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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hift Auto Scaling 과 OPENMARU APM



• Container 환경은 가상 OS 이며 유동 IP 이기 때문에 접속이나 로그 파일등의 확인이 어려움

PaaS 환경에서 OPENMARU APM이 필요한 이유는?



PaaS 지원 APM 과 기존 APM 비교



컨테이너 모니터링 기능

컨테이너 자원 모니터링



• PaaS 환경에서 OPENMARU APM 구축 아키텍처 제안

Kubernetes 환경에서 APM 구축 아키텍처

커스텀 이미지 생성

• JBoss EAP + 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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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S 형 APM – 모니터링 범위

• OPENMARU APM은 기존 APM으로는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상
에서 운영되는 WAS 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제품이자 시장 점유율 1위 제품

• 구축 사례

1. 삼성전자 OpenShift ( PaaS 플랫폼)

2. 두산정보통신 OpenShift ( PaaS 플랫폼)

3. 행정안전부 온-나라 클라우드 OpenShit
( SaaS 플랫폼)

4. 롯데카드 대고객 채널 서비스 OpenShift

5. 코리아크레딧뷰로 채널 서비스 OpenShift

6. 법무부 OpenShift

기존 APM 모니터링 범위 PaaS형 APM 모니터링 범위

모니터링 범위   





성능 모니터링과 위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컨테이너 내의 WAS 자원 및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컨테이너에서 운영되는 WAS의 성능 모니터링 기능

컨테이너 WAS 자원(Heap 메모리) 모니터링 컨테이너 WA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모니터링

컨테이너 WAS 오류율 모니터링 컨테이너 WAS APDEX 모니터링

컨테이너(pod)의 Heap 메모리 사용률 확인 컨테이너(pod)별로 실시간 TPS, Active User, 응답시간을 확인

컨테이너 WAS에서 서비스에 치명적인 오류율(4xx, 5xx)을 확인 컨테이너 WAS 서비스 만족도 수준을 모니터링



장애 원인 분석 도구 제공

•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 장애 원인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는 도구 제고

스레드 덤프 분석기

Lock을 추적가능, URL 정보표시

오픈파일 분석기

JVM 메모리 객체 분석기

Java 메모리를 점유한 객체 분석/비교

시스템 프로세스 분석기

네트워크 상태 분석기

Java 프로세스,시스템이 사용중인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추세 분석

Java 프로세스가 오픈한 파일 분석 시스템의 프로세스 CPU, 메모리 사용량 분석/비교 과거 데이터의 증감 추세를 분석하는 기능



Application Logging 메시지를 T-Map Trace 에서 수집

애플리케이션에서 WARN, ERROR 로 출력된

메시지 Trace 추적

(log4j, log4j2, logback)



헬스체크 TCP/프로세스 체크 기능 추가

스크립트 실행 후 0 이 리턴되면 성공

로컬 및 원격 포트 활성화 여부 체크



Apache HTTPD Access LOG 모니터링

웹서버 access log의 상태코드 개수

모니터링



LDAP 연동

LDAP의 사용자로 OPENMARU APM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연동가능





• 미국 시간 2019년 11월 13일 Mirantis 는 Docker 의 Docker Enterprise 사업을 인수
발표

• 컨테이너 기술인 Docker 와 그것의 기업용 상용 버전을 제공하는 미국의 Docker 사는
Docker Enterprise Platform 사업을 Mirantis 에 매각하기로 합의

MIRANTIS 가 DOCKER ENTERPRISE 사업을 인수



최신 Container 기술 – CRI-O, CoreOS 지원

OPENSHIFT 4
Immutable OS

사용자패키지설치불가

컨테이너모니터링

Docker/CRI-O

CoreOS Host 자원모니터링



통계정보

/sys/fs/cgroup/cpu
/memory

...

Linux Pseudo 파일

OPENMARU APM – CoreOS 및 컨테이너 모니터링

CRI-O Plugin

OPENMARU SYS Agent DaemonSet

CoreOS(호스트)의 CPU,  

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모니터링

컨테이너 별 CPU,메모

리, 네트워크모니터링

OPENMARU APM
SYS Agent

Linux Pseudo 파일

직접 접근하여 수집/  가공



설치 - SYS Agent 배포방법



OPENMARU APM – 컨테이너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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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정보

Container 정보



OPENMARU APM – CRI-O 컨테이너 사용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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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CPU Usage Container Network Usage

Container Memory Usage Container Network Errors

OpenShift 4 버전의 컨테이너 별 CPU, Memory, 

Network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OPENMARU APM – CoreOS 호스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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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OS 호스트 CPU, Memory, Disk

CoreOS CPU 평균 로드
Disk I/O Count

CPU Usage CoreOS Disk Usage CoreOS 네트워크 상태분석

Memory Usage Network TCP Connections CoreOS 프로세스 상태 분석

OpenShift 4 버전의 CoreOS 및 RHEL Worker의 CPU, 

Memory, Disk, Network등 호스트 모니터링





서비스별 사용량 측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사용량 측정 기준

소프트웨어서비스 (SaaS)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사용자 수/ 트랜잭션 량

플랫폼 서비스 (PaaS)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 플랫폼 자원(Platform Resource)량 /트랜잭션 량

호스티드 플랫폼 서비스 • 플랫폼 자원량/ 트랜잭션 량/데이터 크기

인프라 서비스 (IaaS)

서버 서비스 • 시스템 자원 양: CPU 코어(core)수, CPU Time, 메모리 양

스토리지 서비스 • 스토리지 할당량 (디스크 할당량)

백업 서비스 • 백업량 (백업 데이터 양)

네트워크 서비스 • 포트 수/대역 폭

참고문헌 :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미터링 체계

OPENMARU APM tachometer

실제 자원 CPU, 메모리 사용량을 기준으로

과금 계산함



비상태 WAS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PaaS 환경의 비상태 WAS 인스턴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휘발성 인스턴스 모니터링 기록 추적 기능

중지된 컨테이너에 대한 추적 기능



정산 금액 출력화면

정산 대상 컨테이너 그룹
목록이 표시됨

년/월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

일일 비용이 표시됨

일일 비용이 표시됨



정산 대상 컨테이너 목록 확인(과금 월별)

월별 컨테이너 목록 확인



정산 대상 컨테이너 목록 확인(과금 일별)

일별 사용 컨테이너 목록 확인



정산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정산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대규모 모니터링을 위한 그룹 대시보드 기능

‘그룹별 대시보드’

• 개별 인스턴스들을 수개 ~ 수 십개 단위의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

실시간 서비스 지연 현황 확인

• 그룹별 TPS, 평균 응답시간, 액티브 사용자수 확인 가능

• WAS 프로세스 현황 확인가능

• N개 그룹에 대한 전체 모니터링 가능함

• 링크를 클릭하여 상세 화면 바로 이동

기관 그룹명

그룹 총 평균 응답시간

그룹 총 동시 접속자

전체 지연 큐 그래프

지연

그룹 총 TPS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학 – EBS 온라인클래스, KERIS 디지털교과서 표준 APM



MSA 환경 호출 추적 기능

MAS 환경에서 HTTP 호출 관계 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