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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탭 웹 사용자 매뉴얼] 

1. 계정 생성 페이지 

 

Email : 계정 ID로 사용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Password : 암호는 문자와 숫자를 포함하여 8자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Password Confirm : 암호 검증을 위해 재입력합니다. 

Login to your Account :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2) 

 

    계정 생성 절차가 성공하면 에이전트 설치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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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페이지 

 

Email : 계정 ID로 이용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Password : 암호는 문자와 숫자를 포함하여 8자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Remember Me :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기억합니다.  

Forgot Password? : 암호를 잊은 경우 암호 재설정 과정을 실행합니다. 

Create an Account : 계정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1) 

 

    로그인 절차가 성공하면 서버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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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윈도우 서버 설치 페이지 

에이전트 설치 과정 

1. 윈도우용 와탭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와탭 설치파일을 실행합니다. 

3. 설치 과정이 완료되면 서버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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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리눅스 서버 설치 페이지 (Ububtu/Debian) 

 

에이전트 설치 과정 

1. 와탭 리포지토리를 추가합니다. 

2. 와탭 서버 모니터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3. 설정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서버 모니터 데몬을 시작합니다. 

4. 설치 과정이 완료되면 서버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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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리눅스 서버 설치 페이지 (CentOS/RedHat) 

 

에이전트 설치 과정 

1. 와탭 리포지토리를 추가합니다. 

2. 와탭 서버 모니터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3. 설정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서버 모니터 데몬을 시작합니다. 

4. 설치 과정이 완료되면 서버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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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시보드 페이지 

 

 대시보드 탭 (☞ 페이지 6) 

 서버 탭 (☞ 페이지 8) 

 알림 탭 (☞ 페이지 16) 

 

대시보드 요약 보기 : 서버를 최대 5대까지 선택하여 현황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운영 현황  

 최근 알림 내역 

 서버 알림 상위 5 

 상태 차트 

 CPU 사용량 (%) 

 메모리 사용량 (%) 

 디스크 사용량 (%) 

 트래픽 총량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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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시보드 서버 선택 창 

 

Selected Servers : 선택된 서버 

Add to Dashboard/Delete from Dashboard : 대시보드에 추가/대시보드에서 제거 

Apply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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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버 페이지 

5-1. 서버 목록 페이지 

    

 

서버 목록 

Search : 검색어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를 찾을 수 있습니다. 

Add : 서버를 목록에 추가합니다. 

Action : 서버를 선택하여 일시정지, 재개, 해지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Server Status : 서버 상태를 표시등의 색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심각), 노란색 (경고), 녹색 (정상), 회색 (일시정지) 

    

Latest Alert 5 : 가장 최근의 알림 내역 5개를 보여줍니다.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알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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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버 요약 보기 페이지 

 

 

 CPU 탭 (☞ 페이지 10) 

 메모리 탭 (☞ 페이지 11) 

 프로세스 탭 (☞ 페이지 12) 

 디스크 탭 (☞ 페이지 13) 

 트래픽 탭 (☞ 페이지 14) 

 알림 설정 탭 (☞ 페이지 15)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사용량, 트래픽 총량 

  알림 내역, 서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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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버 상세 페이지 (CPU) 

 

CPU 상세 페이지 

 CPU 사용량 (%) : CPU 백분율 사용량을 차트 그래프로 표현해서 보여줍니다. 

 CPU Idle (%) : CPU Idle 백분율을 차트 그래프로 표현해서 보여줍니다.  

 CPU 사용 프로세스 (%) : 각 프로세스 별로 CPU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차트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료 상품에 한정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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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버 상세 페이지 (메모리) 

 

메모리 상세 페이지 

 실제 메모리 (%) : 실제 메모리 양을 차트 그래프로 표현해서 보여줍니다. 

 메모리 사용량 (byte) : 메모리 사용량을 차트 그래프로 표현해서 보여줍니다. 

 메모리 사용 프로세스 (MB) : 각 프로세스 별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차트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료 상품에 한정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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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버 상세 페이지 (프로세스) 

 

프로세스 상세 페이지 

 CPU 사용량 (%) : 선택된 프로세스의 CPU 백분율 사용량을 차트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메모리 사용량 (byte) : 프로세스의 메모리 사용량을 차트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프로세스 갯수 (count) :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차트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프로세스 목록 : 프로세스 목록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줍니다. 

 프로세스 알림 :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프로세스가 동작하지 않을 때 알림이 발생됩니다.  

 

   *차트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료 상품에 한정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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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서버 상세 페이지 (디스크) 

 

디스크 상세 페이지 

 디스크 I/O 사용률 (iops) : 디스크 I/O 사용률을 차트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디스크 사용량 (%) : 디스크 백분율 사용량을 차트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디스크 목록 (GB) : 서버에 설치된 디스크 목록을 보여줍니다. 

 

   *차트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료 상품에 한정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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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서버 상세 페이지 (트래픽) 

 

트래픽 상세 페이지 

 네트워크 I/O 사용률 (bps) : 네트워크 I/O 사용률을 차트 그래프 형태로 보여줍니다. 

 네트워크 총 사용량 (bps) : 네트워크 총 사용량을 차트 그래프 형태로 보여줍니다. 

 네트워크 카드 목록 (TX, RX) : 서버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드 목록을 보여줍니다. 

 

   *차트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료 상품에 한정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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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알림 설정 페이지 

 

서버 다운시 알림, CPU, 메모리, 디스크의 경고/심각 상태의 개별 임계치와  

지속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계치 입력은 슬라이드 바를 좌우로 이동하거나 텍스트 입력창에서 숫자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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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림 내역 페이지 

6-1. 알림 내역 요약 페이지 

 

서버명, 알림 내역, 현재 상태와 처리 내역을 보여줍니다.  

또한 알림 발생 시점과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알림 내역 상세 보기 : 알림에 대한 상세 내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17) 

연필 아이콘 : 처리 내역을 작성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발생합니다.. (☞ 페이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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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알림 내역 상세 페이지 

 

알림 내역 상세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알림 발생 시간 

  중요도 

  서버명 

  알림 발생 내용 

  현재 상태 

 

알림이 발생한 시점의 스냅샷을 차트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CPU 사용량 (%) 

  메모리 사용량 (%) 

  디스크 사용량 (%) 

  트래픽 I/O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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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처리 내역 입력 팝업 창 

 

 

처리 내역을 작성하거나 입력된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내역을 작성한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