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VA TROUBLESHOOTING





비즈니스 측면에서 IT 과제들

https://www.youtube.com/watch?v=WbL9Cb3FYvg&list=PLaFPOkYzLL-

9iGYcG9XuORBc088IXH1ww&index=2

https://www.youtube.com/watch?v=WbL9Cb3FYvg&list=PLaFPOkYzLL-9iGYcG9XuORBc088IXH1ww&index=2


IT 인프라 변화



업무 시스템 현대화

https://www.youtube.com/watch?v=iuMx7AVdSyg&index=3&list=PLaFPOk

YzLL-9iGYcG9XuORBc088IXH1ww

https://www.youtube.com/watch?v=iuMx7AVdSyg&index=3&list=PLaFPOkYzLL-9iGYcG9XuORBc088IXH1ww


IT 인프라 선택의 고민

https://www.youtube.com/watch?v=ILI4gBwEGzg&list=PLaFPOkYzLL-

9iGYcG9XuORBc088IXH1ww&index=1

https://www.youtube.com/watch?v=ILI4gBwEGzg&list=PLaFPOkYzLL-9iGYcG9XuORBc088IXH1ww&index=1


업무 시스템 세계화와 현대화 -상세





오픈 소스 WAS 익숙하지 않은 데 어떻게 하지?

WAS 관리자 - 고민들



시스템 구축 전 - 고민들



WAS 관리자 - 운영 환경 표준화 이전



시스템 구축 후 - 고민들

https://www.youtube.com/watch?v=jYjGoNEV-_E&index=12&list=PLaFPOkYzLL-

_QWKsbT40cxwr_-cijeU6L

https://www.youtube.com/watch?v=jYjGoNEV-_E&index=12&list=PLaFPOkYzLL-_QWKsbT40cxwr_-cijeU6L


고객이 체험하는 것은?

https://www.youtube.com/watch?v=jMUpM-1hx7Q&index=6&list=PLaFPOkYzLL-

_QWKsbT40cxwr_-cijeU6L

https://www.youtube.com/watch?v=jMUpM-1hx7Q&index=6&list=PLaFPOkYzLL-_QWKsbT40cxwr_-cijeU6L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에서는 문제 없음

https://www.youtube.com/watch?v=eE7rPuksd1c&index=7&list=PLaFPOkY

zLL-_QWKsbT40cxwr_-cijeU6L

https://www.youtube.com/watch?v=eE7rPuksd1c&index=7&list=PLaFPOkYzLL-_QWKsbT40cxwr_-cijeU6L


각 분야에서는 전문가 – 코끼리 만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5S0gI-4hZI&list=PLaFPOkYzLL-

_QWKsbT40cxwr_-cijeU6L&index=10

https://www.youtube.com/watch?v=P5S0gI-4hZI&list=PLaFPOkYzLL-_QWKsbT40cxwr_-cijeU6L&index=10




Incident & Problem Management

• 장애복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구는 ?



Troubleshooting 공통 프로세스



증상과 원인 - 현황 파악

• 기본 정보 파악

• JBoss EAP 버전

• OS 종류/버전

• JVM 종류/ 버전

• 데이터베이스 종류/ 버전

• etc...

• 설정 파일 파악

• JBoss 설정 파일(domain.xml, host.xml, standalone.xml 등 )

• JBoss 시작 스크립트

• etc...



증상과 원인 - 장애 내용 파악

• 장애 내용 및 상황 확인

• 장애 발생 과정

• 시스템 정지 여부

• 장애 발생 빈도

• 장애 발생 조건

• 장애 재현 가능 여부

• 장애 재현 절차

• 회피 방법 유무



증상과 원인 - 수집 자료는?

• 기본 수집 자료

• 로그!

• Thread dump!

• 기본 환경 설정 정보

• 관련된 상황은?

• 언제

• 어떤 서버, 어느 인스턴스에서 정확한 OS, JVM, WAS 버전은?

• 발생 주기는?

• 재현은 되는지?

•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Business 부서의 영향은?

• 관련된 네트웍, H/W 및 S/W는 어떤 것인지?

• 대상 시스템에 로그나 상황은 어떤지 체크



진단 및 모니터링 - 정보수집



진단 및 모니터링 - 문제 구간 식별



조치



조치 - Patch



방지 대책





장애나 성능 이슈 – 즉각적인 확인이나 조치가 가능한가
요?

https://www.youtube.com/watch?v=vnFkLtxOHpY&list=PLaFPOkYzLL-

_QWKsbT40cxwr_-cijeU6L&index=11

https://www.youtube.com/watch?v=vnFkLtxOHpY&list=PLaFPOkYzLL-_QWKsbT40cxwr_-cijeU6L&index=11


주요 Troubleshooting 



웹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미들웨어는 시스템 장애의 관문이자 시작점



• T1 > T2 > T3> T4 > T5 > T6

• WAS 는 Thread pool과 JDBC Connection Pool을 이용해서 성능을 보장

웹시스템 Request/Reply 구조



구간별 장애 포인트



Linux 모니터링 도구들



일반적인 웹 시스템의 구성



주요 시스템 컴포넌트

3 티어 구조에서 장애와 성능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조치



주요 용어

• TPS : Transaction Per Second

• 초당 트랜잭션 처리건수 : Total Number of Transaction

• TPM : Transaction Per Minute

• 분당 트랜잭션 처리건수

• RPS : Request per Second

• 초당 요청 건수

• Transaction Response Time

• 트랜잭션 응답 시간

• Throughput

• 처리량

• Concurrent User

• 동시 사용자

이미지 출처 : goo.gl/YqbggD



TPS(Transaction Per Seconds)





DEMO #1 Amazon Linux에 10 분 안에 자동 설치전

JMeter

Maria DB

Amazon Linux

웹서버 계층부하 생성 WAS 계층

Amazon Linux

웹서버

WAS

WAS

APM



JBoss EAP

Web App

DEMO #1 Amazon Linux에 10 분 안에 자동 설치 - 아키텍처

JBoss EAP

Web AppJMeter

웹서버

Maria DB

KHAN [apm]

Amazon Linux

웹서버 계층부하 생성 WAS 계층

Amazon Linux



[ ]



Application Management Challenge



KHAN [apm] = Ah ! Provisioning + Monitoring



KHAN [apm] 주요 특징



KHAN [apm] vs. Others – 차별화 요소



[ ]



새로운 시작 – 산 너머 산

https://www.youtube.com/watch?v=i9CtlTakFw4&index=5&list=PLaFPOkYzLL-

_QWKsbT40cxwr_-cijeU6L

https://www.youtube.com/watch?v=i9CtlTakFw4&index=5&list=PLaFPOkYzLL-_QWKsbT40cxwr_-cijeU6L


KHAN [apm] - 미들웨어 설치/구성/튜닝 자동화

https://www.youtube.com/watch?v=0pefLIByALY&list=PLaFPOkYzL

L-_QWKsbT40cxwr_-cijeU6L&index=8

https://www.youtube.com/watch?v=0pefLIByALY&list=PLaFPOkYzLL-_QWKsbT40cxwr_-cijeU6L&index=8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웹 시스템 작업



KHAN [apm] - Provisioning 기능은?



[ ]



장애와 성능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 수립

https://www.youtube.com/watch?v=A0oiFFUdOAA&list=PLaFPOkYzLL-

_QWKsbT40cxwr_-cijeU6L&index=1

https://www.youtube.com/watch?v=A0oiFFUdOAA&list=PLaFPOkYzLL-_QWKsbT40cxwr_-cijeU6L&index=1


KHAN [apm] 구성 아키텍처



• KHAN APM 은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모니터링 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APM) 솔루션

• 웹 애플리케이션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쾌적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가용성"과 "성능"의 관점에서 분석

•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에이전트를 배포 페이지 요청의 응답 시간과 쿼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응답 시간을

모니터링 하여 "서비스 장애 감지", "장애 원인 특정 시간 단축 ','서비스 부하의 원인을 파악"

APM =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KHAN [apm] – Monitoring 기능



성능 모니터링과 위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Openshift with KHAN APM Architecture



KHAN [apm] 제품 비교 – 비용 측면



KHAN [apm] 제품 비교 – 기술 지원 서비스



Log Monitoring vs. APM

https://www.youtube.com/watch?v=8K0gbDcVfqY&list=PLaFPOkYzLL-

_QWKsbT40cxwr_-cijeU6L&index=3

https://www.youtube.com/watch?v=8K0gbDcVfqY&list=PLaFPOkYzLL-_QWKsbT40cxwr_-cijeU6L&index=3


“살아 남는 종(種)은 강한 종이 아니고,   

또 우수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

- Charles Darwin, 1809



감사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문의

콜 센터 ：02-469-5426 ( 휴대폰 : 010-2243-3394 )

전자 메일：sales@opennar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