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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SQL Enterprise Monitor 
MySQL Enterprise Monitor 는 MySQL 인스턴스와 해당 호스트의 모니터링, 잠재적인 문제 및 

문제의 알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MySQL 서버의 보조 제품입니다. 
MySQL Enterprise Monitor 는 단일 MySQL 인스턴스에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MySQL Enterprise Monitor 는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MySQL 인스턴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1.1. MySQL Enterprise Monitor 아키텍처 
[MySQL Enterprise Monitor Architecture] 

 
 

l MySQL Enterprise Monitor Agent 
MySQL 인스턴스와 호스트를 모니터링하고 정의 된 일정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합니

다. 수집 데이터는 분석 및 보고를 위해 Service Manager 로 전송됩니다. 
l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에이전트가 수집 한 데이터를 분석, 저장 및 제공합니다. 
l MySQL Enterprise Monitor Proxy 및 Aggregator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니터링 되는 MySQL 인스턴스로 전송되는 쿼리를 
가로 채어 쿼리 분석기로 분석하기 위해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로 전송함. 

☞ MySQL Enterprise Monitor 는 에이전트 없이 구성이 가능하지만 성능상의 문제로 여러 서

비스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부적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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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ySQL Enterprise Monitor 기능 
1.2.1. Replication Dashboard 

MySQL Enterprise Monitor 는 MySQL 복제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발견하고 관련된 모든 
MySQL 인스턴스의 성능, 가용성 및 상태는 물론 단일 논리적 시스템으로서의 복제 토폴로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plication Status 뷰는 MySQL 5.7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자세

한 계측을 표시하며, Topology View 는 복제 토폴로지의 현재 구성을 표시하므로 복제 토폴로

지 전체, 개별노드 및 각 복제 서브 시스템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Backup Dashboard 
백업 대시보드는 MySQL Enterprise Backup 과의보다 강력한 통합을 제공하고 중요한 백업 활

동에 대한 주요 가시성을 제공하므로 가장 중요한 자산을 데이터 손실로부터 보호 할 수 있습

니다. 전체 MySQL 토폴로지 또는 개별 그룹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백업 메트릭을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인스턴스의 개별 백업에 대한 모든 주요 메트릭 및 세부 정보를 보려면 드
릴 다운하십시오. Best Practice Advisors 는 잠재적 인 문제가 발견 될 때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백업 작업이 예상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1.2.3. Access Control Lists (ACLs) 

역할 및 그룹 기반 액세스 제어는 MySQL DBA 가 MySQL 서버에 대해 세분화 된 보안 정책
을 정의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액세스 제어 목록은 다중 사용자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MySQL Enterprise Monitor 를 배포하는 조직의 계정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1.2.4. MySQL Enterprise Firewall Monitoring 
그래프 및 보고서를 사용하면 MySQL Enterprise Firewall 활동을 쉽게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

이스 별 공격으로부터 MySQL 서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 고문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 확인되면 경고하고 방화벽 및 관련 보안 설정의 구성 변경을 권장합니다. 
 

1.2.5. MySQL Enterprise Audit Monitoring 
MySQL 서버에서 MySQL Enterprise Audit 사용하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Best Practice 

Advisors 는 조직이 HIPAA, Sarbanes-Oxley 및 PCI 데이터 보안 표준과 같은 규정 준수를 충
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업 보안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2.6. Real-time MySQL Performance Monitoring and Alerts 
MySQL Enterprise Monitor 는 MySQL 쿼리 및 성능 관련 서버 메트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합니다. 기본 성능 추세와의 큰 차이에 대한 경고를 받고 권장사항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 구성 및 변수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1.2.7. Real-time MySQL Availability Monitoring 
데이터베이스 가용성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개발자와 DBA 는 SLA (Serv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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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약정을 충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8. Remotely Monitor MySQL in the Cloud 
클라우드 및 VM 을 사용하면 원격 에이전트 없이 원격으로 MySQL 서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1.2.9. Visually Manage All Your MySQL Servers 
 Visual Dashboard 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베이스 성능, 가용성, 중요 이벤트 등에 대
한 심층적 인 글로벌 뷰를 제공합니다. 단일 서버, 사용자 지정 그룹 또는 모든 서버를 시각적

으로 검사합니다. 풍부한 실시간 및 기록 그래프 세트를 사용하여 서버 통계 세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10. Visual Query Analysis 
실시간 쿼리 성능 모니터링, 실행 통계 확인, 속도 저하를 유발하는 SQL 코드 필터링 및 핀 

포인트. MySQL 서버 5.6 에서 성능 스키마를 사용하면 추가 소프트웨어 또는 구성 없이도 
MySQL 서버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1.2.11. Find and Fix Expensive Queries 
상관 그래프를 통해 개발자와 DBA 는 서버로드, 스레드 통계 또는 RAM 사용과 같은 실행 

매개 변수를 그 당시 실행중인 쿼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시간 조각을 강조 표
시하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쿼리를 찾고 더 큰 성능 문제의 잠재적 인 원인을 찾을 수 있
습니다. 

 

1.2.12. InnoDB Monitoring 
MySQL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InnoDB 메트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 

인 인덱스 사용, 잠금 문제 및 InnoDB 버퍼 풀 사용에 대한 알림을 받고 현재 성능과 분석 된 
트렌드를 기반으로 InnoDB 구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13. MySQL 클러스터 모니터링 

성능 및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MySQL 클러스터 메트릭을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프

를 통해 내역 정보를 검토하고 데이터 노드 캐시 적중률이 낮거나 데이터 메모리가 부족 해지

거나 실패한 노드와 같은 잠재적 문제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1.2.14. Disk Monitoring 

추세 분석 및 예상을 통해 관리자는 향후 용량 요구 사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MySQL 
Enterprise Monitor 는 "디스크 공간이 12 개월 만에 만료 될 경우 알림"과 같은 사용자 정의 
된 임계 값에 대해 운영 직원에게 예측 경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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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Operating System Monitoring 
평균적인 CPU 사용량, RAM 사용량, 스왑 사용량, 파일 시스템 사용량 및 디스크 I/O 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1.2.16. Identify Security Vulnerabilities 

MySQL Enterprise Monitor 는 MySQL 서버를 보호하고 개발자와 DBA 가 보안 문제를 발견하

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드바이저는 MySQL 보안 best practices 를 시행하고 시스

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잠재적 인 취약점을 경고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규칙을 제공합니다. 
 

1.2.17. Faster Tuning during Development and Testing 
개발 및 테스트 중에 성능 문제를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임으로써 프로덕션 환

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행하기 전에 성능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Installing MySQL Enterprise Monitor 
2.1. Installation Prerequisites 

2.1.1. System Requirements 

 Minimum Hardware Requirements Recommended Hardware Requirements 
CPUs 2 CPU Cores 4 CPU Cores or more 
Memory 2 GB RAM 8 GB RAM or more 

Disk 
Disk I/O subsystem applicable to a write-
intensive database 

RAID10 or RAID 0+1 disk setup 

 

2.1.2. MySQL Enterprise Monitor Disk space Requirements 

Platform Minimum Disk space Required by 
Service Manager 

Minimum Disk space Required by 
Monitoring Agent 

Linux x86 32-bit N/A 600 MB 
Linux x86 64-bit 1.3 GB 800 MB 
Mac OS X 1.2 GB 700 MB 
Solaris x86 64-bit 1.8 GB 800 MB 
Solaris Sparc 64-bit 1.7 GB 600 MB 
Free BSD N/A 300 MB (the FreeBSD installation does 

not include a JRE. It is assumed a 
compatible JRE is present on the system.) 

Windows x86 32-bit N/A 500 MB 
Windows x86 64-bit 800 MB 50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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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Supported Platforms 

n Supported Platforms 

 
 

n MySQL Requirements 

MySQL Enterprise Monitor 설치를 위한 MySQL Server 요구사항 입니다. 

-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설치 시 번들로 MySQL Server 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번

들 MySQL Server 가 아닌 MySQL Server 를 사용할 경우최소 MySQL Server 5.7.9 이상 이어야 

합니다. 

-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는 전용서버에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니터링 에이전트는 MySQL Server 버전 5.5 이상부터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MySQL 5.7 이전 GA 버전은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즉, MySQL 버전 5.7.0 ~ 5.7.5 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MySQL Enterprise Monitor 는 MySQL 5.7.6 이후의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 MySQL 5.7.8 버전을 모니터링 하려면 show_compatibility_56 OFF 로 설정해야 합니다. 

 

2.1.4. MySQL Enterprise Monitor Repository 
Enterprise Service Manager 에는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는 Repository 가 필요합니다. Enterprise 
Service Manager 에 번들된 MySQL Server 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다른 MySQL Server 를 사
용할 수도 있습니다. Enterprise Service Manager 와 동일한 서버 또는 원격 서버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번들 된 MySQL 인스턴스를 MySQL Enterprise Monitor 저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MySQL Enterprise Monitor 업그레이드 설치 프로그램은 번들 된 MySQL 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외부 MySQL 은 업그레이드 할 수 없습니다. 
-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와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스크립트는 번들로 제공되는 
MySQL 에서만 작동합니다. 
- Repository MySQL Server 버전은 5.7.9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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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DB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쿼리 캐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innodb_file_per_table=1 로 설정해야 합니다. 
- innodb_file_format=Barracuda 로 설정해야 합니다. 
- Linux / Unix 호스트의 innodb_flush_method=O_Direct경우 ZFS 가 사용되는 경우 Solaris 를 
제외하고는 ZFS 를 사용하는 경우 주석 처리 합니다. 
- innodb_log_file_size=2048M 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1.5. Supported Browsers 
다음 브라우저 버전은 MySQL Enterprise Monitor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

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 버전 11 이상 
- Safari : 대부분의 최신 주요 제작판 및 이전 출시버전 
- Firefox : 가장 최신의 주요 ESR 버전 이상 
- Google 크롬 : 가장 최신의 안정적인 채널 출시버전 
 

2.2. MySQL Enterprise Monitor Installation Types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설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 Small : 1 ~ 5 개의 MySQL 서버가 노트북 또는 low-end 서버에서 4GB 이하의 RAM 으로 모
니터링됩니다. 
-Medium : 4 - 8GB RAM 을 갖춘 중형, 공유 서버에서 최대 100 개의 MySQL 서버를 모니터링

합니다. 
- Large : 8GB 이상의 RAM 을 갖춘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전용의 하이앤드 서버

에서 100 개 이상의 MySQL 서버를 모니터링 합니다. 
 
아래의 파일에서 parameter 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setenv.sh/ setenv.bat :  
• Tomcat Heap Size (-Xms and -Xmx) : Tomcat 의 JVM 에서 사용할 수 있는 RAM 의 최소( -

Xms) 및 최대( -Xmx) 양을 정의합니다. -Xmx 와 –Xms 은 같은 값으로 설정된다. 
• Tomcat MaxPermSize: Tomcat 의 JVM 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풀의 최대 크기

를 정의합니다. 
- my.cnf/ my.ini: 
• table_definition_cache: 정의 캐시에 저장할 수있는 테이블 정의의 수를 정의합니다. 

• innodb_buffer_pool_size: InnoDB 버퍼 풀의 크기를 메가 바이트 단위로 정의한다. 

Parameter Small Medium Large 
Tomcat Heap Size 512 MB 768 MB 2048 MB 
Tomcat MaxPermSize 200 MB 512 MB 1024 MB 
table_definition_cache 800 2048 2048 



 

- 10 - 

innodb_buffer_pool_size 100 MB 768 MB 8096 MB 

 

2.3. Service Manager Installation 
MySQL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관리자를 루트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를 루트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oot 로 설치하면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사용자를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루트로 설치하지 않으면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가 시스템 부팅 시 자동으로 시작될 수 없으므로 수동으로 시작해

야 합니다. 
 

[설치파일 실행] 

[root@monitor mysql]# ./mysqlmonitor-3.4.2.4181-linux-x86_64-installer.bin 
 

[언어 선택] 

언어 선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언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설치] 

• Setup 

 

• Installation directory 

 
• Select Requirements • Tomcat Server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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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cat Server Port : 기본값은 18080 입니

다. 
- Tomcat SSL Port : 기본값은 18443 입니다.
이 포트는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와 통신하기 위해 SSL 을 사용해야

하는 에이전트와의 통신에 필수입니다 
• Service Manager User Account 

 
-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가 실행

해야하는 사용자 계정의 이름을 선택 

• Database Installation 

 

- 번들 된 MySQL DB 를 사용할 경우 Service 

Manager 사용자에게 저장소를 완전히 제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Repository Configuration • Ready to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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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sitory Username :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가 저장소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이며 기본 Username 은 

service_manager 입니다. 

- Password/Re-enter : 사용할 암호를 입력

합니다. 

- MySQL Hostname or IP address : 기존 

MySQL DB 를 사용할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MySQL Database Port : Service Manager 가 

MySQL 인스턴스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트 입니다. 번들 repository 를 선택한 경

우 기본 포트는 13306 이며 기존 인스턴스를 

선택한경우 기본 포트는 3306 입니다. 

- MySQL Database Name: repository 이름입

니다. 

- Use SSL when connecting to the database: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와 

Repository 간의 모든 통신에 SSL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 Completed installing files • Finish 



 

- 13 - 

  

 

2.3.1. Starting/Stopping the MySQL Enterprise Monitor Services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설치 디렉토리의 mysqlmonitorctl.sh/ mysqlmonitor.bat 파일

을 사용하여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Service 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제어 항목은 
MySQL Server 와 톰캣서버 입니다. 
• 명령어 항목 

[root@monitor monitor]# ./mysqlmonitorctl.sh help 

usage: ./mysqlmonitorctl.sh help 

       ./mysqlmonitorctl.sh (start|stop|status|restart) 

       ./mysqlmonitorctl.sh (start|stop|status|restart) mysql 

       ./mysqlmonitorctl.sh (start|stop|status|restart) tomcat 

 

help       - this screen 

start      - start the service(s) 

stop       - stop  the service(s) 

restart    - restart or start the service(s) 

status     - report the status of the service(s) 

 

•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Service 시작 

[root@monitor monitor]# ./mysqlmonitorctl.sh start 

Starting mysql service  [ OK ] 

2017-07-31T09:51:55.007983Z mysqld_safe Logging to 

'/opt/mysql/enterprise/monitor/mysql/data/monitor.err'. 

2017-07-31T09:51:55.065872Z mysqld_safe Starting mysqld daemon with databases from 

/opt/mysql/enterprise/monitor/mysql/data 

Starting tomcat service  [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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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Service 종료 

[root@monitor monitor]# ./mysqlmonitorctl.sh stop   

Stopping tomcat service .................. [ OK ] 

Stopping mysql service .. [ OK ] 

 

2.4. Monitor Agent Installation 
2.4.1. General Agent Related Notes 

- 에이전트는 Admin, General (optional), and Limited (optional) 다른 권한을 가진 계정을 사용하

여 관리되며 수동 또는 설치 시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호스트당 하나의 에이전트가 설치되며 에이전트는 호스트와 MySQL 인스턴스를 
모니터링 합니다. 에이전트는 원격 MySQL 인스턴스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 에이전트는 호스트에서 자동으로 MySQL 인스턴스를 감지하며 새로운 MySQL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작업은 MySQL Enterprise Monitor UI 또는 명령어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중에 모니터 할 MySQL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선택 사항입니다. Installer 를 실행하는 동
안 MySQL 인스턴스를 정의하도록 선택한 경우, 호스트의 추가 MySQL 인스턴스가 감지되어 
MySQL Enterprise Monito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고되며 구성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에 표시되는 에이전트 설치 관리자를 통해 모니터링 된 
MySQL 인스턴스를 그룹에 할당 할 수 있습니다. 
 

2.4.2. Creating MySQL User Accounts for the Monitor Agent 
MySQL 인스턴스의 server, including variable names, replication, and storage engine status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는 MySQL 인스턴스에 생성되어야 합니다. 
- Admin : CREATE USER, SHOW VIEW, PROCESS, REPLICATION CLIENT, SELECT and 
SHOW DATABASES privileges globally, and UPDATE on the performance_schema.threads table, 
WITH GRANT OPTION for all.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필수 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 SHOW DATABASES: MySQL Enterprise Monitor Agent 는 모니터링되는 MySQL 서버에 대한 인

벤토리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 REPLICATION CLIENT: MySQL Enterprise Monitor Agent 는 복제 마스터 / 슬레이브 상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MySQL Replication Advisor 규칙을 사용하는 경

우에만 필요합니다. 

• SELECT: MySQL Enterprise Monitor Agent 는 테이블 개체에 대한 통계를 수집 할 수 있습

니다. 

• SUPER: MySQL Enterprise Monitor Agent 는 SHOW ENGINE INNODB STATUSInnoDB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MySQL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테이블을 SHOW MASTER STATUS 채울 때 복제 정보를 얻고 복제 를 일시적으로 

끄기 mysql.inventory 위해 필요합니다. 

• PROCESS: MySQL 5.1.24 이상 실행 중이거나 모니터링 할 때 InnoDB 의 PROCESS 권한을 실

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 INSERT: MySQL 5.6 이상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이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에서 



 

- 15 - 

사용하는 UUID 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 CREATE: MySQL 5.6 이상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이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MySQL 

Enterprise Monitor Agent 는 테이블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 UPDATE on the performance_schema.threads table: SQL 문 이 Query Analyzer 에서 실행

하는 EXPLAIN 계획에 의해 트리거 될 수있는 경고 또는 오류 이벤트를 생성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mysql> GRANT SELECT, CREATE USER, REPLICATION CLIENT, SHOW DATABASES, SUPER, PROCESS 

    -> ON *.* 

    -> TO  'admin'@'%' 

    -> IDENTIFIED BY 'goodus'; 

Query OK, 0 rows affected, 1 warning (0.01 sec) 

mysql> GRANT CREATE, INSERT 

    -> ON mysql.* 

    -> TO  'admin'@'%' 

    -> IDENTIFIED BY 'goodus'; 

Query OK, 0 rows affected, 1 warning (0.01 sec) 

 

2.4.3. Monitoring Agent Installation 
[설치파일 실행] 

[root@master mysql]# ./mysqlmonitoragent-3.4.2.4181-linux-x86-64bit-installer.bin 
 
[언어 선택] 

 

 
[설치] 
• Setup • Installation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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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ation directory: 설치경로를 지정합니

다. 
- TCP/IP: 에이전트가 TCP/IP 를 사용하여 모
니터링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WINDOW 플
랫폼에서는 이 옵션만 사용 가능합니다. 
- Socket: 에이전트가 모니터 된 데이터베이

스에 연결하기 위해 소켓을 사용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WINDOW 플랫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뒤에서 Socket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 Monitoring Options 

 
- Host only 를 선택하면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에 대한 연결만 구성하면 되
며 Host and dtabase 를 선택하는 경우 데이

터베이스 연결 설정도 구성해야 합니다. 

• Ready to Install 

 
- 설치를 시작합니다. 

• Monitoring Options • Monitored Databas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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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name or IP address: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가 설치된 IP 또는 Host 
name. 
- Tomcat SSL Port: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가 사용하는 Port. 
- Agent Username: 모든 에이전트가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 이름. 
- Agent Password: Agent 사용자 패스워드 
- Re-enter: 다시 입력. 
 

Options 

 
- 사용자 계정에 암호화 구성을 선택할 경우 
암호화  

• Monitoring Options 

 

 

• Monitoring Options 

 

 

• Start MySQL Enterprise Monitor Agent •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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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Starting/Stopping the MySQL Enterprise Monitor Agent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설치 디렉토리의 mysqlmonitorctl.sh/ mysqlmonitor.bat 파일

을 사용하여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Service 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제어 항목은 
MySQL Server 와 톰캣서버 입니다. 
• 명령어 항목 

[root@slave mysql]# /etc/init.d/mysql-monitor-agent help  

Usage: /etc/init.d/mysql-monitor-agent {start|stop|restart|status} 

 

•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Service 시작 

[root@slave mysql]# /etc/init.d/mysql-monitor-agent start 

Starting MySQL Enterprise Agent service...                 [  OK  ] 

 

• MySQL Enterprise Service Manager Service 종료 

[root@slave mysql]# /etc/init.d/mysql-monitor-agent stop 

Shutting down MySQL Enterprise Agent service...            [  OK  ] 

 

3. MySQL Enterprise Monitor 설치 완료 
3.1. Overview 화면 
MySQL Enterprise Monitor 요약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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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ySQL Instance 
등록된 MySQL 인스턴스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