량 : 최대 12 대

4. SMS 관리

1) 전체 및 각 서버의 SMS 발송을 관리합니다.

2) SMS 상태

- 현재 SMS 상태를 알려줍니다.

① Standing or Sending : 발송중

② Fix Stop : 고정 정지중



③ Time Stop : 일시 정지중

3) SMS On/Off

- SMS를 시작, 정지 시켜줍니다.

① [On] : SMS를 시작합니다.

② [Off] : SMS를 정지합니다.

- 고정 정지와 일시 정지가 있습니다.

- SMS를 정지시켰을 경우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해당 서버의 IP가 빨간색으로 나

타납니다.

4) SMS Sending is [Short] or [Long]

- 발송될 에러 메시지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Short]를 클릭하면 Long으로 [Long]를 클릭하면 Short로 변경됩니다.

① [Short] ; 단문 메시지로 80Byte까지 전송됩니다.

- 발생한 에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보여줍니다.

- IP, 서버명, 에러 내용

② [Long] : 장문 메시지로 2000Byte까지 전송됩니다.

- 발생한 에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로 확인 가능한 링크를 제

공합니다.

- IP, 서버명, 에러 내용, 에러 발생 후 경과된 시간, 해당 에러 확인 링크



5. 에러 통계

1)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에러를 IP와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단의 '리소스', '포트', '인덱스', '합계'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2) 목록에서 IP를 클릭하면 해당 IP에 대해 날짜별로 정렬됩니다.



3) 에러 목록 중 에러 카운트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사항 #

- 에러 목록은 최근 6개월분만 저장됩니다.

- 당일 에러 카운트는 시간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관리자

1) 등록된 담당자 리스트를확인하고 담당자를 추가,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2) 담당자의 연락처는 SMS 발송에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하셔야 합니

다.

3) 등록 가능한 담당자는 10 명까지입니다.



디바이스 아이콘을 이용한 모니터링

1. 디바이스 아이콘

1) 에러 발생시 디바이스 아이콘의 빨간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의 자세한 확인

을 할 수 있습니다.

2) 디바이스의 IP를 클릭하면 해당 서버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3) 아이콘은 약 2분 주기로 Reload 됩니다.

2. Resource 모니터링

- 디바이스 아이콘중 리소스 영역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에러 내용 확인

- 리소스 에러가 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2) 임계값 수정

- 입계값은 [ Now : xx ] 부분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임계값을 수정 후 최대 5분후 설정 값이 적용됩니다.

3) 임계값 수정 후 확인

4) 리소스 모니터링 용어 설명

① Traffic & Packet

- 수신 : 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 or 패킷을 나타냅니다.



-> 갑자기 수신 그래프가 평소와는 다르게 높게 표시되면 DDos 공격등의 트래픽 공

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작업시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 하시면 수신 그래프가 상승합니다.

- 송신 : 서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or 패킷을 나타냅니다.

-> 갑자기 송신 그래프가 평소와는 다르게 높게 표시되면 해킹에 의한 트래픽 발생

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작업시 파일을 서버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송신 그래프가 상승합니다.

- Traffic 단위 : 1M = 100kb = 1000000b

- Packet 단위 : 1K = 1000B(데이터 조각이 1000 개)

② CPU Load (리눅스와 윈도우에 따라 다릅니다.)

(1) 리눅스

- 5min : 최근 5분 동안 cpu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평균수

-> 그래프가 평소보다 높게 표시되면 서버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에러가 발생한 것으

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5min load가 지나치게 높으면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5min : 최근 15 분 동안 cpu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서의 평균

수

-> 5min load 보다 지나간 대기 프로세서의 평균값으로 서버 부하 모니터링시엔

15min load 보단 5min load를 모니터링 하는게 보다 정확합니다.

- 단위 : 1000B = 1 개의 대기 중인 프로세서

(2) 윈도우

- Load : 프로세서 사용량

-> 전체 프로세서 사용량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③ Memory (리눅스와 윈도우에 따라 다릅니다.)

(1) 리눅스



- Real Memory :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사용량

- Swap Memory : 하드디스크에 할당된 가상 메모리 사용량

(2) 윈도우

- Vir : 하드디스크에 할당된 가상 메모리 사용량

- Phy :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사용량

④ CPU Used (리눅스에만 해당)

- User : 현재 CPU 사용량

- Idle : 대기중인 CPU

-> 임계값 100%에서 절대 변경하면 안됩니다.

# 추가 사항 #

- 그래프를 클릭하면 해당 서버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모니터링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3개, 하드는 12 개까지입니다.

-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동일한 리소스를 모니터링할 경우엔 반드시 두 임계치를 동

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3. Port 모니터링

- 디바이스 아이콘 중 포트 영역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에러 내용 확인

- 포트 에러가 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2) 에러가 발생한 포트 삭제

- 에러가 발생한 포트를 지우고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3) 새로운 포트 등록도 가능합니다.

# 추가 사항 #

- 포트 에러는 서버의 통신 상태에 따라 오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등록 가능한 포트는 TCP 포트 5 개까지 입니다.

4. Index 모니터링

- 디바이스 아이콘 중 인덱스 영역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에러 내용 확인

- Index 에러가 난 부분은 Error 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2) 에러가 발생한 Url은 기본값을 수정하거나 혹은 임계치를 수정하여 에러 발생을 정

지시킬 수 있습니다.

# 추가 사항 #

- 인덱스 모니터링은 약 10 분에 1 회씩 체크합니다.

- Check 박스에 체크된 Url만 모니터링 합니다.



5. SNMP 상태 체크

- 디바이스 아이콘 중 에러 영역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에러 메시지 1

1.1.1.1 에 SNMP 서비스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서버 1.1.1.1 의 방화벽설정, SNMP 서비스 셋팅 상태, SNMP 서비스 시작 유무를

확인하세요.

- 서버에서 SNMP 값을 읽어올 수 없는 경우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서버의 방화벽에 UDP 161 번 포트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서버에서 SNMP 서비스가 시작중인지 확인합니다.

③ 서버에서 SNMP 서비스 셋팅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에러 메시지 2

서버에서 snmp 값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서버의 MIB 값을 초기

화해 주세요

- 서버에서 특정 SNMP값을 읽어올 수 없는 경우로 서버의 MIB값을 초기화하면 해결

됩니다.

① 서버 관리 -> 에러가 발생한 서버 수정 -> MIB값 초기화 선택



System Monitoring Center 모바일 서비스

1. SMC 어플 설치

- 제공되는 apk를 이용해서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접속 및 로그인

1) 설치된 어플을 실행시킵니다.



2) 부여받은 서버의 IP와 접속 ID를 이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 로그인 화면 ]



System Monitoring Center 모바일 메뉴 설명

1. 그룹별 모니터링

- 중앙의 '전체'를 클릭하면, 원하는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메뉴 확인

- 모바일 좌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서버 관리

1) 등록된 서버 리스트를 확인하고 서버를 추가,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2) 서버 정보 수정

- 원하는 리스트를 클릭 후 수정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룹관리

1) 등록된 그룹 리스트를 확인하고, 그룹을 추가,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5. 푸시 로그

1) 메시지를 선택하면 등록한 서버에 발생한 에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2) 통계를 선택하면 각 IP당 발생한 에러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계의 목록중 IP를 클릭하면, 해당 IP에서 발생한 에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로그 통계

1) 최근 발생한 에러를 IP와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목록의 IP를 클릭하면 해당 IP에 대해 날짜별로 정렬됩니다.

3) 목록중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리소스', '포트', '인덱스' 중 선택해서 자세한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관리자관리

1) 등록된 담당자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담당자의 추가,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8. 푸시알림설정

1) 전체 및 각 서버의 SMS 발송을 관리합니다.

2) SMS On/Off

- 원하는 IP를 선택해서 SMS를 시작, 정지할 수 있습니다.

9. 설정

- 설정에서는 한번에 받을 리스트 개수와 푸시 받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NMP 설정하기

1. 리눅스 서버 SNMP 설정하기

1) 기존에 snmp가 설치 안되있는 경우 snmp를 설치합니다.

# yum install net-snmp net-snmp*

2) snmpd.conf 파일 설정

- snmpd.conf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해줍니다.

① Open IP : 고객님께서 할당 받으신 IP

② Community 값 : managed_snmp

③ 그룹 옵션 : v2c, read, only

④ 볼 수 있는 MIB 객체 : all

⑤ disk : 모니터링을 원하는 disk

com2sec local localhost managed_snmp

com2sec managed 10.10.10.10 managed_snmp

group ManagedGroup v1 managed

group ManagedGroup v2c managed

group ManagedGroup usm managed

view all included .1 80

access ManagedGroup "" any noauth exact all all none

disk /

disk /boot

disk /dev/shm



1. 윈도우서버 SNMP 설정하기

1) Window 2012

① 시작 -> 서버 관리자 -> 역할 및 기능 추가 선택

② SNMP 서비스 -> SNMP 서비스 & SNMP WMI 공급자 체크 후 다음 클릭



③ 설치 클릭

④ 시작 -> services.msc 입력 후 '확인' 클릭



⑤ 서비스 중 SNMP service 우클릭 -> '속성' 클릭

⑥ SNMP service 속성 -> 보안탭 -> 인증 트랩 보내기 선택 -> 받아들일 커뮤니티 이

름 추가

⑦ 커뮤니티 권한은 읽기 전용, 커뮤니티 이름은 managed_snmp로 설정 후 '추가' 클

릭



⑧ 다음 호스트로부터 SNMP 패킷 받아들이기 선택 -> 추가

⑨ '호스트 이름, IP 또는 IPX 주소'에 고객님께서 할당 받으신 IP 입력 후 추가 클릭

⑩ 일반탭 -> 시작 유형 '자동'으로 선택 후 '확인' 클릭



⑪ 시작 -> 제어판 -> Window 방화벽 -> Windows 방화벽을 통해 앱 또는 기능 허용

-> SNMP Service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