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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지식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례 및 개선 요청을 제출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HP 지원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고객과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조사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영역을 이용하려면 HP Passport 사용자로 등록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지원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HP Passport ID를 등
록하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h20229.www2.hp.com/passport-registration.html
액세스 수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h20230.www2.hp.com/new_access_levels.jsp
HP Software Solutions Now를 통해 HPSW 솔루션 및 통합 포털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HP 제품 솔루션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서 HP 제품 간 통합의 전체 목록과 함께 ITIL 프로세스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의 URL은
http://h20230.www2.hp.com/sc/solutions/index.jsp입니다.

HP Universal CMDB (10.10)

2/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목차
목차

3

소개

10

1장: CMDB(구성 관리 데이터베이스)

11

CMDB 개요

11

UCMDB/Universal Discovery에 대한 IPv6 지원

12

CI(구성 항목)

13

쿼리 노드 및 관계

13

UCMDB의 기록 내역 저장소 및 제거

13

URM(Unified Resource Manager)

15

2장: UCMDB에 로그인

16

UCMDB에 로그인하는 방법

16

자동으로 UCMDB에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

18

UCMDB 로컬 설치 모드에 로그인하는 방법

18

사용자 비활성 로그아웃 기본 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방법

19

로그인 문제 해결

19

3장: HP Universal CMDB 탐색

22

HP Universal CMDB 탐색 사용자 인터페이스

22

메뉴 및 옵션

24

상태 표시줄

25

주석 도구

27

4장: UCMDB Browser

32

UCMDB Browser 개요

32

UCMDB Browser 사용을 위한 초기 설정

33

UCMDB Browser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34

CI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방법

34

UCMDB 통합 사용자 자격 증명을 변경하는 방법

36

UCMDB-UI 서버 URL을 구성하는 방법

37

LW-SSO를 구성하는 방법

37

SSL을 구성하는 방법

38

HP Universal CMDB (10.10)

3/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다중 UCMDB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

39

데이터 로드에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하는 방법

40

Tomcat 서버의 기본 포트를 변경하는 방법

41

다른 루트 컨텍스트에 UCMDB Browser를 배포하는 방법

41

UCMDB Browser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42

다중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

43

고급 검색 엔진을 구성하는 방법

43

UCMDB Browser를 브랜딩하는 방법

56

관리

58

5장: UCMDB 서버 관리

59

기본 관리 작업

59

JMX 콘솔에 액세스하는 방법

60

JMX 콘솔을 사용하여 UCMDB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방법

62

최고 가용성을 구성하는 방법

62

UCMDB 메일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

64

UCMDB 구성 요소의 루트 컨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

64

응용 프로그램 제목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

65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65

UCMDB 로그 수준을 구성하는 방법

66

로그 파일 및 스레드 덤프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67

JMX 콘솔을 사용하여 지원에 액세스

68

사용자 활동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

71

UCMDB 서비스

71

UCMDB 서버 포트

74

UCMDB Integration Service 포트

75

로그 파일

75

일반 로그 파일

76

클래스 모델 로그 파일

77

TQL 로그 파일

78

데이터 입력 로그 파일

79

기록 내역 로그 파일

80

HP Universal CMDB (10.10)

4/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엔리치먼트 로그 파일

82

DAL 로그 파일

82

인증 로그 파일

83

UCMDB UI 로그 파일

84

데이터 흐름 관리 로그 파일

84

로그 심각도 수준

86

로그 구성 대화 상자

86

문제 해결 및 제한 사항

87

6장: 인프라 설정 관리자

88

인프라 설정 관리자 개요

88

인프라 설정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88

기본값 변경 대화 상자

88

인프라 설정 관리자 페이지

89

7장: 패키지 관리자

91

패키지 관리 개요

91

패키지 Zip 파일 컨텐츠 및 형식

93

통합 어댑터용 패키지

93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

93

패키지를 배포하는 방법

94

패키지를 내보내는 방법

95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팩을 설치하는 방법

96

JMX 콘솔을 사용하여 패키지 관리자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96

패키지 리소스

99

리소스 유형

102

패키지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104

내보낼 리소스 선택 대화 상자

104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패키지 편집 마법사

105

패키지 속성 페이지

105

리소스 선택 페이지

106

선택 요약 페이지

108

패키지 내보내기 대화 상자

HP Universal CMDB (10.10)

108

5/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필터 대화 상자

108

찾기 대화 상자

110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

110

패키지 리소스 배포 취소 마법사

114

리소스 제거 페이지

115

선택 요약 페이지

115

문제 해결 및 제한 사항
8장: 상태 관리자

115
117

상태 관리자 개요

117

상태를 정의하는 방법

117

상태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118

상태 관리자 페이지
9장: 스케줄러

118
120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

120

스케줄러 사용자 인터페이스

121

수행 정의 대화 상자

121

필터 대화 상자

122

작업 정의 대화 상자

123

작업 스케줄러 페이지

126

날짜 선택 대화 상자

128

시간 선택 대화 상자

128

10장: 받는 사람 관리자

129

받는 사람 관리자 개요

129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정의하는 방법

129

받는 사람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129

메일 받는 사람 추가 대화 상자

129

받는 사람 관리자 페이지

130

11장: CI 수명 주기 및 에이징 메커니즘

131

에이징 메커니즘 개요

131

CI 수명 주기 - 개요

132

에이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실행하는 방법

132

HP Universal CMDB (10.10)

6/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CI 수명 주기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과를 필터링하는 방법

134

CI 수명 주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134

에이징 실행 통계 대화 상자

135

에이징 상태 탭

135

CI 수명 주기 및 관계 탭

136

CI 수명 주기 페이지

139

필터 대화 상자

140

에이징 매개 변수

보안 구성

141

142

12장: UCMDB에 대한 사용자 권한

143

단일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

143

사용자 권한 워크플로

144

UCMDB Browser의 사용자 권한

144

다중 테넌트 개요

147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

150

테넌트 연관 규칙

153

다중 테넌트 UCMDB 환경의 Configuration Manager

154

다중 테넌트 워크플로

155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을 변경하는 방법

156

사용자 권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156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

156

역할 및 리소스 그룹에 리소스 할당 대화 상자

160

13장: 사용자 및 그룹

162

사용자 및 그룹 개요

162

사용자 및 그룹 워크플로

163

사용자 및 그룹 사용자 인터페이스

163

새 그룹 마법사

164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164

그룹 연관 페이지

164

역할 연관 페이지

165

기본 테넌트 페이지

165

HP Universal CMDB (10.10)

7/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새 사용자 마법사

166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페이지

166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

168

그룹 연관 페이지

168

역할 연관 페이지

168

기본 테넌트 페이지

169

테넌트 역할의 선택 대화 상자

169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

170

14장: 역할 관리자

174

역할 관리자 개요

174

새 역할을 만들고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

175

역할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176

새 역할 대화 상자

176

역할 관리자 페이지

177

리소스 탭

178

브라우저 CI 액세스 컨트롤 탭

179

리소스 그룹 탭

180

일반 수행 탭

181

역할 세부 정보 탭

181

권한 개요 탭

181

권한 요약
15장: 리소스 그룹

181
188

리소스 그룹 개요

188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

188

리소스 그룹 사용자 인터페이스

189

새 리소스 그룹 대화 상자

189

리소스 그룹 페이지

189

16장: 소유권 관리

192

소유권 관리 개요

192

소유권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192

소유권 관리 페이지

HP Universal CMDB (10.10)

192

8/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17장: LDAP 매핑

194

LDAP 매핑 개요

194

HP Universal CMDB 사용자 그룹과 LDAP 그룹 동기화

194

Active Directory용 LDAP를 구성하는 방법

196

LDAP 매핑 사용자 인터페이스

197

UCMDB 그룹으로 LDAP 그룹 매핑 대화 상자

198

LDAP 매핑 페이지

198

원격 그룹 사용자 대화 상자

199

18장: 테넌트 관리

200

테넌트 관리 개요

200

테넌트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200

새 테넌트/테넌트 편집 대화 상자

200

테넌트 관리 페이지

201

바로 가기 메뉴

피드백을 보내주십시오!

HP Universal CMDB (10.10)

202

203

9/203 페이지

소개

HP Universal CMDB (10.10)

10/203 페이지

1장: CMDB(구성 관리 데이터베이스)
이 장의 내용:
CMDB 개요

11

UCMDB/Universal Discovery에 대한 IPv6 지원

12

CI(구성 항목)

13

쿼리 노드 및 관계

13

UCMDB의 기록 내역 저장소 및 제거

13

URM(Unified Resource Manager)

15

CMDB 개요
CMDB는 DFM(Data Flow Management) 프로세스, 다양한 타사 응용 프로그램과 도구에서 수집된
구성 정보의 중앙 저장소입니다.
CMDB에는 HP Universal CMDB에서 만든 모든 CI(구성 항목) 및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FM
프로세스에서 자동으로 만든 경우와 수동으로 삽입된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CI 및 관계는 비즈
니스를 운영하는 IT 유니버스의 모든 구성 요소 모델을 나타냅니다. CMDB는 DFM 프로세스를 통해
수집 및 업데이트한 인프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DFM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CMDB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IT 유니버스 모델은 수백만 개의 CI를 포함하는 매우 큰 규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CI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IT 유니버스 환경에 포함된 전체 구성 요소의 하위 집합을 제공하는 한 보기에서
CI를 사용합니다.
팩터리 보기 또는 모델링 스튜디오에 정의된 보기를 사용하여 CMDB의 CI 및 관계를 표시하고 관리
합니다. 이러한 보기는 특정 IT 영역을 중점적으로 표시하며, CI 선택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보기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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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B에는 보기에 표시하기 위해 CMDB에서 데이터를 쿼리 및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TQL 쿼리 정
의도 포함됩니다. 또한 CI와 관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CI 유형의 저장소인 CIT(구성 항목 유형)
모델이 포함됩니다. TQL 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토폴
로지 쿼리 언어"를 참조하십시오.

UCMDB/Universal Discovery에 대한 IPv6 지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UCMDB 및 Universal Discovery에서 다음과 같이 IPv6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l

UCMDB 웹 UI(Jetty 웹 서버 및 Java 애플릿 포함)는 IPv6에 대해 작동합니다.

l

JMX 인터페이스도 순수 웹 UI(예: 로그인 화면)와 마찬가지로 IPv6을 지원합니다.

l

Data Flow Probe의 UCMDB 서버 통신은 IPv6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l

프로브 클러스터링은 IPv6 통신을 지원합니다.

l

UCMDB 서버는 IPv6을 통해 MS SQL/Oracle/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l

고가용성 클러스터(JGroups 수준)는 IPv6을 통해 작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l

UCMDB Browser는 IPv6을 지원합니다.

l

l

Data Flow Probe 및 관리 영역의 IP 범위를 UCMDB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IPv6 형식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새 범위/범위
편집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UCMDB와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일부 디스커버리 및 통합은 IPv6에 대해 작동합니다. 지원
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n

n

기본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o

IPv6 범위를 통해 Ping 스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

IP/MAC 주소 수집 작업이 IPv6 특정 ARP 캐시 테이블을 읽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인벤토리 디스커버리 및 여러 해당 구성 요소는 IPv6을 사용합니다.
o

인벤토리 스캐너(오프사이트 스캔 파일 저장)

o

스캐너 스케줄러(스캐너 다운로드 및 구성)

o

Store and Forward Server

o

UD 에이전트(통신 및 알림(Call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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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스캐너 기반 인벤토리 디스커버리 작업

o

수동 스캐너 배포 기반 인벤토리 디스커버리

참고: IPv6을 지원하는 디스커버리 작업 및 통합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P UCMDB 디스커
버리 및 통합 컨텐츠 안내서에서 "IPv6 지원"에 관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

UCMDB SDK API는 IPv6에 대해 작동합니다.
SDK는 IPv6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사용하는 API에서는 IPv6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 디스커버리 범위의 경우).

l

웹 서비스는 IPv6에 대해 작동합니다.

CI(구성 항목)
CI(구성 항목)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고객 등 시스템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엔터티를 나타내는 CMDB의 구성 요소입니다. CI는 CMDB에서 IT 유니버스 모델의 일부분
으로, 조직 IT 환경의 상호 종속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계층 구조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HP Universal
CMDB의 상호 종속 관계를 관계라고 합니다.
각 CI는 CIT(구성 항목 유형)에 속합니다. CIT는 HP Universal CMDB에 사용되는 CI의 범주를 정의
합니다. CIT는 각 범주에서 CI 및 연결된 속성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보기를 사용하여
CMDB에서 CI를 보고 관리합니다. 각 보기에는 IT 유니버스 모델의 일부분이 중점적으로 표시됩니
다.
HP Universal CMDB에서 CI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CI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쿼리 노드 및 관계
쿼리 노드는 엔리치먼트 관리자, 영향 분석 관리자 및 모델링 스튜디오에서 TQL 쿼리가 작성되는 구
성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UCMDB 관리자에서 TQL
쿼리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보기에서 작업할 때는 쿼리 노드를 HP Universal CMDB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보기 노
드라고 합니다.
관계는 CI 간에 정의된 연결로, TQL 쿼리의 각 쿼리 노드 쌍에 대해 한 번에 하나씩 정의됩니다. 관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관계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UCMDB의 기록 내역 저장소 및 제거
기록 내역 저장소
HP Universal CMDB은(는) 모든 CI와 관계의 기록 내역을 저장합니다. 기본적으로 CI 또는 관계의
모든 특성에 대한 기록 내역이 저장됩니다. 특성에 대해 기록 내역이 추적되지 않음 한정자를 선택하
면 기록 내역 저장소에서 특정 CIT 특성을 제외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T 특성 편집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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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특성 추가/편집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기준선 프로세스
CI 및 관계에 대해 저장된 이벤트는 CI 유형별로 그룹화됩니다. 월별 기간마다 각각의 CI 유형에 따
라서 CI 인스턴스 기록 내역 이벤트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각 테이블을 시작
할 때 모든 CI 및 관계에 대해 최신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그러한 기록 내역 항목을 기준선이라고 합
니다. 기준선 프로세스는 기록 내역에 새 테이블을 생성하고 기준선 항목을 기록하는 메커니즘입니
다.
기준선 프로세스는 기간의 시작 시간으로 고정된 날짜 및 시간에 실행됩니다. 이 값은
hp\UCMDB\UCMDBServer\conf 폴더에 있는 override.properties 파일의
history.baseline.defined.start.date 설정을 사용하여 정의합니다. 이 설정은 처음 2자리에 날짜
를 저장하고 뒤의 2자리에 시간을 저장합니다(날짜와 시간 사이에 공백). 이 설정은 모든 CI 유형에
적용되며 기준선 프로세스는 매월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시간에 실행됩니다. 설정의 기본값은 10
00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매월 10일이 되는 자정에 기준선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
다.
기간이 시작될 때 서버가 다운되어 있으면 다음 날 서버가 실행 중인 동안 미리 정의된 기준선 시간에
기준선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필요한 모든 테이블을 만듭니다. 새 기간을 시작할 때 기준선 프로세스
를 실행하지 못했고 새 테이블을 아직 만들지 않은 경우는 새 기간이 시작된 후의 모든 기록 내역 이
벤트가 이전 기간의 테이블에 임시로 저장됩니다. 이 이벤트는 다음에 기준선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새 기간을 위한 테이블을 만들 때 적절한 월별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참고:
l

l

l

날짜 설정에는 01에서 28까지의 값을 사용할 수 있고, 시간 설정에는 00에서 23까지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프로세스의 시작 시간은 기록 내역 제거 또는 에이징 프로세스 시간과 달라야 합니다.
기준선 프로세스는 채우기 통합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프로세스 시간에서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실행해야 합니다.

기록 내역 제거
HP Universal CMDB는 저장된 기록 내역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거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24시
간 간격으로 매일 밤 제거를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 내역 인프라 설정을 사용하여 제거 일정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

최초 실행의 기록 내역 스케줄러 시간. 첫 번째 제거가 예정된 시간입니다.

l

기록 내역 스케줄러 간격. 제거 작업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제거를 실행하면 CMDB에서 제거된 CI 및 관계를 제외한 특정 시간 전의 모든 기록 내역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제거된 CI 및 관계 데이터는 추가로 지정된 기간 동안 다른 테이블에 저장됩
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 내역 인프라 설정을 사용하여 기록 내역 데이터를 저장할 기간(개월)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l

저장할 기록 내역 기간(개월). 기록 내역 데이터를 저장할 개월 수입니다. 이 기간보다 오래된 데
이터는 모두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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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거된 데이터를 저장할 기록 내역 소거 추가 기간(개월). CI 및 관계 데이터를 제거한 후 제거된
데이터를 저장할 개월 수입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데이터가 추가 기간 동안 저장되지 않습
니다.
참고: 제거를 비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거는 설정된 일정에 따라 서버를 시작하는 즉시 실행
됩니다.

URM(Unified Resource Manager)
URM(Unified Resource Manager)은 CMDB 리소스의 XML 기반 저장소입니다. 리소스는 CI가 아
닌 모든 CMDB 데이터로 정의됩니다. 리소스의 예로는 디스커버리 스크립트, 통합 및 디스커버리 어
댑터, 디스커버리 작업 등과 같은 디스커버리 리소스 외에도 TQL 쿼리, 보기, 사용자 및 클래스 모듈
이 있습니다.
URM에는 JMX 콘솔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JMX 콘솔 페이지에서
UCMDB:service=URM Services를 클릭하여 관련 메서드가 포함된 JMX 페이지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디스커버리 리소스 기록 내역을
보는 방법"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URM에서는 리소스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URM 유형 Auth_USER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저장됩니다.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URM의 사용자를
나타내는 XML 파일의 비밀번호 특성에서 해시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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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UCMDB에 로그인하는 방법

16

자동으로 UCMDB에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

18

UCMDB 로컬 설치 모드에 로그인하는 방법

18

사용자 비활성 로그아웃 기본 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방법

19

로그인 문제 해결

19

UCMDB에 로그인하는 방법
1. 웹 브라우저에서 HP Universal CMDB 서버의 URL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도메인 이름>:8080
여기서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도메인 이름>은 HP Universal CMDB 서버의 정규화된 도메
인 이름(FQDN)을 나타냅니다.
HP Universal CMDB가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 작동하도록 설정된 경우 https://<proxy_
server_name>:443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proxy_server_name은 프록시 서버의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컴퓨터에 적절한 Java 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sun.com 또는 UCMDB 서버에서
해당 버전을 다운로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Java를 설치하지 않고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Java 애플릿이 있어야 올바르게 표시되는 페이지를 볼 수 없습니다.
UCMDB 시작 화면에는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n

n

n

n

UCMDB. 로그인 페이지를 엽니다. 로그인하면 마지막 세션을 종료할 때 열려 있던 모듈이
열립니다. 사용자 기본 설정이 삭제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T 유니버스 관리자가 열립니다.
사용자 관리. 로그인 페이지를 엽니다. 로그인하면 UCMDB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 모듈로 연결됩니다.
UCMDB Configuration Manager. Configuration Manager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링크
를 활성화하려면 Configuration Manager가 실행 중이어야 하며 Configuration Manager
URL의 인프라 설정에 응용 프로그램의 URL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UCMDB Browser. UCMDB Browser를 엽니다. UCMDB Browser는 UCMDB 정보를 쉽고
빠르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웹 기반 도구입니다. 링크를 활성화하려면 UCMDB Brows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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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이어야 하며 UCMDB Browser URL의 인프라 설정에 응용 프로그램의 URL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인프라 설정 UCMDB Browser에 액세스 설정을 통해 UCMDB Browser UI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n

UCMDB 클래스 모델. 클래스 모델에 있는 모든 패키지, CI 유형 및 관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UCMDB 클래스 모델 참조를 엽니다.

n

서버 상태. 서버 상태 페이지를 엽니다.

n

JMX 콘솔. JMX 콘솔 인터페이스를 통해 CMDB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n

API 연결 테스트. CMDB에 대해 API를 실행할 때 사용할 HP Universal CMDB 서버 관련 정
보를 표시합니다.

n

API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UCMDB API jar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n

API 참조. HP UCMDB API 참조 문서를 엽니다.
참고: UCMDB, UCMDB Configuration Manager 및 UCMDB Browser에 액세스하려면 유
효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센스가 만료되었으면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라이센스가 만료될 때까지 남은 일 수가 인프라 설정 관리자의 라이센스 만료
알림 기간 설정(기본값은 30일)보다 적으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UCMDB 또는 사용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팁: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려면 http://<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도메인 이
름>:8080/ucmdb를 입력합니다.
3. 로그인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4. HP Universal CMDB가 다중 고객 또는 다중 상태 환경(예: HP Software-as-a-Service 또는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 설치된 경우 고객 필드가 표시됩니다. 목록에
서 고객 이름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이 컴퓨터에 로그인 정보 저장. 다음에 UCMDB에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이름과 비밀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로그인에 대해 선택합니다.
6.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하면 화면 오른쪽 위에 사용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참고: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 사용자: 데이터 흐름 관리 모듈은 실제
상태에서 UCMDB에 로그인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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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UCMDB에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
법
고급 로그인 옵션을 사용하면 로그인을 자동화하고, 로그인 액세스를 제한하고, HP Universal
CMDB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자동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다음에 URL을 입력하여 HP Universal
CMDB에 액세스할 때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로그인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열
리도록 설정된 기본 페이지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주의: 이 옵션은 보안상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HP Universal CMDB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 컴퓨터에 로그인 정보 저장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세션을 완료할 때 페이지 위쪽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지 않고 브라우저 창을 닫습니다.
자동 로그인 사용 지침
HP Universal CMDB 페이지의 위쪽에서 로그아웃 옵션을 사용하면 이 옵션이 취소됩니다. 로그아
웃 버튼을 사용하여 로그아웃할 경우 다음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며 로그인 이
름과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UCMDB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를 사용하여 같은 컴퓨터에 로그인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UCMDB 로컬 설치 모드에 로그인하는 방법
로컬 설치 모드는 UCMDB를 로드하는 방법으로, 애플릿 로드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로컬 설치
모드를 사용할 때는 애플릿 파일(.JAR 파일)이 환경의 임시 디렉터리에 있는 UcmdbAppletJars라
는 로컬 폴더로 로드됩니다. 클래스는 사용자 지정된 클래스 로더를 사용하여 로드됩니다. 그러면 작
업 속도는 더 빠르지만 서명된 jar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컬 설치 모드가 비보안 모
드로 간주됩니다.
로컬 설치 모드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선행 조건: 인프라 설정 관리자에서 로컬 설치 모드 권한 설정이 True인지 확인합니다.
2. 로그인하면 로그인 화면에서 로컬 설치 모드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참고: 로컬 설치 모드 초기 상태 설정을 사용하여 확인란의 기본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이 True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이 False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그인 시 이 컴퓨터에 로그인 정보 저장 확인란을 선택하는 경우 인프라 설정에 관계없이 다음
로그인 시에도 로컬 설치 모드 사용 확인란의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HP Software-as-a-Service 고객의 설치 설정은 고객별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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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비활성 로그아웃 기본 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방
법
HP Universal CMDB에는 설정 시간 동안 시스템이 비활성 상태이면 사용자가 로그아웃되는 자동
로그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시간은 1440분(24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30초 동안 카운
트다운 메시지가 표시된 후 로그아웃됩니다.
이 작업에서는 자동 로그아웃 전까지 사용자 입력 없이 UCMDB를 열어 두는 시간 제한을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본 로그아웃 시간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관리 > 인프라 설정 > 일반 설정 범주 > 비활성화 허용 시간 설정을 선택합니다.
2. 값 열에 새 시간 간격(분)을 입력합니다. 비활성화 허용 시간에 대한 모든 값은 속성 창에 있습니
다(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비활성화 허용 시간 > 속성 클릭 또는 비활성화 허용 시간 설정 두 번
클릭).

로그인 문제 해결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UCMDB 로그인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l

"UCMDB 로그인 실패의 가능한 원인(19페이지)"

l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Java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21페이지)"

UCMDB 로그인 실패의 가능한 원인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HP Universal CMDB 로그인 실패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습니다.

HP Universal CMDB (10.10)

19/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2장: UCMDB에 로그인

문제/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HP Universal CMDB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지 않
았습니다.

해결 방법 1: 웹 콘솔 http://<서버 이름>:8080/web-console에 액
세스하여 HP Universal CMDB 서버가 가동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확
인합니다. 여기서 <서버 이름>은 연결 중인 HP Universal CMDB 서버
의 이름입니다.

증상:startup.log 파일에
다음 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All
components started
========

해결 방법 2: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가동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서버 이름>:8080/jmxconsole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서버 이름>은 HP Universal
CMDB가 설치된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2. UCMDB에서 UCMDB:service=Dal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를 엽니다.
3. customerID 매개 변수의 값을 1로 설정하여 getDbContext 함
수를 호출합니다.
4. 작업 결과에 문제가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해결 방법 3: 데이터베이스 연결 매개 변수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구
성 절차 중에 제공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로그
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결 방법 4:
C:\hp\UCMDB\UCMDBServer\runtime\log\cmdb.dal.log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확인합니다.
해결 방법 5: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유효한지 확인하려면 Windows 명
령 인터프리터(cmd.exe)에 sqlplus cmdb/cmdb@skazal을 입력합
니다.

CMDB가 손상되었습니
다(예: 사용자 기록이
CMDB에서 실수로 삭제
되었을 수 있음).

이전에 백업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베이스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때는 HP Universal CMDB 서버를 중지
해야 합니다.
참고: 이전에 백업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오면 이전에 시스
템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HP Universal CMDB 로 정확한 로그인 사용자 이름/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
그인이 실패합니다. 로그 오.
인 이름/비밀번호 조합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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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예기치 않은 오류로 인해
HP Universal CMDB 로
그인이 실패합니다.

해결 방법 1: 시작 > 프로그램 > HP UCMDB > HP Universal CMDB
서버 상태를 선택하고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결 방법 2: 다음 로그 파일에서 오류를 찾습니다.
l

l

C:\hp\UCMDB\UCMDBServer\runtime\log\error.log
C:\hp\UCMDB\UCMDBServer\runtime\log\uiserver.log

오류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으면 HP 소프트웨어 지원에 문의하십시
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Java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컴퓨터에 Java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버전이 6.u10보다 낮은 경우에는 로그인하는 동안 올바른
Java Runtime Environment 버전을 설치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HP Universal CMDB 애
플릿을 보려면 JRE가 필요합니다.
oracle.com 또는 HP Universal CMDB 서버에서 HP Universal CMDB에 Java를 설치하도록 허용
하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Java 구성 업데이트
HP Universal CMDB에서 초기 메모리의 문제를 검색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Java 버전 6 업데이트 10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메시지도 더 이
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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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HP Universal CMDB 탐색 사용자 인터페이스

22

메뉴 및 옵션

24

상태 표시줄

25

주석 도구

27

HP Universal CMDB 탐색 사용자 인터페이스
HP Universal CMDB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다음의 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HP Universal
CMDB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

탐색 모음.모듈 간을 빠르게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음 아래쪽의 범주를 클릭하고 모
음 위쪽의 아이콘에서 원하는 모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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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방향 맵.각 범주에 대해 관리자 > 방향 맵을 선택하면 맵과 함께 맵에 포함된 각 모듈의 간단한 설
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CMDB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페이스의 특정 요소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축소/확장 화살표.한 번 클릭하여 창을 축소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HP Universal CMDB에서는 웹 브라우저의 뒤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뒤로 기능을
사용해도 현재 컨텍스트가 이전 컨텍스트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컨텍스트
를 탐색하려면 단계 경로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확장된 작업의 취소 기능
CI 검색과 같이 서버에 대한 요청이 포함된 작업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작업이 실
행되는 동안 표시되는 취소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취소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복원
되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취소 기능은 다음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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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모델링 스튜디오에서 쿼리, 보기 또는 모델 미리 보기

l

모델링 스튜디오에서 쿼리 결과 개수 계산

l

CI 선택기에서 CI 검색

l

IT 유니버스 관리자에서 관련 CI 표시

l

모델링 스튜디오 및 CIT 관리자에서 요소 인스턴스 표시

대화 상자의 제안 값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사용자가 볼 수 있는 CI에서만 제안 값을 가져옵니다(사용자에
대한 CI 보기 권한 할당과 연관된 하나 이상의 테넌트가 CI의 소유자 테넌트 또는 소비자 테넌트에
포함되어 있음).
새 CI 대화 상자 및 쿼리 노드 속성 대화 상자와 같이, HP Universal CMDB의 일부 대화 상자 텍스트
필드에서 특성 값을 입력하기 시작하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제안 특성 값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제안 값은 이 시점까지 입력한 텍스트와 일치하며, 선택한 CIT 또는 해당하는 모든 하위 요소에 대해
특성이 동일한 기존 값에서 제안 값을 가져옵니다. 값은 사전순으로 정렬되며 각 제안 값 옆에는 해
당 값의 발생 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제안 값 수가 설정된 최대 제한값을 초과하면 제안
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프라 설정 관리자에서 특성 값 제안 사항에 대한 최대 CI 개수 설정을 변경
하여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은 string, integer, long, double 및 float 특성 유형에만 사용됩니다.

메뉴 및 옵션
탐색 모음 아래쪽에서 다음 범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주

설명

모델링

모델링 메뉴를 열려면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CMDB에서 IT 유니버스
모델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모델링"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흐름 관리

DFM(데이터 흐름 관리) 메뉴를 열려면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IT 유니
버스 모델에 CI(구성 항목)를 채우는 DFM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실행하거나
통합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DFM 컨텐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HP UCMDB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리

관리 메뉴를 열려면 클릭합니다. 이 메뉴에서 인프라 설정, 받는 사람 및 일정
을 구성하고 패키지 관리자와 CI 수명 주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보안 메뉴를 열려면 클릭합니다. 이 메뉴에서 사용자, 사용자 그룹, 테넌트,
역할 및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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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메뉴
HP Universal CMDB 도움말 메뉴에서는 다음 온라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

l

l

l

l

l

l

l

l

l

이 페이지에 대한 도움말. UCMDB 도움말에서 현재 페이지 또는 컨텍스트를 설명하는 항목을 엽
니다.
UCMDB 도움말. 홈 페이지를 엽니다. 홈 페이지에는 주 도움말 항목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링
크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및 기술 자료.HP 소프트웨어 지원 웹 사이트에서 HP 소프트웨어 자체 해결 기술 자료
랜딩 페이지를 바로 엽니다. 이 웹 사이트의 URL은 http://support.openview.hp.com입니다.
HP 소프트웨어 지원. HP 소프트웨어 지원 웹 사이트를 엽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기술 자료를 찾
아보거나 직접 작성한 문서를 추가하고, 사용자 토론 포럼에 글을 게시하거나 원하는 내용을 검색
하고, 지원 요청을 제출하고, 패치 및 업데이트된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의 URL은 http://support.openview.hp.com입니다.
HP Software 웹 사이트. HP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리소스가 포함된 HP
Software 웹 사이트를 엽니다. 이 웹 사이트의 URL은
http://www.hp.com/managementsoftware입니다.
새로운 기능. 버전의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새로운 기능 문서를 엽니다.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도움말. 기본 컨텐츠, 즉 디스커버리 중인 항목, 디스커버리에 필요한
자격 증명, 디스커버리 결과의 문제 해결 방법 및 통합 어댑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UCMDB 모범 사례. 다음에 대한 직접 링크와 정보가 포함된 HTML 페이지를 엽니다.
n

모범 사례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HP Live Network

n

모든 문서 및 기술 자료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지원 사이트

n

지침 비디오 및 주요 동영상

n

HP UCMDB 온라인 문서

UCMDB 클래스 모델. 클래스 모델에 있는 모든 패키지, CI 유형 및 관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UCMDB 클래스 모델 참조를 엽니다.
HP Universal CMDB 정보. 버전, 라이센스, 패치 및 타사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HP Universal
CMDB 대화 상자를 엽니다.

상태 표시줄
이 기능은 CMDB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페이스의 특정 요소를 구성하는 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HP Universal CMDB의 모든 페이지에서 화면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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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모듈

현재 선택한 관리자를 나타냅니다. 모든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페이
지를 표시하려면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현재 사용자의 이름과 로그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사용자 프로필을 편집하려
면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상태>

라이센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라이센스 요약,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선택한 라이센스를 보여주는 창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서버 상태>

서버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서버 가용성, 시간대 및 시간이 포함된 풍선
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참고: 숨겨진 설정 hide.backend.server.name이 true로 설정된 경
우, 서버 상태로 서버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서버 사용 가능이 표시됩
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되며 JMX 콘솔을 통해서만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서비스로 이동하여 setGlobalSettingValue
메서드를 호출하십시오.
사용자 기본 설정 구성. 시스템 기본 설정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기본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로그 수준 구성. 선택한 로그에 대한 로그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로그 구성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화면 캡처 도구 실행. 응용 프로그램의 화면 캡처를 만들려면 주석 도구를 실
행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화면 캡처에 주석을 추가하여 화면 캡처를 저
장하거나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도구(27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사용자 인증을 강제로 새로 고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의 인증을 새로 고칩
니다.

<전체 힙 크기>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양을 나타냅니다.
가비지 수집기 실행. 메모리를 수동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가비지 수집기는
주기적으로 자동 실행됩니다.
상태 표시줄 도움말. 상태 표시줄의 HP Universal CMDB 온라인 도움말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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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도구
이 도구를 사용하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의 스냅샷에 주석을 추가해 중요한 영역을 강조할 수 있습니
다.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상태 표시줄에서 화면 캡처 도구 실행
구 > 화면 캡처...를 선택합니다.
l

주석 옵션은 주석 창 왼쪽에 있습니다.

l

주석을 저장하면 다음이 수행됩니다.
n

n

버튼을 클릭하거나 주 메뉴에서 도

스냅샷은 .png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내 문서 디렉터리 또는 해당 하위 디렉터리에 저장할 때는 새 폴더
버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석 옵션
다음 요소를 사용하면 스냅샷에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팬 도구. 스냅샷을 탐색하려면 클릭합니다.
선택 도구. 스냅샷의 특정 영역을 선택하려면 클릭하여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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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모양 도구. 스냅샷에 원하는 모양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여 끕니다. 모양 도
구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스냅샷 영역에 사각형을 표시하려면 클릭하여 끕니다.

l

l

채워진 사각형. 스냅샷 영역에 채워진 사각형을 표시하려면 클릭하
여 끕니다.
타원. 스냅샷 영역에 타원을 표시하려면 클릭하여 끕니다.

l

l

l

l

채워진 타원. 스냅샷 영역에 채워진 타원을 표시하려면 클릭하여 끕
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스냅샷 영역에 둥근 사각형을 표시하려면 클
릭하여 끕니다.
모서리가 둥근 채워진 사각형. 스냅샷 영역에 채워진 둥근 사각형을
표시하려면 클릭하여 끕니다.

사용자 지정. 이 버튼을 선택한 후에는 인터페이스의 다음 부분을 통해 선
모양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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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유형. 추가할 선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실선

n

점선

선 두께. 주석의 선 두께(픽셀 단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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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선 도구. 선 도구를 사용하려면 클릭하여 끕니다. 그러면 스냅샷에서 선택
한 영역에 선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이 버튼을 선택한 후에는 인터페이스의 다음 부분을 통해 선
모양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l

l

선 스타일. 추가할 선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일반 선

n

끝점이 있는 선

n

화살표가 있는 선

선 유형. 추가할 선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실선

n

점선

선 두께. 주석의 선 두께(픽셀 단위)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도구. 스냅샷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상자를 열려면 클릭하여
끕니다.
예: 스냅샷 영역을 표시하는 선 위에 '문제가 있는 항목입니다'라는 구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와 채우기 색

원하는 사각형을 선택하여 주석의 테두리 및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사각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위쪽 사각형. 선 도구로 선을 생성할 때 채워지지 않은 모양에 표시되는
선의 색을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아래쪽 사각형. 모양을 채울 색을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이 두 사각형 중 하나를 클릭하면 다음 탭이 포함된 대화 상자가 생성되며,
여기서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견본

l

HSB

l

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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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불투명도

주석에서 선택한 모양 선, 텍스트 선 또는 모양 색의 어둡기 수준을 선택하
려면 불투명도 막대에서 조절합니다.
참고:
불투명도 비율이 높을수록 선택 영역이 더 어둡게 표시됩니다. 불
투명도 비율이 낮을수록 선택 영역이 더 밝게 표시됩니다.

l

모양 도구, 선 도구 또는 텍스트 도구 버튼을 선택하면 이 필드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l

메뉴 모음
다음 요소를 사용하여 스냅샷에 대해 선택한 수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메뉴 모음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

스냅샷 모양 변경

l

스냅샷에 주석으로 추가한 텍스트의 모양 사용자 지정. 이러한 요소는
텍스트 도구

버튼을 선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저장. 로컬 컴퓨터에 스냅샷을 저장합니다.
참고:
l

스냅샷은 .png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l

내 문서 디렉터리 또는 해당 하위 디렉터리에 저장할 때는 새 폴더
버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두 선택. 스냅샷에 추가한 주석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 지우기. 모든 주석을 지웁니다.
실행 취소. 스냅샷에 대해 수행한 가장 최근 수행을 롤백합니다.
다시 실행. 스냅샷에 대해 수행한 가장 최근 수행의 롤백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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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확대. 스냅샷 보기를 확대합니다.
축소. 스냅샷 보기를 축소합니다.
원래 크기 복원. 스냅샷을 원래 크기로 복원합니다.
인쇄. 스냅샷을 인쇄합니다.
굵게. 텍스트를 굵게 표시합니다.

참고: 이 필드는 텍스트 도구
다. .

버튼을 선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

기울임꼴. 텍스트를 기울임꼴로 표시합니다.

참고: 이 필드는 텍스트 도구
다.

버튼을 선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

밑줄. 텍스트에 밑줄을 표시합니다.

참고: 이 필드는 텍스트 도구
다. .

버튼을 선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

앤티 앨리어싱. 텍스트 또는 주석 선이 더 부드럽게 표시되도록 픽셀 표현
을 조정합니다.

참고: 이 필드는 텍스트 도구
다.
<글꼴 패밀리>

보고서 텍스트의 글꼴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필드는 텍스트 도구
다. .
<글꼴 크기>

버튼을 선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

버튼을 선택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

보고서 글꼴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이 필드는 텍스트 도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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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UCMDB Browser 개요

32

UCMDB Browser 사용을 위한 초기 설정

33

UCMDB Browser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34

CI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방법

34

UCMDB 통합 사용자 자격 증명을 변경하는 방법

36

UCMDB-UI 서버 URL을 구성하는 방법

37

LW-SSO를 구성하는 방법

37

SSL을 구성하는 방법

38

다중 UCMDB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

39

데이터 로드에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하는 방법

40

Tomcat 서버의 기본 포트를 변경하는 방법

41

다른 루트 컨텍스트에 UCMDB Browser를 배포하는 방법

41

UCMDB Browser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42

다중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

43

고급 검색 엔진을 구성하는 방법

43

UCMDB Browser를 브랜딩하는 방법

56

UCMDB Browser 개요
UCMDB Browser는 UCMDB 데이터 액세스에 사용되는 경량 웹 기반 클라이언트입니다. UCMDB
Browser는 UCMDB에서 간단하고 직관적인 CI(구성 항목)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선택된 CI의 컨텍
스트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특정 CI 정보에 빠르게 액세스하는 데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검색 쿼리 결과로 발견된 CI의 경우 관련 데이터가 표시되고 정보 위젯(속성, 환경 및 영향 시뮬레이
션 위젯 등)으로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미리 보기 모드로 표시되며 확장 모드에
서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Browser는 UCMDB 정보에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간단한 UI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관리가
필요 없이 UCMDB UI에서 처리되며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때 업그레이드도 필요 없습니다.
Browser는 이전 버전과 호환되며 UCMDB SDK만으로 다양한 버전의 UCMDB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CMDB Browser UI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역할 관리자에서 일반 수행 탭을 클릭하
고, 선택한 역할에 UCMDB Browser에 액세스 권한(시스템 액세스 수행 그룹)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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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DB에서 CI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UCMDB Browser 열기를 선택하여 브라우저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인프라 설정 관리자로 이동하여
UCMDB Browser 열기 옵션 사용의 값을 False로 설정합니다. 옵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더라
도 웹 브라우저에서 Browser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CMDB Browser는 HTML 기반이며 IE8, IE9, FireFox, Chrome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
다. 또한 iOS 4 또는 iOS 5가 설치된 Apple iPad 2의 Safari 브라우저와 Android 3.1 OS
(Honeycomb)가 설치된 Motorola Xoom 태블릿의 Chrome 브라우저에서도 실행됩니다.
참고: Chrome 브라우저가 설치된 Xoom 태블릿에서 UCMDB Browser를 실행하는 경우의 최
적 텍스트 크기 해상도는 보통입니다.
UCMDB Browser는 다음과 같은 고객에게 좋습니다.
l

UCMDB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 비즈니스 소유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

l

모바일 장치 사용자: 모바일 기능과 모바일 장치의 직관적인 UI를 사용하려는 태블릿 사용자 등

l

UCMDB 관리자: 빠른 CI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참고: UCMDB Browser 버전을 HP Live Network에 릴리스된 버전에서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UCMDB Browser 설치와 함께 제공되는 업데이트된 문서에서 최신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UCMDB Browser 사용을 위한 초기 설정
사용자가 UCMDB Browser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l

UCMDB Browser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
역할 관리자에서 UCMDB Browser 액세스 권한을 관련 역할에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CMDB Browser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3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l

UCMDB Browser에서 역할에 대해 표시할 위젯 지정
a. 보안 > 역할 관리자로 이동합니다.
b. 리소스 탭을 클릭하고 UCMDB Browser 위젯을 선택합니다.
c. UCMDB Browser에서 보기 권한을 부여할 위젯을 선택하고
d. 마쳤으면 저장

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참고: 사용 가능한 UCMDB Browser 위젯 목록은 처음으로 UCMDB Browser를 시작한 후
에만 UCMDB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할 관리자 페이지(17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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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I에 대한 액세스 인증
역할 관리자에서 역할에 할당하려는 CI에 대한 특정 액세스 수준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방법(3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브라우저 CI 액세스 컨트롤은 다중 테넌트 설치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중 테넌
트 설치에서 CI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역할 관리자의 일반 수행 탭에서 CI 보기 수행을 선택
합니다.

UCMDB Browser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사용자가 UCMDB Browser에 액세스하려면 관련 역할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해야 합니다.
1. 보안 > 역할 관리자로 이동합니다.
2. 권한을 추가할 역할을 선택합니다.
3. 일반 수행 탭을 클릭합니다.
4. 시스템 액세스 수행 섹션의 사용 가능한 수행 목록에서 UCMDB Browser에 액세스를 선택하고
선택한 수행 목록에 추가합니다.
5. 저장

을 클릭합니다.

CI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방법
브라우저 CI 액세스 컨트롤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할당된 역할에 따라 보기의 CI 또는 UCMDB의 CI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기 또는 편집 권한이 있는 역할
은 UCMDB에서 모든 CI 및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보기에 대한 보기 또는 편집 권한이 있는 역
할은 해당 보기의 CI 및 관계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CI 유형을 보거나 편집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브라우저 CI 액세스 컨트롤 설정으로 인해 해당 CI가 위젯에 표시되는 경우에도 다시 포
커스하려면 특정 CI에 대한 보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CI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보안 > 역할 관리자로 이동합니다.
2.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역할을 선택합니다.
3. 브라우저 CI 액세스 컨트롤 탭을 클릭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한 수행을 추가합니다.
4. 권한을 할당할 사용 가능한 보기 또는 CI 유형을 선택합니다.
5. 마쳤으면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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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CMDB Browser의 사용자 권한(1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CI에 보기 또는 CI 유형을 통해 할당된 편집 권한이 없는 경우 편집 버튼이 속성 위젯에 표시
되지 않으며 UCMDB Browser에서 속성의 특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l

사용자는 해당 복합 CI에 대한 특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된 CI의 복합 CI를
볼 수 있습니다.

l

사용자에게 두 CI 유형의 CI에 대한 권한이 있고 해당 CI가 복합 CI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려면 필요한 트리플렛을 계산된 링크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Authorized Relationship Addition (UCMDB Browser)이라고 하며 CI 유형 관리자 > 계산
된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l

사용 사례
사용자가 모든 CI를 보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
l

읽기 전용: 역할에 대한 모든 CI에 모두 보기 글로벌 권한을 할당합니다.

l

읽기/쓰기: 역할에 대한 모든 CI에 모두 편집 글로벌 권한을 할당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CI를 보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
l

읽기 전용:
n

특정 보기에 보기 권한을 할당합니다.

n

특정 CI 유형에 모든 CI 보기 권한을 할당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UCMDB Browser에서 Party 및 위치 CI 유형에 모든 CI 보기 권한이 자동
으로 할당됩니다.

l

읽기/쓰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볼 수 있는 모든 CI를 편집하려면 모든 보기에서 모든 CI 편집 권한을 할당합니다.

n

특정 보기에서 CI를 편집하려면 해당 보기에서만 모든 CI 편집 권한을 할당합니다.

n

관련 보기에서 특정 CI 유형만 편집하려면 보기에 CIT로 편집 권한을 할당하고 특정 CI 유형에
보기에서 편집 권한을 할당합니다.
참고: 사용 가능한 보기 목록에서 노드를 선택하여 보기 그룹에 권한을 할당하거나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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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를 선택하여 모든 보기에 권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CI 유형의 모든 CI를 편집하려면 해당 CI 유형에 모든 CI 편집 권한을 할당합니다.

n

사용자가 모든 CI를 보고 특정 CI만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
l

역할에 대한 모든 CI에 모두 보기 글로벌 권한을 할당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특정 CI 유형의 모든 CI를 편집하려면 해당 CI 유형에 모든 CI 편집 권한을 할당합니다.

l

특정 CI만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n

볼 수 있는 모든 CI를 편집하려면 모든 보기에서 모든 CI 편집 권한을 할당합니다.

n

특정 보기에서 CI를 편집하려면 해당 보기에서만 모든 CI 편집 권한을 할당합니다.
관련 보기에서 특정 CI 유형만 편집하려면 보기에 CIT로 편집 권한을 할당하고 특정 CI 유형에
보기에서 편집 권한을 할당합니다.

n

참고: 사용 가능한 보기 목록에서 노드를 선택하여 보기 그룹에 권한을 할당하거나 루트
노드를 선택하여 모든 보기에 권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CI 유형의 모든 CI를 편집하려면 해당 CI 유형에 모든 CI 편집 권한을 할당합니다.

n

UCMDB 통합 사용자 자격 증명을 변경하는 방법
UCMDB Browser는 UCMDB UI 통합 사용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API를 통해 UCMDB 서버에 연
결됩니다. UCMDB 통합 사용자 자격 증명의 초기 기본 설정을 변경한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ucmdb_browser_config.xml 파일과 동일한 디렉터리에 credentials.txt 파일을 만듭니다.
2. credentials.txt 파일에 다음 컨텐츠를 입력합니다.
n

user=<user-name>

n

password=<user-password>

여기서 user-name은 통합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이고 user-password는 통합 사용자의 비밀
번호입니다.
3. Tomcat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의: 다중 UCMDB 구성("다중 UCMDB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39페이지)"에 설명)의 경
우 모든 UCMDB 서버에서 동일한 통합 사용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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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omcat 서버를 다시 시작한 다음 UCMDB Browser에 로그인한 후에 새 암호화된 파
일 credentials.bin이 생성되고 credentials.txt 파일이 제거됩니다.

UCMDB-UI 서버 URL을 구성하는 방법
UCMDB가 배포된 구성에 배포된 경우(Business Service Management 사용자의 경우, 게이트웨
이 및 데이터 처리 서버가 같은 컴퓨터에 없을 때), UCMDB 서버 URL은 직접 링크에 의한 올바른 액
세스를 허용하도록 정의되어야 합니다.
UCMDB 서버 URL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ucmdb_browser_config.xml 파일에 추가합니다.
<ucmdb_ui_url>http://[ucmdb-ui-server-name]:[ucmdb-ui-port]/ucmdb-ui/</ucmdb_ui_
url>

여기서 [ucmdb-ui-server-name]은 UCMDB 서버 이름이고 [ucmdb-ui-port]는 UCMDB-UI 서
버 포트입니다.

LW-SSO를 구성하는 방법
1. HP Universal CMDB 배포 안내서(UCMDB 9.05 이전 버전의 경우) 또는 HP Universal CMDB
및 Configuration Manager 강화(UCMDB 10.0 이상 버전의 경우)의 LW-SSO 인증에 대한 섹
션에 설명된 대로 LW-SSO 설정을 사용하여 UCMDB Browser와 통합되는 모든 외부 응용 프로
그램을 구성합니다.
참고: IP주소(FQDN이 아닌)를 통해 UCMDB Browser에 액세스하는 경우 UCMDB
Browser IP 주소를 UCMDB 신뢰 호스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JMX 콘솔에서 수
행할 수 있습니다. LW-SSO Configuration Management에서 addTrustedIPs 메서드를
찾고 UCMDB Browser IP 주소 값을 사용하여 호출합니다.
2. /conf 폴더의 ucmdb_browser_lwsso_config.xml 파일을 XML 편집기에서 열고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n

n

domain 태그의 경우, UCMDB Browser의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net 또는
domain-name.com).
initString 값의 경우 UCMDB 서버에 대해 정의되고 HP Universal CMDB 배포 안내서
(UCMDB 9.05 이전 버전의 경우) 또는 HP Universal CMDB 및 Configuration Manager 강
화 안내서(UCMDB 10.0 이상 버전의 경우)의 분산 환경에서 현재 LW-SSO 구성 검색 섹션
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할 때 검색되는 정확한 initString 값을 입력합니다.

참고:
l 포함된 UCMDB Browser의 경우 관리 > 인프라 설정 관리자 > 일반 설정으로 이동하여 LWSSO를 구성하고 LW-SSO로 시작되는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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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ucmdb_browser_config.xml 파일의 UCMDB 서버 이름(<host_name> 태그 아래)은 전
체 DNS 이름(예: ucmdb-server.com)이어야 합니다.
LW-SSO를 사용하는 경우, UCMDB Browser의 URL은 또한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
다(예: http://UCMDB-SERVER.com:8088/ucmdb-browser/).

SSL을 구성하는 방법
Tomcat에서 SSL 지원을 설치 및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하여 서버의 개인 키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저장할 keystore 파일을
만듭니다.
n

Windows의 경우: %JAVA_HOME%\bin\keytool -genkey -alias tomcat -keyalg RSA

n

Unix의 경우: $JAVA_HOME/bin/keytool -genkey -alias tomcat -keyalg RSA

두 명령 모두에 대해 비밀번호 값 changeit를 사용합니다(열리는 콘솔 대화 상자의 다른 모든
필드에는 임의의 값 사용 가능).
2. $CATALINA_BASE/conf/server.xml 파일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CATALINA_
BASE는 Tomcat을 설치한 디렉터리입니다.
n

n

SSL HTTP/1.1 Connector 항목에서 주석을 제거합니다.
protocol="HTTP/1.1" 대신 protocol="org.apache.coyote.http11.Http11Protocol"을
설정합니다.
이 명령은 APR 라이브러리가 로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Java(JSSE) 커넥터를 정의합니
다.
참고: server.xml이 SSL을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설명은 Apache
Tomcat 공식 사이트: http://tomcat.apache.org/tomcat-7.0-doc/ssl-howto.html을
참조하십시오.

3. Tomcat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UCMDB 서버 연결에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ucmdb_browser_config.xml 파일에서 <protocol> 태그에 https 값을 할당하고 UCMDB 서
버 HTTPS 포트 값(기본값 8443)을 <port> 태그에 할당합니다.
2. UCMDB 서버 공용 인증서를 UCMDB Browser 컴퓨터로 다운로드(UCMDB 서버에서 SS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CMDB 관리자가 이 인증서를 제공)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서버에 연
결할 JRE에 있는 cacerts 신뢰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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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_HOME%\bin\keytool" -import -alias ucmdb -trustcacerts -file <UCMDBServer-certificate-file> -keystore "%JAVA_HOME%\jre\lib\security\cacerts"
여기서 <UCMDB-Server-certificate-file>은 UCMDB 서버 공용 인증서 파일의 전체 경로입
니다.
3. Tomcat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중 UCMDB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
다중 UCMDB 서버와 작동하도록 UCMDB Browse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음 예에서와
같이 ucmdb_browser_config.xml 파일의 <ucmdb_configuration>…</ucmdb_configuration>
섹션을 복제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ucmdb_configuration name="configuration-1">
<protocol>http</protocol>
<host_name>ucmdb-server-1
</host_name>
<host_port>8080
</host_port>
<context_name>/
</context_name>
</ucmdb_configuration>
<ucmdb_configuration name="configuration-2">
<protocol>http
</protocol>
<host_name>ucmdb-server-2
</host_name>
<host_port>8080
</host_port>
<context_name>/
</context_name>
</ucmdb_configuration>

이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는 UCMDB 서버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각 구성에서 name 특성의 값(예: 위의 예에서 configuration-1 또는 configuration-2)
은 선택 사항이지만 정의된 경우 고유한 값이어야 합니다.
각 구성 섹션의 경우 해당 UCMDB 서버에 대한 고객은 응용 프로그램 서버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검
색되며 각 고객에 대한 연결은 ucmdb_configuration 태그의 이름 특성(이름 특성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host_name 태그의 값이 사용됨) 값 및 고객의 이름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이러한 모든 연결
은 로그인 화면의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위의 xml 예제에서 configuration-1에 두
명의 고객이 있고 configuration-2에 세 명의 고객이 있으면 드롭다운 목록에 다섯 개의 연결이 다
음과 같은 형식으로 포함됩니다.
l

configuration-1 – CustomerName1

l

configuration-1 – CustomerName2

l

configuration-2 – CustomerName1

l

configuration-2 – CustomerName2

l

configuration-2 – CustomerNam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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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2에 정의된 UCMDB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해당 서버를 사용하여 로
그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버에 대한 연결이 고객 정보 없이 드롭다운 목록에 계속 표시됩니다. 이
런 경우에는 목록에 다음과 같이 연결이 포함됩니다.
l

configuration-1 – CustomerName1

l

configuration-1 – CustomerName2

l

configuration-2

하나의 서버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버 이름이 연결 이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지정된 UCMDB 서버로 UCMDB Browser를 시작한 경우 동일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 다
른 UCMDB 서버를 사용하여 UCMDB Browser의 다른 인스턴스를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다른 UCMDB 서버를 사용하여 UCMDB Browser의 다른 인스턴스를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UCMDB 서버를 통해 Internet Explorer에서
UCMDB Browser를 열었으면 다른 UCMDB 서버를 통해 Google Chrome을 사용하여
UCMDB Browser를 열 수 있습니다.

참고: ucmdb_browser_lwsso_config.xml 파일의 동일한 LW SSO 설정이 모든 UCMDB 구성
에 사용됩니다.

데이터 로드에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하는 방
법
federated_search_enabled 플래그는 UCMDB Browser에서 여러 작업에 대해 통합을 사용하거
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플래그를 False(기본값)로 설정하면 레거시 검색 엔
진, 고급 검색 엔진, 속성 위젯, 환경 위젯 및 영향 시뮬레이션 위젯은 모두 데이터 수집에 로컬 데이
터 저장소만 사용합니다. 이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하면 모든 데이터 저장소가 레거시 검색 엔진 및
고급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실행할 때 사용되며 속성, 환경 및 영향 시뮬레이션 위젯에 대해 데이터
가 로드될 때도 사용됩니다.

federated_search_enabled 플래그 설정
1. UCMDB에서 관리 > 인프라 설정 관리자로 이동하고 UCMDB Browser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이름 열에서 Show federated search results를 선택합니다.
3. 값 열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True 또는 False를 선택합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연합 데이터 사용의 제한
연합 데이터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l

환경 위젯은 완전히 원격 CI(즉, 원격 데이터 저장소에만 있고 로컬 데이터 저장소에 없는 CI)에
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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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완전히 원격 CI인 경우 속성 위젯에 관련 CI에서 계산된 속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Tomcat 서버의 기본 포트를 변경하는 방법
Tomcat 서버의 기본 포트 값(8080)이 기존 응용 프로그램(예: 다른 웹 응용 프로그램이 이미 이 포
트를 사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포트를 변경합니다.
1. $CATALINA_BASE/conf/에서 server.xml 파일을 찾습니다. 여기서 $CATALINA_BASE는
Tomcat을 설치한 디렉터리입니다.
2. server.xml에서 다음과 비슷한 문을 찾습니다.

<Connector port="8080" maxHttpHeaderSize="8192"
maxThreads="150" minSpareThreads="25" maxSpareThreads="75"
enableLookups="false" redirectPort="8443" acceptCount="100"
connectionTimeout="20000" disableUploadTimeout="true" />

또는

<Connector port="8080" protocol="HTTP/1.1"
connectionTimeout="20000"
redirectPort="8443" />

3. Connector port=”8080″ 포트를 다른 포트 번호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onnector port="8181" protocol="HTTP/1.1"
connectionTimeout="20000"
redirectPort="8443" />

4. server.xml 파일을 저장하고 Tomcat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른 루트 컨텍스트에 UCMDB Browser를 배포하는 방
법
기본 루트 컨텍스트 이름 /ucmdb-browser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Tomcat 설치 경
로>\webapps 하위에 있는 ucmdb-browser.war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컨텍스트 이름을 /nice-application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ucmdb-browser.war의 이
름을 nice-application.war로 변경합니다.
또한 여러 수준의 컨텍스트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텍스트 이름을
/very/very/nice-application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ucmdb-browser.war의 이름을
very#very#nice-application.war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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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DB Browser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사용 중인 UCMDB Browser가 현재 버전보다 이전 버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
이드할 수 있습니다.
1. HP Live Network에서 ucmdb-browser-install-for-ucmdb.zip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HP
Live Network에서 UCMDB Browser for UCMDB installation으로 표시됨).
2. 웹 응용 프로그램(Tomcat 또는 UCMDB 서버)을 중지합니다.
3. 다음과 같이 이전 ucmdb-browser.war 파일을 삭제합니다.
n

n

UCMDB 서버를 실행하는 동일한 컴퓨터에 Browser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UCMDBServer%deploy/ 폴더에서 ucmdb-browser.war 파일을 삭제합니다. 여기서 %UCMDBServer%는 UCMDB 서버 루트 폴더입니다.
다른 모든 설치의 경우:<Tomcat 설치 경로>\webapps에서 ucmdb_browser.war을 삭제
합니다. 또한, <Tomcat 설치 경로>\webapps에서 ucmdb_browser 폴더를 삭제합니다.

4. 다음과 같이 새 ucmdb-browser.war 파일을 적합한 위치에 복사합니다.
n

n

UCMDB 서버를 실행하는 동일한 컴퓨터에 Browser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ucmdbbrowser.war 파일을 %UCMDB-Server%deploy/에 복사합니다. UCMDB 서버를 시작하
기 전에 C:\hp\UCMDB\UCMDBServer\runtime\jetty-cache에서 ucmdbbrowser.war 폴더를 지웁니다.
다른 모든 설치의 경우:ucmdb_browser.war을 <Tomcat 설치 경로>\webapps에 복사합
니다.
참고: 서버가 실행 중인 경우 복사 및 붙여넣기가 아닌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 작업을 사용하
여 새 WAR 파일을 제자리에 배치하십시오.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를 사용하면 파일이 즉시
복사되고 서버가 불완전한 WAR 파일을 배포하는 대신 전체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
습니다.

%UCMDB-Server%는 UCMDB 서버 루트 폴더입니다. 예를 들어
C:\hp\UCMDB\UCMDBServer입니다.
5. 설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업데이트 리소스를 복사합니다.
n

n

n

직접 Tomcat을 설치한 경우 setenv.bat 파일을 bin 폴더에 복사합니다.
미리 구성된 Apache Tomcat Server와 함께 UCMDB Browser를 Linux에 설치한 경우
setenv.sh 파일을 bin 폴더에 복사합니다.
미리 구성된 Apache Tomcat Server와 함께 UCMDB Browser를 Windows에 설치한 경우
update_ucmdb_browser_service.bat 파일을 설치의 루트 폴더(install_ucmdb_
browser_service.bat가 있는 동일한 위치)에 복사하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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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신 버전에 대한 릴리스 정보를 읽고 사용할 기능을 결정하고 Browser 설정을 적절하게 업데
이트합니다.
7. Tomcat 서버 또는 UCMDB 서버를 시작합니다(설치에 따라 다름).
이전 설치 버전의 모든 기능과 함께 최신 버전의 새 기능을 새 설치 버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다중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방
법
클라이언트가 다중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 동일한 UCMDB Browser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HP Enterprise Collaboration, HP Configuration Manager 및 HP Service Manager 서버에 대한 직
접적인 올바른 링크를 작성하기 위해 UCMDB Browser에는 각 클라이언트의 프런트 엔드 URL 정보
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리버스 프록시 https://reverse-proxy-1을 통해 UCMDB Browser에 액
세스하는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https://reverse-proxy-1을 통해 직접 링크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URL이 아닌 상대 URL을 기반으로 하는 구성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UCMDB Browser
에서 머리글 X-Reverse Proxy와 함께 요청을 수신하면, 상대 URL로 응용 프로그램 URL과 관련시
키고 상대 URL과 머리글 부분을 연결시킵니다. 이 해결 방법을 사용하려면 고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각 리버스 프록시를 환경에서 구성하여 머리글 X-Reverse-Proxy를 리버스 프록시의 프런트
엔드 URL과 함께 추가합니다.
2. UCMDB Browser 구성에서 리버스 프록시 백그라운드의 모든 서버에 대해 상대 URL을 사용합
니다.
실제 구성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리버스 프록시를 구성하여 머리글 X-Reverse-Proxy와 함께 Apache 서버에 대한 리버스 프록
시 URL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apache-home-directory%\conf\httpd.conf(여
기서 %apache-home-directory%는 Apache 서버 홈 디렉터리임) 파일을 열고, 다음 라인을
추가합니다.
n

LoadModule headers_module modules/mod_headers.so

n

RequestHeader set X-Reverse-Proxy http://srp-server-front-end-url

여기서 http://srp-server-front-end-url은 전체 리버스 프록시의 프런트 엔드 URL입니다.
2. UCMDB Browser 구성 파일은 전체 URL이 아닌 상대 URL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http://cm-server/cnc가 아닌 /cnc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ucmdb_ui_url> 태그
의 값을 정의하고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급 검색 엔진을 구성하는 방법
고급 CI 검색 엔진(UCMDB 버전 10.0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음)은 일반 텍스트 쿼리를 TQL 쿼리
로 변환하여 레거시 검색 엔진보다 성능 및 정확성이 훨씬 더 뛰어나며 유연한 검색 언어를 제공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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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색 쿼리의 구문은 클래스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고급 CI 검색 엔진은 레거시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모델 구성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검색 엔진은 다음과 같은 세 영역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l

인덱싱. 인덱싱되는 항목, "검색 가능한" CI 유형, "검색 가능한" 특성 및 특성의 유형을 구성합니
다. 이 구성은 Search_Indexer_Configuration_XML 파일(아래에서 설명)에서 수행되며
Search_Ranking_Configuration_XML 파일(아래에서 설명)에서도 수행됩니다.
이 구성 파일에는 인덱싱되는 클래스 유형 목록과 각 클래스 유형에 대한 특성 목록이 포함됩니
다. 이 구성은 속성 조건을 사용한 검색이 수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l

구문 분석. 클래스 모델 동의어를 구성합니다. 동의어는 사용자 입력 문자열 쿼리를 그래프 구조
인 TQL로 변환합니다. 이 구성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
에서 수행됩니다.
이 구성 파일에는 클래스 동의어, 특성 동의어, 날짜 동의어, 관계 동의어 집합 및 중복 단어 집합
이 포함됩니다.

l

순위. 표시되는 CI 유형 및 표현 순서를 구성합니다. 우선 순위는 클래스 모델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 구성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Search_Ranking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수행됩니다.
이 구성 파일에는 data0, data1, data2, data3 및 data4라는 다섯 개의 데이터 필드와 관련된 특
성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필드는 우선 순위가 지정되며, data4는 우선 순위가 가장 높고
data0은 우선 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이 구성은 검색 결과에서 CI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UCMDB Browser는 검색 엔진의 초기 구성 없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이 인
덱서나 순위 목록에 없으면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인덱싱된 목록 수정
1. UCMDB 로그인 페이지에서 JMX 콘솔을 클릭하고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2. 콘솔의 UCMDB 섹션에서 UCMDB:service=URM Services를 클릭합니다.
3. UCMDB:service=URM Services 페이지에서 listResourceTypes로 이동합니다.
4. Invoke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표시되는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Topology_INDEXER_CONFIGURATION

n

Topology_PARSER_CONFIGURATION

n

Topology_RANKING_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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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Search_Indexer_Configuration_XML

n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n

Search_Ranking_Configuration_XML

7. xml 편집기가 열리면 필요에 따라 xml 파일을 편집합니다.
고급 검색 엔진 사용 여부 설정
고급 검색 엔진을 사용하려면 UCMDB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UCMDB 설치 중에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 여부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JMX 콘솔 > UCMDB:service=Settings Services > setSettingValue로 이동합니다.
2. name 필드에 cmdb.search.enabled를 입력합니다.
3. value 필드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true: 검색을 사용하려는 경우
false: 검색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4. Invoke를 클릭합니다.
5. UCMDB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고급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UCMDB Browser가 자동으로 레거시 검색
엔진으로 되돌아갑니다.

연합 데이터 검색 사용/사용 안 함
연합 데이터에서 검색을 수행하도록 고급 검색 엔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은 사
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합 데이터 검색을 사용하려면 JMX 콘솔 및 UCMDB 인프라 설
정 관리자에서 "federated search enable"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JMX 콘솔에서 연합 데이터 검색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1. JMX 콘솔 > UCMDB:service=Settings Services > setSettingValue로 이동합니다.
2. name 필드에 cmdb.federation.search.enabled를 입력합니다.
3. value 필드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true: 연합 데이터를 검색하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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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연합 데이터를 검색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4. Invoke를 클릭합니다.
5. UCMDB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UCMDB 인프라 설정 관리자에서 연합 데이터 검색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데이터 로드에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하는 방법(40페이지)" 섹션의 지침을 따릅니다.

CI 표시 이름으로 연합 CI 검색 사용
CI 표시 이름(또는 표시 이름의 하위 문자열)으로 연합 CI를 검색하려면 CI 유형 관리자에서 CI 유형
에 한정자 CMS_BROWSER_SEARCH를 할당해야 합니다.

특정 구성 옵션
데이터로 검색 구성
Search_Ranking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데이터 필드 우선 순위에 따라 CI의 특성을 데이
터 필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CI 특성의 값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 반환된 CI
의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토폴로지로 검색 구성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클래스 유형과 구를 연결하는 관계 동의어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예에서 "owned by" 구는 "person" 클래스 유형과 연결됩니다.
<relationship>
<synonym>owned by</synonym>
<className>person</className>
</relationship>

위 구성의 결과로 사용자가 검색 쿼리 "all windows owned by John"을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person' 유형의 CI에 연결되는 모든 Windows CI를 이름 'John'으로 찾습니다.

경로로 검색 구성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클래스 유형 목록을 삽입하여 복합 클래스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 <string> 태그의 모든 클래스 유형은 경로로 검색을 트리거하는 복합
클래스를 구성합니다. 이 목록이 비어 있으면 경로로 검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원래 검색 용어에서 시작하여 검색할 링크된 경로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UCMDB
에서 인프라 설정 관리자로 이동하고 검색 엔진 복합 깊이 설정을 원하는 값으로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프라 설정 관리자(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ompoundClasses>
<string>msdomain</string>
<string>person</string>
<string>osuser</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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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location</string>
<string>business_element</string>
<string>cluster</string>
<string>party</string>
</compoundClasses>

카디널리티 조건으로 검색 구성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카디널리티 유형과 구를 연결하는 카디널리티 동
의어 집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Type="MIN" cardinalityPhrase="with at least"/>

이런 경우 사용자가 검색 쿼리 "all NT with at least 2 CPUs"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관련된 CPU 유
형의 CI가 둘 이상인 'NT' 클래스 유형의 모든 CI를 찾습니다.
기본 카디널리티 동의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cardinalitySynonyms>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minimum"/>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maximum"/>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less than"/>
<cardinalitySynonym
exactly"/>
<cardinalitySynonym
least"/>
<cardinalitySynonym
more then"/>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more than"/>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most"/>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Syn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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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nalityType="MIN" cardinalityPhrase="min"/>
cardinalityType="MIN" cardinalityPhrase="with
cardinalityType="EQUAL" cardinalityPhrase="with"/>
cardinalityType="MAX" cardinalityPhrase="max"/>
cardinalityType="MAX" cardinalityPhrase="with
cardinalityType="MIN" cardinalityPhrase="minimum"/>
cardinalityType="MAX" cardinalityPhrase="before"/>
cardinalityType="MAX_EXCLUDED" cardinalityPhrase="with
cardinalityType="EQUAL" cardinalityPhrase="with
cardinalityType="MIN" cardinalityPhrase="with at
cardinalityType="MIN_EXCLUDED" cardinalityPhrase="with
cardinalityType="MIN" cardinalityPhrase="since"/>
cardinalityType="MIN" cardinalityPhrase="from"/>
cardinalityType="MIN" cardinalityPhrase="at least"/>
cardinalityType="MAX" cardinalityPhrase="till"/>
cardinalityType="NOT" cardinalityPhrase="without"/>
cardinalityType="MIN_EXCLUDED" cardinalityPhrase="with
cardinalityType="MIN" cardinalityPhrase="after"/>
cardinalityType="MAX" cardinalityPhrase="with at
cardinalityType="MAX" cardinalityPhrase="maximum"/>
cardinalityType="MAX_EXCLUDED" cardinalityPhrase="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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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then"/>
<cardinalitySynonym cardinalityType="MAX" cardinalityPhrase="at most"/>
</cardinalitySynonyms>

속성 조건으로 검색 구성
이 검색은 특성 동의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UCMDB에 정의된 CI 특성 이름에 대한 동의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CI 특성 display_
label에는 네 가지 다른 동의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attributeSynonym>
<synonym>name</synonym>
<attributes>
<attributeName>display_label</attributeName>
</attributes>
</attributeSynonym>
<attributeSynonym>
<synonym>display label</synonym>
<attributes>
<attributeName>display_label</attributeName>
</attributes>
</attributeSynonym>
<attributeSynonym>
<synonym>display</synonym>
<attributes>
<attributeName>display_label</attributeName>
</attributes>
</attributeSynonym>
<attributeSynonym>
<synonym>label</synonym>
<attributes>
<attributeName>display_label</attributeName>
</attributes>
</attributeSynonym>

카디널리티 동의어 다음에 숫자(단위를 포함할 수도 있음)가 오는 경우 다른 유형의 속성 조건으로
검색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 입력 텍스트 windows with at least 4GB memory를
입력하는 경우 memory는 아래 코드 예제에 표시된 대로 특성 유형 memory_size 및 nt_physical_
memory의 동의어이므로 속성 조건으로 검색이 트리거됩니다.
<attributeSynonym>
<synonym>memory</synonym>
<attributes>
<attributeName>memory_size</attributeName>
<attributeName>nt_physicalmemory</attributeName>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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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ynonym>
.
.
.
<unit>
<multiplyBy>1073741824</multiplyBy>
<synonym>gigabytes</synonym>
<synonym>g</synonym>
<synonym>giga</synonym>
<synonym>gb</synonym>
</unit>

카디널리티 구에 대한 동의어, 특성 이름에 대한 동의어 및 단위 유형에 대한 동의어를 더 추가하여
이 검색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메모리 크기 특성은 바이트 단위로 저장되며 기가
바이트로 검색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multiplyBy> 태그에 정의된 변환을 사용합니다(이 정의는 기
본적으로 제공됨). 기가바이트에 대한 변환 외에 메가바이트 및 킬로바이트에 대한 기본 변환도 제공
됩니다.
참고: 단위 및 숫자는 값 업데이트 정책 사용 한정자에 의해 정의된 범위 정의에 따라 반올림됩
니다. 범위 정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값 업데이
트 정책 사용" 한정자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범주로 검색 구성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CI를 검색할 때 사용할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예에서는 "category" 및 "color" 레이블을 사용하여 "all windows color green" 및 "all
servers category editable"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categoryLabelSynonyms>
<categoryLabelSynonym>category</categoryLabelSynonym>
</categoryLabelSynonyms>
<categoryColorSynonyms>
<categoryColorSynonym>color</categoryColorSynonym>
</categoryColorSynonyms>

클래스 이름 조건 구성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클래스 이름에 대한 동의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음 예에서는 클래스 이름 "nt"에 대해 동의어 "windows"를 만들었습니다.
<classSynonym>
<synonym>windows</synonym>
<className>nt</className>
</classSynonym>

문자열 대체 구성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문자열 대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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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자가 "virtual node"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에서 "node host_isvirtual 1"로 변환합니다. CI
속성 'host_isvirtual'은 boolean 속성이며 노드가 가상일 경우 true이지만 사용자가 알아야 할 필요
가 없으며 이 문자열 대체에서는 사용자가 세부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검색 쿼리를 변환
합니다.
<replace>
<from>virtual
node</from>
<to>node
host_isvirtual
1</to>
</replace>

문자열 대체는 '%'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 사용자가
검색 쿼리 "linux nodes" 또는 "linux machine"을 입력하면 검색 엔진에서 각각 "nodes version
linux" 및 "machine version linux"로 변환합니다.
<replace>
<from>linux
%1</from>
<to>%1
version
linux</to>
</replace>

엔리치먼트 기능 구성
엔리치먼트 메커니즘은 검색 결과에 대해 엔리치먼트 쿼리를 실행합니다. 엔리치먼트 쿼리는 두 가
지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하나는 사용자 정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폴딩 규칙을 기반으로 합니
다.
엔리치먼트 메커니즘은 검색 결과에서 CI를 검토하고 각 엔리치먼트 쿼리를 CI에 대한 관점으로 적
용하여 결과를 확장합니다. 엔리치먼트 프로세스는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각 실행 후 검색 결과를
받은 다음 엔리치먼트 TQL로 다시 엔리치먼트를 수행하여 더 많은 검색 결과를 생성합니다. 기본적
으로 이 프로세스는 세 번 반복되지만 cmdb.search.enriching.depth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 구성에 대한 지침은 "엔리치먼트 메커니즘의 반복 구성(5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엔리치먼트 쿼리
사용자 정의 엔리치먼트 쿼리를 만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UCMDB에서 모델링 > 모델링 스튜디오로 이동하고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2. 드롭다운 메뉴에서 쿼리를 선택합니다. 쿼리 정의 편집기가 열립니다.
3. 쿼리 정의 속성

을 클릭합니다. 쿼리 정의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 유형 필드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관점을 선택합니다.
5. 번들 필드에서 번들 선택

을 클릭합니다.

6. 번들 목록에서 search_result_enriching_tqls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쿼리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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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쿼리 노드 중 하나를 문의 쿼리 노드로 설정으로 정의합니다. 쿼리 정의는 관점 정의와 유사하므
로 하나 이상의 문의 노드를 포함해야 하며, 문의 노드는 향상되어야 하는 CI입니다.
또한 모델링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두 개의 기본 엔리치먼트 쿼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러한
쿼리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모델링 > 모델링 스튜디오로 이동하고 리소스 탭을 선택합니다.
2. 리소스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쿼리를 선택합니다.
3. 쿼리 목록에서 검색 엔진 > Enriching TQLs로 이동합니다.
4. Enriching TQLs에서 엔리치먼트 쿼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이 쿼리
를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폴딩 규칙 기반 엔리치먼트 쿼리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사용자 정의 엔리치먼트 쿼리 외에 폴딩 규칙을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기존 엔리
치먼트 쿼리 집합이 있습니다.
폴딩 규칙에 기반한 엔리치먼트 쿼리를 보거나, 추가하거나, 편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델링 > CI 유형 관리자로 이동합니다.
2. CI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계산된 관계를 선택합니다.
3. 계산된 링크 목록에서 Folding Rules (Configuration Manager)를 선택합니다.
4. 오른쪽 위에서 트리플렛 탭을 선택합니다. 트리플렛 목록이 나타납니다.
나열된 각 트리플렛에서 런타임에 엔리치먼트 쿼리를 만드는 자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메
커니즘은 원본 CI 유형으로 대상 CI 유형을 향상시킵니다. 이 경우 대상 CI 유형은 쿼리의 문의
노드입니다.
5. 새 트리플렛을 추가하려면 추가
를 클릭합니다. 원본에서 대상으로의 앞으로 관계 방향을 선
택하면 대상 CI 유형이 원본 CI 유형으로 향상됩니다. 대상에서 원본으로의 뒤로 관계 방향을 선
택하면 원본 CI 유형이 대상 CI 유형으로 향상됩니다.
6. 트리플렛을 편집하려면 목록에서 트리플렛을 선택하고

을 클릭합니다.

엔리치먼트 메커니즘의 반복 구성
검색 결과에서 엔리치먼트를 수행할 횟수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JMX 콘솔 > UCMDB:service=Settings Services > setSettingValue로 이동합니다.
2. name 필드에 cmdb.search.enriching.depth를 입력합니다.
3. value 필드에 검색 결과에서 엔리치먼트를 반복할 횟수를 입력합니다.
4. Invoke를 클릭합니다.
5. UCMDB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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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단어 구성
검색 쿼리를 구문 분석할 때 검색 엔진에서 무시하는 단어 집합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구성하려면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로 이동하고 <blacklist>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필요
에 따라 목록에 추가하거나 목록을 편집합니다.
현재 중복 단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blacklist>
<blacklistItem>to</blacklistItem>
<blacklistItem>such as</blacklistItem>
<blacklistItem>with</blacklistItem>
<blacklistItem>for</blacklistItem>
<blacklistItem>or</blacklistItem>
<blacklistItem>a</blacklistItem>
<blacklistItem>the</blacklistItem>
<blacklistItem>like</blacklistItem>
<blacklistItem>in</blacklistItem>
<blacklistItem>and</blacklistItem>
<blacklistItem>of</blacklistItem>
<blacklistItem>if</blacklistItem>
<blacklistItem>an</blacklistItem>
<blacklistItem>on</blacklistItem>
<blacklistItem>linked</blacklistItem>
<blacklistItem>all</blacklistItem>
</blacklist>

특정 기간에 변경된 CI의 검색 구성
Search_Parser_Configuration_XML 파일에는 month-name 동의어 및 day-name 동의어로 정
의된 단어 집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monthSynonym>
<monthName>january</monthName>
<monthNumber>0</monthNumber>
</monthSynonym>
<monthSynonym>
<monthName>jan</monthName>
<monthNumber>0</monthNumber>
</monthSynonym>
.
.
.
<daySynonym>
<dayName>sunday</dayName>
<dayNumber>1</dayNumber>
</daySynonym>
<daySynonym>
<dayName>sun</da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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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Number>1</dayNumber>
</daySynonym>

<monthNumber> 및 <dayNumber> 태그의 값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all windows
created last Sunday" 및 "all nodes changes between August 8th 1980 and 25/5/2011"과 같
은 검색 쿼리의 지원을 허용합니다.

날짜 형식 구성
검색 엔진은 DMY(일-월-년) 및 MDY(월-일-년) 등의 두 가지 날짜 형식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JMX 콘솔 > UCMDB:service=Settings Services > setSettingValue로 이동합니다.
2. name 필드에 cmdb.search.date.format을 입력합니다.
3. value 필드에 원하는 날짜 형식, 즉 DMY, MDY 또는 both를 입력합니다.
4. Invoke를 클릭합니다.
5. UCMDB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검색 결과에 반환된 CI 수 구성
UCMDB Browser가 검색 결과에 반환하는 표현 가능한 CI 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기본값=1000).
이 값을 변경하려면 관리 > 인프라 설정 관리자로 이동하고
cmdb.search.autocompletion.from.model.items 설정에 대한 값을 설정합니다.

자동 완료 구성
Search_Autocompletion_Configuration_XML 파일에서 CI 특성 값을 포함하여 검색에서 단어의
하위 문자열에 대한 일치 항목을 제안하도록 UCMDB 서버를 구성하여 UCMDB Browser의 검색 기
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1. JMX 콘솔 > UCMDB:service=URM Services > listResourceTypes로 이동하고 Invoke를 클
릭합니다.
2. Topology_AUTOCOMPLETION_CONFIGURATION을 클릭합니다.
3. Search_Autocompletion_Configuration_XML을 클릭합니다.
4. 자동 완료를 위해 인덱싱하려는 클래스의 필드를 입력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상속을 지원하므
로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supportedAutocompletionFields>
<autocompletionField>
<className>managed_object</className>
<attributeName>display_label</attributeName>
</autocompletion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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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dAutocompletionFields>

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upportedAutocompletionFields>
<autocompletionField>
<className>nt</className>
<attributeName>display_label</attributeName>
</autocompletionField>
<autocompletionField>
<className>nt</className>
<attributeName>display_label</attributeName>
</autocompletionField>
</supportedAutocompletionFields>

5. 리소스 저장을 클릭합니다.

문제 해결
검색 하위 시스템 관리자로 인해 UCMDB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
니까?
UCMDB를 중지하고 <UCMDB 설치 폴더>/search 폴더를 삭제한 다음 UCMDB를 다시 시작합니
다.
검색이 계속 시작되지 않으면 "고급 검색 엔진 사용 여부 설정(45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검색을 사
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레거시 검색 엔진으로 되돌립니다.

검색에서 결과를 반환하지 않음
1. UCMDB 검색 엔진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검색 엔진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토폴로지 검색 JMX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n

n

restoreFactoryDefaults: 검색에 대한 팩터리 구성을 복원합니다.
reindex: UCMDB 모델에서 CI에 대한 검색 인덱스를 다시 만듭니다. 큰 데이터베이스의 경
우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수 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약 1M CI/시간).

검색에서 원하는 CI 유형을 찾지 못함
이 문제에는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l

l

인덱싱 구성에 따라 특성 및 CI 유형을 인덱싱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덱싱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인덱싱된 목록 수정(44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클래스 특성 구성 항목을 추가합니다.
클래스 동의어에서 클래스에 대해 올바른 동의어를 정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P Universal CMDB (10.10)

54/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4장: UCMDB Browser

l

이 CI에 대한 rating 및 pageItemCount가 0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특성 순위에서 rating을 확
인하고 표현 가능한 CI 유형에서 pageItemCount를 확인합니다.

카디널리티 조건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결과를 반환함
특성 동의어 확인 외에 인덱싱 구성에서 특성 유형이 숫자로 정의되어 있는지, 단위 구성이 Search_
Parser_Configuration_XML의 특성 단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검색에서 불필요한 결과를 너무 많이 표시함
l

l

l

자연어로 된 쿼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사용자가 의도한 항목의 "가장 적절
한" 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쿼리가 특정 CI 유형의 결과만 반환하는지 100%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 쿼리에서 type: citype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위의 두 제안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 사례 및 JMX의 상태 보고서를 사용하여 R&D 팀에 문
의하십시오.

구성 문제 - 팩터리 기본값 복원
팩터리 컨텐츠에서 기본 구성 XML 파일을 복원하려면 JMX 콘솔 > UCMDB:service=Topology
Search Services로 이동하여 restoreFactoryDefaults()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주의: 이 메서드는 현재 구성을 덮어씁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구성 파일을 백업해야
합니다.

로그 및 디버깅 정보
로그
search.log는 검색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기록합니다. 기본 로그 수준은 INFO이며 통계만 인쇄됩니
다. 로그 수준 및 로그 수는 conf/log/cmdb.properties에서 search.loglevel 변수로 구성합니다.
상태 보고서
토폴로지 검색 JMX 상태 보고서에는 검색 엔진 구성 요소에 대한 현재 구성 테이블 및 통계가 모두
표시됩니다. 이 보고서는 R&D에 문제를 보고할 때 포함하면 도움이 됩니다.
Solr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Solr 검색 엔진은 UCMDB 서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쿼리하려면 JMX 콘솔 >
UCMDB:service=Topology Search Services로 이동하여 debugSolrQuery() 메서드를 호출합
니다.
예제 쿼리:
l

l

빈 쿼리는 모든 CI를 반환합니다.
"id:a6693cd46cfd1b4fab0c3551bac9289e"는 cmdbId가
a6693cd46cfd1b4fab0c3551bac9289e인 CI를 반환합니다. 이 쿼리는 Solr/Lucene 구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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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DB Browser를 브랜딩하는 방법
UCMDB Browser 설치의 대부분은 Hewlett-Packard 브랜딩과 함께 제공됩니다. 그러나 머리글 및
바닥글을 적용하고, UCMDB Browser의 머리글에 사용자 지정 텍스트 및 아이콘을 추가하며, 랜딩
페이지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UCMDB Browser 설치에서 <UCMDB_Browser_installation_directory>
\webapps\ucmdb-browser\public\branding 폴더에는 샘플 아이콘, 이미지 및 스타일 시트
파일이 포함됩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이러한 파일을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업데이트하고
UCMDB의 설정에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장 이미지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아이콘 - 20 x 20 픽셀

l

랜딩 페이지 이미지 - 135 x 135 픽셀

CSS 스타일 시트의 예:
.bannerClass {
background-color: yellow;
color: blue;
font-weight: bold;
font-style:italic;
}

UCMDB Browser를 브랜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UCMDB에서 관리 > 인프라 설정 관리자로 이동하고 UCMDB Browser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필요에 따라 다음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름

값

배너 스타일 시트 URL

배너 텍스트에 사용된 스타일 시트의 URL입니다.

배너 텍스트

머리글 및 바닥글에 표시될 텍스트입니다.

사용자 지정 masthead 텍스
트

UCMDB Browser의 masthead에 표시될 사용자 지정된 텍스
트입니다.

masthead의 사용자 지정 아
이콘

UCMDB Browser의 masthead에 표시될 아이콘의 URL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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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값

랜딩 페이지의 사용자 지정
이미지

UCMDB Browser의 랜딩 페이지에 표시될 이미지의 URL입
니다.
참고: 최상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배경이 투명한 그래픽
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지정 제품 이름

UCMDB Browser의 랜딩 페이지에 표시될 제품의 이름입니
다.

참고: masthead에 사용자 지정된 텍스트 및 아이콘을 지정하면, 현재 Hewlett-Packard
텍스트 및 이미지와 함께 표시나며 대신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3.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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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X 콘솔에 액세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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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X 콘솔을 사용하여 UCMDB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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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가용성을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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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DB 메일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

64

UCMDB 구성 요소의 루트 컨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

64

응용 프로그램 제목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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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65

UCMDB 로그 수준을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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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및 스레드 덤프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67

JMX 콘솔을 사용하여 지원에 액세스

68

사용자 활동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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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DB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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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DB 서버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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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DB Integration Service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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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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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심각도 수준

86

로그 구성 대화 상자

86

문제 해결 및 제한 사항

87

기본 관리 작업
이 섹션에서는 기본 관리 및 구성 작업 검사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검사 목록을 통해 HP Universal
CMDB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관리 작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흐름 관리를 설정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Universal Discovery 사용자는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네트워크 인
프라에서 IT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
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흐름 관리를 설정할 때 시스템 관리자에게 다음 정보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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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

운영 체제 자격 증명

n

네트워크 프로토콜 자격 증명

n

응용 프로그램 자격 증명

사용자 및 역할 설정
사용자 및 역할을 정의하고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하여 보기, TQL 쿼리 및 기타 구성 요소에 대
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일 테넌트 환경의 경우 "사용자 권한 워크플로(144페이
지)", 다중 테넌트 환경의 경우 "다중 테넌트 워크플로(15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전달 방법을 포함하여 예약된 보고서의 받는 사람 구성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4.

모델에서 CI(구성 항목) 및 CI 관계를 정의하여 IT 유니버스 모델 수동으로 작
성
모델을 전체 모델의 논리적인 하위 집합을 나타내는 보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한 네
트워크 리소스를 기반으로 CI를 추가하거나, 인프라 구성 요소를 수동으로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n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 의 "IT 유니버스 관리자"

n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 의 "모델링 스튜디오"

JMX 콘솔에 액세스하는 방법
JMX 콘솔에서 여러 UCMDB 수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UCMDB JMX 콘솔
1. UCMDB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주소창에 http://localhost:8080/jmx-console을
입력합니다.
2. JMX 콘솔 인증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n

로그인 이름 = sysadmin

n

비밀번호 = sysadmin

UCMDB JMX 빠른 검색 페이지가 열립니다.
JMX 메서드를 검색하려면 검색 상자에 메서드 이름 또는 메서드 이름의 일부를 입력합니다. 해
당 검색 구가 포함된 모든 메서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참고: 해당 로그에 관련된 JMX 메서드를 반환하려면 로그 이름 앞에 로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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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CMDB JMX 링크를 클릭하여 콘솔을 엽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찾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작
업 페이지를 엽니다. 필요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4. UCMDB JMX Operations Index 링크를 클릭하여 콘솔 작업 인덱스를 엽니다. 필요한 메서드
로 바로 이동하여 선택합니다.
참고: JMX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MX 콘솔 비밀번호 변경(61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Data Flow Probe JMX 콘솔
1. 프로브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주소창에 http://<Data Flow Probe 컴퓨터 이름
또는 IP 주소>:1977을 입력합니다. Data Flow Probe를 로컬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http://localhost:1977을 입력합니다.
2. JMX 콘솔 인증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n

로그인 이름 = sysadmin

n

비밀번호 = sysadmin

JMX 콘솔이 열립니다.
3. 필요한 서비스를 찾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작업 페이지를 엽니다. 필요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참고:
l

l

Data Flow Probe JMX 콘솔에 대한 검색 기능은 없습니다.
JMX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MX 콘솔 비밀번호 변경(61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JMX 콘솔 비밀번호 변경
1. 관리자 계정으로 UCMDB에 로그인하고 관리 > 보안 > 사용자 및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2. JMX 콘솔 로그인을 위한 사용자(기본값은 sysadmin)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다시 설정
튼을 클릭합니다.

버

3. 비밀번호 다시 설정 대화 상자에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UCMDB에서 로그아웃한 다음 새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JMX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Configuration Manager JMX 콘솔
Configuration Manager에 대한 별도의 JMX 콘솔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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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Manager 서버에서 주소를 http://<서버 이름>:<application_port>/cnc/jmxconsole과 같이 입력합니다. 포트는 Configuration Manager 설치 중에 구성된 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식 HP Universal CMDB 배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JMX 콘솔을 사용하여 UCMDB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방
법
JMX 콘솔에서 제품 라이센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라이센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
명합니다.
1. UCMDB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주소창에 http://localhost:8080/jmx-console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UCMDB:service=Licensing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이지를 엽니다.
3. addLicense 메서드를 찾습니다.
4. 고객 ID 및 라이센스 키를 입력합니다.
5. Invoke를 클릭합니다.
다음 기능에 대해 같은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JMX 메서드가 있습니다.
l

파일에서 라이센스 설치

l

모든 활성 라이센스 표시

l

모든 라이센스 표시(만료된 라이센스 포함)

l

활성 라이센스 요약 표시

l

모든 라이센스 제거

최고 가용성을 구성하는 방법
다음 인프라 설정을 최고 가용성 환경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설정

설명

값

ha.tp.port

TCP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기본값: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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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정

설명

값

ha.ports.range

연결을 위해 정의해야 하는
TCP 포트 수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기본값: 0(범위
없음)

ha.ports.range=0이고
ha.tp.port에 정의된 포트가
사용 중이면 연결에 실패합니
다.
ha.writer.suggestion.period.threshold

JMX 콘솔에서 High
Availability Services >
suggestNewWriterServer
메서드를 호출하여 Writer 서
버를 대신해야 할 서버
(serverID)를 제안할 수 있습
니다.

기본값: 240초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서
버가 제안된 서버를 선택하기
위해 계속 시도해야 할 시간
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임
계값에 도달하면 제안이 취소
됩니다.
ha.writer.inactivity.period.threshold

새 Writer 서버를 선택하기 전
에 Writer 서버가 응답을 중지
한 후 대기할 시간을 정의합
니다.

기본값: 120초

참고: 이 대기 시간을 변
경하면 이전 Writer 서버
를 다시 시작한 후 새로
운 Writer를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줍
니다.

HP Universal CMDB (10.10)

63/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5장: UCMDB 서버 관리

인프라 설정

설명

값

ha.load.balancer.force.close.connection

이 설정이 true로 지정되어
있으면 UCMDB SDK 클라이
언트는 서버로 보내는 각 인
증 요청과 클래스 다운로드
요청에 Connection:close
헤더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로드 균형 조정에서 이 요청
을 연결의 첫 요청으로 간주
하고 응답에 세션 쿠키를 추
가합니다.

기본값: false

사용하고 있는 로드 균형 조
정이 이미 보낸 요청마다 세
션 쿠키를 추가한 경우 시스
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매개 변수를 false로 설정해
야 합니다.

UCMDB 메일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
UCMDB 메일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UCMDB에서 관리 > 인프라 설정 > 메일 설정을 선택합니다.
2. SMTP 서버 설정을 정의합니다. SMTP 서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SMTP 서버 포트 설정을 편집합니다. 기본값은 25입니다.
4. 주 SMTP 서버의 백업으로 대체 서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3단계를 반복하되,
이번에는 대체 SMTP 서버의 이름 및 대체 SMTP 서버 포트를 입력합니다.
5. 전자 메일 보낸 사람 설정을 HP Universal CMDB에서 보내는 보고서에 표시할 이름으로 편집
합니다.
6. 사용자가 메일을 보낸 양식 내에서 전자 메일 보낸 사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면 보
낸 사람 편집 가능성 값을 True로 변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값을 False로 유지합니다.

UCMDB 구성 요소의 루트 컨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
모든 HP Universal CMDB 구성 요소의 기본 루트 컨텍스트는 /입니다. 이 루트 컨텍스트는 인프라
설정 관리자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루트 컨텍스트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관리 > 인프라 설정 관리자로 이동한 후 일반 설정에서 루트 컨텍스트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을 편집하고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3. HP Universal CMDB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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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의 용도 중 하나는 리버스 프록시 서버 하나로 다중 UCMDB 서버에 액세스하는 것입니다. 각
UCMDB 서버에 자체 루트 컨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본값에서 루트 컨텍스트를 변경한 다음에는 새 루트 컨텍스트로만 모든 UCMDB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루트 컨텍스트가 /ucmdb1이면, 다음 URL에서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도메인 이
름>:8080/ucmdb1/ucmdb-ui
Configuration Manager 사용자의 경우: 루트 컨텍스트를 변경하면 Configuration Manager의
UCMDB 액세스 URL 필드도 적절하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관리 > 설정 > 통합 > UCMDB 파
운데이션).

응용 프로그램 제목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
UCMDB 홈 페이지와 로그인 페이지에 표시되는 제목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프로
덕션 환경과 테스트 환경을 쉽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제목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인프라 설정 관리자에서 UCMDB 사용자 지정 제목 설정을 찾습니다.
2. 값 필드에서 응용 프로그램 제목에 추가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참고: 사용자 지정 제목에 표시되는 최대 문자 수는 30자입니다. 만약 값 필드에 30자를 초
과하여 입력하면 사용자 지정된 제목에 처음 30자만 표시되며 나머지는 ...으로 표시됩니
다.
3.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4. 다음에 UCMDB에 액세스하면 홈페이지와 로그인 페이지는 UCMDB 제품 버전을 표시한 후 사
용자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 제목을 표시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HP Universal CMDB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주의: HP Software 지원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UCMDB 서버가 다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명령줄에서 다음 배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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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UCMDB\UCMDBServer\tools\dbscripts\newDbTool.bat
3. 프롬프트에서 필요한 명령을 실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는 다음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l

일관성 모드

l

삭제 모드

l

미리 보기 모드

일관성 모드
도구의 일관성 모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DbTool.bat
consistency 명령을 실행합니다. 명령 끝에 --showsql을 추가하여 실행 중인 SQL 명령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삭제 모드
도구의 삭제 모드에서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CI 및 관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l

l

l

에이징 메커니즘 실행.newDbTool.bat aging 명령을 사용합니다. 에이징 메커니즘을 실행하면
삭제 후보인 CI 및 관계가 제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징 메커니즘 개요(131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유형별로 선택한 CI 삭제.newDbTool.bat type type_1, type_2 명령을 실행하여 특정 유형의
모든 CI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ype_1과 type_2는 삭제할 CI 유형을 나타냅니다.
SQL 쿼리별로 선택한 CI 삭제. SQL 쿼리를 실행하여 선택한 CI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newDbTool.bat sql <query_name>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query_name>은 정의한
SQL 쿼리의 이름입니다.
다음은 표시 레이블이 vm으로 시작하는 모든 노드 CI를 반환하는 SQL 쿼리의 예입니다.
select CMDB_ID from cdm_node_1 where a_display_label like 'VM%'

참고: SQL 쿼리는 CMDB_ID인 하나의 열을 반환해야 합니다.

미리 보기 모드
도구의 미리 보기 모드에서는 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일관성 모드에서 발생할 변경을 미리 볼 수 있습
니다. newDbTool.bat consistency --preview 명령을 실행합니다.

UCMDB 로그 수준을 구성하는 방법
이 작업에서는 UCMDB 로그 파일의 로그 수준을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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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CMDB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주소창에 http://localhost:8080/jmx-console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UCMDB:service=Server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이지를 엽니다.
3. loggersLevels 메서드를 찾습니다.
4. Invoke를 클릭합니다.
5. 수준을 설정할 각 로그 파일 이름 옆의 목록에서 필요한 로그 수준(OFF, FATAL, ERROR,
WARN, INFO, DEBUG, TRACE 또는 ALL)을 선택합니다.
6. Update loggers를 클릭합니다.

로그 파일 및 스레드 덤프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
법
모든 로그 및 스레드 덤프가 포함된 zip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JMX 작
업을 통해, 또는 UCMDB 서버에서 배치 파일을 실행하여 파일을 만듭니다.
스레드 덤프는 정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1분에 한 번씩 스레드 덤프 스냅샷이 만들어지고
C:\hp\UCMDB\UCMDBServer\runtime\log\threadDumps 폴더의 새 파일에 저장됩니
다. 마지막 1시간 동안의 스레드 덤프 파일이 보관됩니다. 이 폴더에는 logGrabber 실행 중에 생성
된 Ad-Hoc 서버 스냅샷도 보관됩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zip 파일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서버 주소를 http://<UCMDB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IP>:8080/jmxconsole과 같이 입력합니다.
2.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UCMDB 아래에서 UCMDB:service=Server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이지를
엽니다.
4. executeLogGrabber 작업을 찾습니다.
5. Invoke를 클릭합니다.
이름이 LogGrabber_serverSnapshot_
<현재 날짜 및 시간>.txt는
C:\hp\UCMDB\UCMDBServer\runtime\log\threadDumps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은 서버 프레임워크의 스레드만 포함하는 스레드 덤프입니다.
6.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에서 logGrabber_<현재 시간>.zip 파일을 열거나 클라이언트 컴퓨터
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UCMDB 서버에서 zip 파일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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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CMDB 서버의 C:\hp\UCMDB\UCMDBServer\tools\logGrabber\ 폴더에 액세스합
니다.
2. logGrabber.bat 파일을 실행합니다.
LogGrabber_<현재 시간>.zip 파일이 C:\hp\UCMDB\UCMDBServer\runtime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은 서버 프레임워크의 스레드만 포함하는 스레드 덤프입니다.

JMX 콘솔을 사용하여 지원에 액세스
HP Universal CMDB에서는 HP Software 지원에서 사용자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Supportability JMX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이 메서드는 각 범주에 대해 핸들러를 사용하며, 이 핸들
러는 사용자 시스템의 해당 범주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범주에 대해 핸들러를 실행하면 해당 범주
에 대해 수집된 정보의 zip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일반적으로 HP Software 지원에서는 발생한 문
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Supportability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Supportability 메서드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UCMDB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주소창에 http://localhost:8080/jmx-console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UCMDB:service=Supportability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이지를 엽니다.
3. listSupportCategories 메서드는 지원 범주를 모두 표시합니다.
4. 모든 핸들러를 실행하려면 runSupportHandlersForAllCategories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5. 특정 핸들러를 실행하려면 selectAndRunSupportHandlers 메서드를 호출하고 실행할 핸들
러를 선택합니다.
6. 또는 runSupportHandlersForSpecificCategories 메서드를 사용하여 특정 핸들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핸들러를 모두 쉼표로 구분하여 categories 필드에 입력하고 Invoke를
클릭합니다.

Supportability 핸들러
다음 핸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TQL.TQL.properties 파일에 다음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n

TQL 쿼리 수

n

활성 TQL 쿼리 수

n

활성 영구 TQL 쿼리 수

HP Universal CMDB (10.10)

68/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5장: UCMDB 서버 관리

l

l

l

n

비활성 TQL 쿼리 수

n

실패한 비활성 TQL 쿼리 목록이 포함된 Failed TQLs.txt 파일도 만들어집니다.

보기.View.properties 파일에 다음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n

보기 수

n

계층 구조 정의가 있는 보기 수

n

규칙 기반 계층 구조 정의가 있는 보기 수

n

템플릿 기반 보기 수

n

관점 기반 보기 수

n

템플릿 수

n

관점 수

n

알 수 없는 유형의 보기 수(이 값은 항상 0이어야 함)

ViewArchive.ViewArchive.properties 파일에 다음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n

총 아카이브 수

n

아카이브가 있는 총 보기 수

스냅샷.Snapshots.properties 파일에 다음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n

l

l

총 스냅샷 수

모델링.Modeling.properties 파일에 다음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n

비즈니스 CI 수

n

컨텐츠가 있는 모델 수(CI를 포함하는 모델)

n

패턴 기반 모델 수

n

인스턴스 기반 모델 수

엔리치먼트.Enrichment.properties 파일에 다음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n

엔리치먼트 규칙 수

n

모든 활성 엔리치먼트 규칙 수

n

비활성 엔리치먼트 규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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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

엔리치먼트 비즈니스 보기 수

n

모든 활성 엔리치먼트 비즈니스 보기 수

n

비활성 엔리치먼트 비즈니스 보기 수

최고 가용성.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서 최고 가용성 정보를 수집합니다.
n

n

l

l

l

l

l

l

l

l

HA.properties에 다음과 같은 최고 가용성 클러스터 정보가 기록됩니다.
o

Is_ha_enabled

o

클러스터 이름(최고 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o

클러스터 노드 번호(최고 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o

클러스터 노드 이름(최고 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최고 가용성 설정 값(ha.로 시작함)은 HA settings.properties에 기록됩니다.

URM 카운터. 등록된 각각의 URM 유형과 해당 유형별 인스턴스 수가 Basic URM
Counters.properties 파일에 기록됩니다.
설정. 인프라 설정과 이 고객에 대한 해당 값을 Settings <고객 ID>.properties 파일에 기록합니
다.
인증. 모든 역할, 사용자, 사용자 그룹 및 역할 할당을 Authorization.properties 파일에 기록합
니다.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는 각 역할 할당의 테넌트 연관을 기록합니다.
기본 기록 내역. 각 CI 유형에 대해 기준선 프로세스를 마지막으로 실행한 날짜를 Basic
History.properties 파일에 기록합니다.
기록 내역. 각 CI 유형에 대한 현재 기록 내역 테이블의 기록 내역 이벤트 수를
History.properties 파일에 기록합니다(기록 내역 이벤트가 있는 CI 유형만 해당).
클래스 모델. 클래스 모델을 XML 파일로 Class Model.xml에 기록합니다. 다중 고객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클래스 모델과 SDK 수준에서의 해당 차이점을 Class Model.properties 파일에 기록
합니다. 단일 고객 환경에서는 이 파일에 단일 고객에 대한 정보만 포함됩니다.
모델 업데이트.Basic Model Update.properties 파일에 다음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n

CI 유형별 CI 수(인스턴스가 있는 CI만 해당)

n

노드 CI 유형 또는 해당 하위 항목 중 하나에 연결된 CI 수

데이터 입력. 하위 CI 유형에 대한 설정으로 덮어쓴 루트 CI 유형의 실제 삭제 기간 및 삭제 후보
기간 정보를 Data In.properties 파일에 기록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일치(루트 CIT의
테이블에 있지만 하위 유형의 테이블에는 없거나 그 반대 경우에 해당하는 개체 또는 링크)를 확
인하기도 합니다. 불일치 개체는 inconsistencyInModel.txt 파일에 기록되며 불일치 링크는
inconsistencyLinks.txt 파일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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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활동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도구는 사용자 활동 로그입니다. 이 로
그를 활성화하면 HP Software 지원에서 문제를 재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에서 수
행된 모든 작업이 기록됩니다.
사용자 활동 로그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해당 로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1. UCMDB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주소창에 http://localhost:8080/jmx-console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UCMDB:service=Settings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이지를 엽니다.
3. showSettingsByCategory 메서드를 찾습니다.
4. 일반 설정을 범주 이름으로 입력하고 Invoke를 클릭합니다.
5. mam.web.user.activity.log.enabled 설정을 찾아 true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설정 서비스 페이지로 돌아가서 setSettingValue 메서드를 선택합니
다.
7. mam.web.user.activity.log.enabled를 설정으로 입력하고 값을 true로 설정한 다음 Invoke
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 수준을 INFO로 변경합니다.
1. JMX 콘솔에서 UCMDB:service=Server Services를 클릭합니다.
2. loggersLevels 메서드를 찾아서 Invoke를 클릭합니다.
3. com.hp.ucmdb.uiserver.aspects 로거를 찾아 드롭다운 목록에서 INFO를 선택합니다.
4. Update loggers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여 로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용자 활동 로그에 해
당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완료되면 loggersLevels 메서드를 사용하여 com.hp.ucmdb.uiserver.aspects 로거에 대한 수준
을 ERROR로 선택하여 로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UCMDB 서비스
HP Universal CMDB 서버 서비스의 상태 보기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열고 http:// <서버 이름>:8080/status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서버 이름>
은 UCMDB 서버 컴퓨터의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상태 및 세부 상태가 표시되며,
HP Universal CMDB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Up) 아니면 중지되었는지(Not Started)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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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행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HP Software 지원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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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Universal CMDB 서비스
다음 표에서는 HP Universal CMDB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비스 이름

서비스 설명

authorization

보안 모델 적용을 담당합니다(사용자, 역할, 테넌트 등).

autodiscovery

데이터 흐름 관리 관련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classModel

CMDB에서 클래스 모델을 유지 관리합니다.

cmdb_mod_
not

CMDB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알립니다.

cmdb_sys_tqls

TQL 노드에 적용되는 조건과 시스템 TQL에 저장되는 조건 결과를 처리합니
다.

cmdb_view

TQL 결과에 대한 보기 정의를 계산합니다. 그래프에서 트리로 변환할 때 보기
정의가 제공됩니다.

configuration

스냅샷, CI 변경 쿼리 및 TQL/보기 기록 내역 쿼리를 처리합니다.

content-install

컨텐츠 팩을 관리합니다.

dataacquisition

통합을 관리합니다.

enrichment

Ad hoc 및 활성 엔리치먼트를 실행합니다.

fcmdb-config

FCMDB를 완전히 로드하기 전에 기본 FCMDB 서비스를 허용하는 연합 데이
터의 캐시 메커니즘입니다.

fcmdbmanagement

어댑터, 연합 및 데이터 밀어넣기 흐름을 관리합니다.

folders

모든 리소스 유형에 대한 폴더 계층 구조를 관리합니다.

framework

UCMDB 서버에서의 디스패치 작업을 수행합니다.

grouping

리소스를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번들을 보유합니다.

histDB

CMDB에서 CI 및 관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impact

HP Universal CMDB 영향, 근본 원인 및 상관 관계 하위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mappingengine

통합에 사용됩니다. 통합 TQL 계산 중에 조정을 허용합니다.

model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로컬 CMDB CI로 CI를 매핑합니다.

Model_
statistics

실행 중인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기록
내역, 업그레이드, JMX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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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름

서비스 설명

Model_
topology

모델 토폴로지 그래프(속성을 제외한 모든 CI와 관계가 포함되며 가끔 데이터
베이스 쿼리를 방지하는 내부 데이터 구조) 로드를 담당합니다.

model_update

CMDB의 클래스 모델의 업데이트를 관리합니다.

packaging

패키지를 담당합니다. 패키지는 미리 정의된 체계적 하위 디렉터리로 구성된
리소스가 포함된 zip 파일입니다.

reconciliation

CMDB의 데이터 채우기 조정 서비스입니다. HP Universal CMDB의 조정 엔
진을 담당합니다.

Reconciliation_
conf

식별 규칙 및 조정 우선 순위 구성 등 조정 구성을 처리합니다.

report

시스템 보고서 추가/편집/제거, 자산 보고서 계산, 노드 종속 관계 보고서 등의
HP Universal CMDB 보고서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scheduler

오프라인 작업을 예약합니다.

state_
management

상태 관리를 담당합니다.

topology_
search

검색 엔진 관련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tql

TQL을 계산합니다.

tql_res_utils

TQL 결과 유지 관리(활성) 및 레이아웃 검색을 담당합니다.

view

모델링 스튜디오의 비즈니스 논리 부분("주시" 포함)을 담당합니다.

world

다양한 HP Universal CMDB 및 타사 응용 프로그램과 도구에서 수집되는 구성
정보의 중앙 저장소입니다. 이 정보는 HP Universal CMDB 보기를 작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UCMDB 서버 포트
다음 포트는 UCMDB 서버에서 사용됩니다.
프로토콜

포트

프로세스

설명

TCP

8080

ucmdb_
server.exe

기본 Jetty HTTP 포트입니다.

TCP

8443

ucmdb_
server.exe

기본 Jetty HTTPS 포트입니다.

TCP

8444

ucmdb_
server.exe

클라이언트 인증이 있는 기본 Jetty HTTPS 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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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포트

프로세스

설명

TCP

8009

ucmdb_
server.exe

기본 Jetty AJP 포트입니다.

TCP

7800 –
7810

ucmdb_
server.exe

기본 JGroups 포트(HA)입니다.

UDP

7600 –
7610

ucmdb_
server.exe

멀티캐스트 JGroups 포트(HA)입니다.

TCP &
UDP

7500

ucmdb_
server.exe

기본 JGroups 진단 포트(HA)입니다.

TCP

29601

ucmdb_
server.exe

JMX 원격 포트(JBoss – RMI 에이전트)입니다.

TCP

1024 –
65535

ucmdb_
server.exe

UI 서버의 콜백 포트(RMI에서 사용됨)입니다.

TCP

32000 –
32999

wrapper.exe

wrapper.exe 프로세스가 UCMDB 서버 JVM 프
로세스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TCP

31000 –
31999

wrapper.exe

UCMDB 서버 JVM 프로세스가 wrapper.exe 프
로세스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TCP

5431

PostgreSQL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로컬로 설치된 기
본 포트입니다.

UCMDB Integration Service 포트
다음 포트는 UCMDB Integration Service에서 사용됩니다.
포트

설명

1977

Data Flow Probe의 웹 응용 프로그램 포트. JMX 콘솔 및 기타 웹 서비스에 사용됩
니다.

8453

Data Flow Probe의 보안 웹 응용 프로그램 포트. 1977과 동일합니다. Jetty HTTPS
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JMX 콘솔 및 기타 웹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1777

Tanuki 래퍼에 의해 사용되는 포트입니다.

로그 파일
CMDB 로그 파일을 통해 CMDB 런타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로그 파일에서 CMDB 동작을 추적하면 시스템에 적용된 변경 내용의 영향을 검사할 수 있
습니다. CMDB는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 시스템은 여러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합니다.
로그 파일은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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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Windows: C:\hp\UCMDB\UCMDBServer\runtime\log

l

Linux: /opt/hp/UCMDB/UCMDBServer/runtime/log

이 섹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l

"일반 로그 파일(76페이지)"

l

"클래스 모델 로그 파일(77페이지)"

l

"TQL 로그 파일(78페이지)"

l

"데이터 입력 로그 파일(79페이지)"

l

"기록 내역 로그 파일(80페이지)"

l

"엔리치먼트 로그 파일(82페이지)"

l

"DAL 로그 파일(82페이지)"

l

"인증 로그 파일(83페이지)"

l

"UCMDB UI 로그 파일(84페이지)"

l

"데이터 흐름 관리 로그 파일(84페이지)"

일반 로그 파일
할당량 로그 매개 변수
로그 이름은 cmdb.quota.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할당량 이름, 할당량 값 및 현재 할당량 수준을 표시합니다.

정보 수준

고객 로드 중에 서버 및 고객 수준에서 설정된 할당량 이름 및 값입니다.

오류 수준

할당량 제한을 초과하여 실패하는 CMDB 작업입니다.

디버그 수준

개수 수집기가 n분마다 실행되어 모든 할당량의 현재 개수를 수집합니다. 수
집된 개수가 기록됩니다.

기본 문제 해결

할당량 제한으로 인해 작업이 실패하는 경우 개수 증가와 할당량 값을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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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B 작업 통계 로그
로그 이름은 cmdb.operation.statistics.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지난 15분 동안 수행한 모든 작업(최악의 작업 인스턴스 포함)의 통계를 표
시합니다.

정보 수준

작업 클래스 이름, 호출자 응용 프로그램 및 고객 ID를 포함하는 작업별 통계
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악의 작업 인스턴스 10개를 표시합니다.

오류 수준

통계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버그 수준

해당 없음

기본 문제 해결

성능이 저하되는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구성 로그
로그 이름은 configuration.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다음과 같은 기본 환경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

서버 버전 및 CUP 버전

l

데이터베이스 벤더 및 버전

l

컨텐츠 팩 버전

l

최고 가용성 구성

l

Data Flow Probe 버전

l

설정 변경 내용(각 설정은 로그에서 감사됩니다.)

정보 수준

시스템을 시작하거나 설정이 변경될 때 로그에 정보가 기록됩니다.

오류 수준

해당 없음

디버그 수준

해당 없음

기본 문제 해결

고객 지원 부서에서 사용되며 고객 문제를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래스 모델 로그 파일
CI 유형 모델 로그
로그 이름은 cmdb.classmodel.lo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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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설명

용도

CI 유형 모델 오류 및 디버그 메시지입니다.

정보 수준

CI 유형 모델을 로드하면 잘못된 정의가 정보 메시지로 기록됩니다. 잘못된
정의의 예로는 '중복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류 수준

해당 없음

디버그 수준

모든 CI 유형 업데이트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l

XML 형식의 원본 CIT

l

XML 형식의 새 CIT

l

CIT 간의 차이

CI 유형 모델 업데이트가 거부되면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기본 문제 해결

서버가 원본 CIT와 새 CIT 간에 발견한 차이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음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l

패키지 내의 CIT가 실패한 경우

l

CIT 브라우저 애플릿에서 수행이 실패한 경우

l

CIT 브라우저 애플릿에서 수행이 실패해야 하는데 성공한 경우

TQL 로그 파일
CMDB알림 로그
로그 이름은 cmdb.notification.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CMDB에서 구성 요소를 만든 시간부터 클라이언트 수신기가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의 통보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CMDB에서 구성 변경 내용을 받을 때 끌어오기 모드
를 사용하지 않고 통보 메커니즘을 통한 밀어넣기 모드를 사용합니다.

정보 수준

오류 수준

l

게시자 시작 및 종료

l

원격 수신기 및 내부 수신기 등록/등록 취소

l

메시지를 게시할 때의 오류

l

메시지를 수신할 때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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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설명

디버그 수준

l

l

l

기본 문제 해결

고유 메시지 ID
메시지에 포함된 변경 내용 수와, 메시지 유형에 따른 추가 세부 정보(예:
TQL 결과 버전)
JMS 머리글 속성

응용 프로그램이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l

수신기가 적절한 통보 필터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l

이 필터와 일치하는 데이터로 메시지가 게시었는지 확인

l

수신기가 메시지를 받았는지 확인(고유 메시지 ID를 사용하여 확인)

데이터 입력 로그 파일
CMDB모델 감사 요약 로그
로그 이름은 cmdb.model.audit.short.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CI 유형 작업, 즉 작업 유형,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 각 CIT에서 데이터에 수
행된 작업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호출자 응용 프로그램, 실행 시간, 지속성 시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
다.

정보 수준

작업 세부 정보입니다.

오류 수준

해당 없음

디버그 수준

해당 없음

기본 문제 해결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l

작업이 있는지 확인

l

입력이 정확한지 확인

l

데이터에 대해 수행된 작업 확인 업데이트가 잘못 수행되었을 수 있습니
다.

이 로그는 DFM을 실행하여 입력을 추적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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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내역 로그 파일
기록 내역 로그
로그 이름은 history.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일반 기록 내역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정보 수준

l

자동 완료 이벤트

l

자동 완료 테이블 잠금/잠금 해제 메시지

l

테넌트 비트 마스크 열 크기 처리

l

고객 퓨즈 참고 삭제

l

자동 완료 세부 정보

l

기록 내역 루트 테이블 처리 메시지

디버그 수준

기록 감사 업데이트 로그
로그 이름은 history.update.audit.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기록 내역 테이블에 저장된 이벤트를 추적합니다.

정보 수준

l

기록 내역 테이블에 저장된 모든 이벤트 세부 정보

l

이벤트 통계

디버그 수준

데이터베이스 통계

기록 내역 파티션 로그
로그 이름은 history.partition.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l

기록 내역 파티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l

기준선 프로세스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l

파티션 기록 내역 테이블 추가/제거

l

기준선 이벤트

l

기준선 통계

정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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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설명

오류 수준

l

테이블 파티션 실패

l

기준선 프로세스 실패

쿼리 기록 내역 로그
로그 이름은 history.queries.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기록 내역 테이블에서 수행한 모든 쿼리를 기록합니다.

정보 수준

l

쿼리 조건

l

쿼리 결과 요약

오류 수준

퓨즈 초과

디버그 수준

l

쿼리 조건 세부 정보

l

쿼리 결과 세부 정보

기록 내역 클래스 모델 변경 로그
로그 이름은 history.classmodel.changes.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기록 내역 테이블에 영향을 주는 모든 클래스 모델 변경 사항을 추적
합니다.

정보 수준

클래스 맞춤 메시지

오류 수준

클래스 맞춤 중에 발생한 오류

기록 내역 제거 로그
로그 이름은 history.purge.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기록 내역 제거 프로세스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정보 수준

제거 프로세스 정보

오류 수준

제거 프로세스 중에 발생한 오류

디버그 수준

제거된 데이터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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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치먼트 로그 파일
CMDB 엔리치먼트 로그
로그 이름은 cmdb.enrichment.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l

엔리치먼트 정의(추가, 업데이트, 제거, 계산)를 표시합니다.

l

추가된 CI 수, 제거된 관계 수 등과 같은 계산 결과를 표시합니다.

l

정보 수준

계산 실패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델 업데이트는 비동기 실행이
므로 모델 업데이트의 실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l

엔리치먼트 정의 추가, 업데이트, 제거

l

모델에서 CI 또는 관계 추가, 업데이트, 제거

오류 수준

계산 실패입니다.

디버그 수준

엔리치먼트 계산 프로세스를 추적합니다.

기본 문제 해결

l

계산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add enrichment의 정의를 확인합니다.

l

결과가 없으면 finish calculate 항목을 확인합니다.

DAL 로그 파일
CMDB DAL 로그
로그 이름은 cmdb.dal.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CMDB를 사용하는 레이어인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정보 수준

해당 없음

오류 수준

l

연결 풀 오류

l

데이터베이스 오류

l

명령 실행 오류

l

실행된 모든 DAL 명령

l

실행된 모든 SQL 명령

디버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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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설명

기본 문제 해결

CMDB 수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면 DAL 로그 및 작업 로그에
서 쿼리와 업데이트에 소요된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예외 세부 정보 및 ID가 로그에 기록됩니다. 예외 ID는 예외 자체에 표시됩니
다.

인증 로그 파일
CMDB 인증 관리 로그
로그 이름은 security.authorization.mangement.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인증 모델과 관련된 모든 수정 사항을 감사합니다.

정보 수준

l

l

사용자, 사용자 그룹, 테넌트, 역할 및 리소스 그룹 만들기 및 삭제
사용자 그룹 내 사용자의 추가 및 제거,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사용자의
기본 테넌트 변경

l

역할에서 권한의 추가와 제거 및 읽기 전용 상태의 역할에서 변경

l

리소스 그룹에서 리소스의 추가와 제거

l

사용자 역할 할당 변경

l

리소스 테넌트 연관 변경

오류 수준

기존 이름으로 사용자를 만드는 등의 인증 리소스 만들기 또는 수정 실패

디버그 수준

웹 서비스 로그인 요청

기본 문제 해결

사용자에게 더 이상 특정 권한이 없는 이유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CMDB 인증 권한 로그
로그 이름은 security.authorization.permissions.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인증 권한 쿼리를 디버그합니다.

디버그 수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서버에서 쿼리될 때마다 모든 기존 권한을 인쇄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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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설명

기본 문제 해결

특정 권한 문제를 확인하려면 디버그 수준을 켜고 UI에서 수행한 다음 디버
그 수준을 끄고 로그에서 사용자의 기존 권한을 확인합니다.
이 로그를 디버그 수준으로 유지하면 인쇄 출력이 너무 많이 생성되므로 권
장되지 않습니다.

UCMDB UI 로그 파일
클라이언트 쪽 애플릿 로그
다음과 같은 클라이언트 쪽 애플릿 로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applet-operations.log. CMDB UI에서 UCMDB 서버로 실행되는 작업을 추적합니다.

l

applet-general.log. UI에 대한 일반 로그입니다.

l

applet-cacheStatistics.log. UI 캐시 통계를 추적합니다.

l

applet-missing_resources.log. 누락된 리소스 로그입니다.

l

applet-applet-tasks.log. 작업 실행을 기록합니다.

l

applet-timeMeasure.log. 성능 측정에 사용되는 로그입니다.

l

applet-memoryTracker.log. UI의 메모리 사용을 추적합니다.

l

applet-errors.log. UI에서 발생한 오류를 기록합니다.

데이터 흐름 관리 로그 파일
데이터 흐름 관리 로그 파일에는 서버쪽에서 발생한 관련 오류를 비롯하여 데이터 흐름 활동(디스커
버리 및 통합)에 대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mam.AutoDiscovery.log
서버에서 실행되는 작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서버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프로브 게
이트웨이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로는 작업 활성화, 프로브에서 보낸 결과 처리, 프로
브에 대한 작업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수준

설명

오류

서버 쪽의 모든 DFM 프로세스 오류입니다.

정보

처리 중인 요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디버그

주로 디버깅용 로그입니다.

기본 문제 해결. 잘못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답을 받거나 오류가 발생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이 로그에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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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Servlet.log
이 로그는 다음 서블릿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l

수집기 유틸리티 서블릿.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 서블릿을 통해 서버에 연결합니다.

l

수집기 서블릿. 프로브는 이 서블릿을 통해 서버에서 새 작업을 요청합니다.

l

수집기 결과 서블릿. 프로브는 이 서블릿을 통해 새 결과를 보냅니다.

l

수집기 다운로드 서블릿. 프로브는 이 서블릿을 통해 새 서버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수준

설명

오류

서블릿의 모든 오류입니다.

정보

사용자 요청 및 프로브 작업 요청에 대한 정보

디버그

l

사용자 요청

l

프로브의 DFM 작업 읽기 요청

l

프로브의 서블릿 액세스

기본 문제 해결
l

사용자 인터페이스 - 서버 통신 문제

l

프로브 – 서버 통신 문제

일부 처리 문제도 mamAutoDiscovery.log가 아닌 이 로그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mam.AutoDiscovery.Results.Stat.log
프로브에서 받은 결과의 통계를 포함합니다.

Autodiscovery Dal 로그
로그 이름은 mam.autodiscovery.dal.log입니다.
로그 파일

설명

용도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완료한
쿼리 및 기타 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담습니다.

정보 수준

수행과 데이터베이스에 미친 결과에 대한 요약(정보 검색, 기록 삭제 등)

오류 수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려는 중에 발생한 모든 심각한 오류

디버그 수준

쿼리 매개 변수 및/또는 검색된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

기본 문제 해결

데이터베이스 오류 또는 실패(연결 실패, 쿼리의 기술 오류 등)가 있는 경우
이 로그 파일에도 오류 로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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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심각도 수준
각 로그는 특정 심각도 임계값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록하도록 설정됩니다. 여러 로그를 사용하여 서
로 다른 정보를 추적하므로, 각 로그는 적절한 기본 수준으로 미리 설정됩니다. 로그 수준 변경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로그 수준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인 로그 수준은 아래에 가장 좁은 범위에서 가장 넓은 범위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l

l

l

l

l

FATAL.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이벤트만 로그에 기록됩니다.
ERROR. 치명적인 오류 이벤트 외에, CMDB가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로그에 기록됩니다. CMDB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기록되었는지 확인
하고, 오류 메시지의 내용을 검사하여 실패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WARN. 이 로그의 범위에는 치명적인 오류 및 오류 수준 이벤트뿐 아니라 현재 CMDB의 정상적
인 작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와, 향후 오작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인시
던트가 포함됩니다.
INFO. 모든 작업이 로그에 기록됩니다. 이 로그 수준에서 대부분의 정보는 정상적인 루틴으로 거
의 쓸모가 없으며, 로그 파일이 금방 가득 찹니다.
DEBUG. 이 수준은 HP 소프트웨어 지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됩니다.
참고: 서버 및 절차가 다른 경우 각 로그 수준의 이름도 그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를 항상 기록됨 또는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 수준 변경
HP 소프트웨어 지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로그의 심각도 임계값 수준을 디버그 수준 등으로 변경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로그 수준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그 구성 대화 상자(86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로그 구성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HP Universal CMDB 로그를 보고 로그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상태 표시줄에서 로그 수준 구성
> 로그 구성...을 선택합니다.

참고 항목

"로그 심각도 수준(86페이지)"

을 클릭하거나 모델링 주 메뉴에서 도구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어펜더

어펜더의 이름입니다.

파일

편집기에서 로그 파일을 열려면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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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적용

선택한 로그 수준을 로그에 적용하려면 클릭합니다.

로거 창

확장 가능한 HP Universal CMDB 로그 목록입니다. 목록에서 필수 로그를
선택합니다. 로그의 세부 정보가 창 아래 쪽에 표시됩니다.

로거의 어펜더

로그 범주를 정의하는 문자열로, 내부 전용입니다.

로그 수준

드롭다운 목록에서 로그 수준을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 및 제한 사항
이 섹션에서는 UCMDB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제한사항을 설명합니다.
l

l

wrapper.conf 파일에서 wrapper.java.additional.10=XX:+HeapDumpOnOutOfMemoryError 매개 변수가 설정되면, 메모리 부족 오류 발생으로 서
버가 실패할 때마다 전체 메모리를 디스크로 덤프합니다. 메모리 컨텐츠가 매우 클 수도 있으므로
디스크 공간 문제를 방지하려면 이러한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Linux로 Firefox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OutOfMemoryError: PermGen space 오
류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Java 설치 디렉터리의 bin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제어판을 엽니다.
b. Java 탭에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c. Java Runtime Environment 설정의 Runtime 매개 변수에서 -XX:MaxPermSize를 늘립니
다.

l

통합에 UCMDB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 문자를 비밀번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n

모든 비 ASCII 문자(ASCII 문자도 아닌 유효한 ISO 8859/1 문자)

n

탭 및 공백 문자, [ \ ] ^ ` { | } ~ " # % & + , / : < = > ? @등의 특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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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인프라 설정 관리자 개요

88

인프라 설정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88

인프라 설정 관리자 개요
HP Universal CMDB 및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을 결정하는 설정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 특정 설정을 수정하면 HP Universal CMDB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설정을 수정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HP 소프트웨어 지원 또는 HP 서비스 담당자와 상담하
는 것이 좋습니다.

인프라 설정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
기본값 변경 대화 상자

88

인프라 설정 관리자 페이지

89

기본값 변경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인프라 설정의 기본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에서 인프라 설정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관리자 > 관리 > 인프라 설
정 관리자를 선택하고 필요한 설정을 선택한 후에 기본값 변경
릭합니다.

중요 정보

버튼을 클

글로벌 설정의 기본값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기본값

수정한 기본값입니다.

팩터리 값

HP Universal CMDB에서 처음에 제공하는 기본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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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정 관리자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인프라 설정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에서 인프라 설정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관리자 > 관리 > 인프라 설
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참고 항목

"인프라 설정 관리자 개요(88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저장.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속성. 선택한 설정에 대한 인프라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속성 창을 엽니다.
선택한 설정에 대한 기본값 복원. 선택한 인프라 설정의 이전 기본값을 복원
합니다.
기본값 변경. 인프라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변경 대화 상자를
엽니다.

범주 창

인프라 설정 범주의 목록을 포함합니다. 범주를 선택하여 해당 범주와 연결
된 인프라 설정을 볼 수도 있고, <모두>를 선택하여 모든 인프라 설정을 표시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인프라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터링 기준

인프라 설정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할 인프라 설정에 대한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l

필터 상자에서 필요한 필터 조건을 선택합니다.

l

기준 상자에 검색할 텍스트 또는 텍스트의 일부분을 입력합니다.
참고: <수정 여부>를 기준으로 매개 변수 설정을 필터링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l

l

이름

수정되지 않은 매개 변수를 표시하려면 기준 상자에 false를 입력합
니다.
수정된 매개 변수를 표시하려면 기준 상자에 true를 입력합니다.

인프라 설정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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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새로 고침 빈도

인프라 설정 값이 수정된 후에 변경 내용이 HP Universal CMDB에 적용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값

인프라 설정의 값입니다.

수정 여부

매개 변수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매개 변수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매개 변수 열의 행이 계속 비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수정된
경우에는 관련 매개 변수 행에 별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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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패키지 관리자
이 장의 내용:
패키지 관리 개요

91

패키지 Zip 파일 컨텐츠 및 형식

93

통합 어댑터용 패키지

93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

93

패키지를 배포하는 방법

94

패키지를 내보내는 방법

95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팩을 설치하는 방법

96

JMX 콘솔을 사용하여 패키지 관리자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96

패키지 리소스

99

리소스 유형

102

패키지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104

문제 해결 및 제한 사항

115

패키지 관리 개요
패키지에는 정의된 조건에 의해 함께 그룹화된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리소스 유형 목록
은 "리소스 유형(10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패키지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l

l

l

특정 IT 인프라 자산을 디스커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P Universal CMDB는 Microsoft
SQL 서버를 디스커버리할 수 있도록 SQL Server 패키지를 배포합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CI 유형을 통해 CI 유형 모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ost_
Resources_Basic 패키지에 포함된 CI 유형 중에는 File System, CPU, Process, Print Queue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간에(예: 테스트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리소스 그룹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

팩터리 패키지. 설치 시에 배포되며 HP Universal CMDB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리소스를 포
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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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팩터리 패키지는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C:\hp\UCMDB\UCMDBServer\content\basic_packages
참고: 설치 시에 배포되는 팩터리 패키지 중 일부는 패키지 관리자에 나타나는 패키지 목록
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패키지를 표시하려면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아무 데나 마
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숨겨진 패키지 표시를 선택합니다.

l

사용자 지정 패키지. 사용자가 만든 패키지입니다. 개발 중인 도구에 필요한 리소스가 팩터리 패
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시스템 간에 리소스를 내보내려는 경우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패키지 편집 마법사(105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주의: 개발 중인 리소스 또는 도구용으로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해당 패키
지를 C:\hp\UCMDB\UCMDBServer\content\basic_packages 폴더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이 폴더는 팩터리 패키지 전용입니다.

시스템 간에 패키지를 내보내고 배포하는 작업은 패키지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행합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l

일부 또는 모든 패키지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를 내보내
는 방법(9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또는 모든 패키지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에서 CMDB로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
지를 배포하는 방법(9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패키지 위치
C:\hp\UCMDB\UCMDBServer\content 아래에는 자동으로 배포된 기본 패키지가 포함된 세
개의 미리 정의된 폴더가 있습니다.
l

l

l

basic_packages
내부 패키지
adapters
어댑터 패키지
CPx.zip
컨텐츠 팩 패키지

패키지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패키지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각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l

패키지의 유형(팩터리 패키지/숨겨진 패키지/사용자 패키지)을 식별하는 아이콘

l

.zip 파일의 이름을 나타내는 패키지 이름(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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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escriptor.xml 파일에 할당된 범주(선택 사항)

l

패키지에 해당하는 추가 정보 파일(선택 사항)

l

descriptor.xml 파일에 있는 설명에 해당하는 설명

패키지 Zip 파일 컨텐츠 및 형식
패키지의 리소스는 CMDB에 저장됩니다. 시스템 간에 패키지를 내보내려면 패키지 관리자 인터페
이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1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패키지 관
리자는 리소스를 내보낼 수 있도록 리소스가 포함된 zip 파일을 만듭니다.
패키지 관리자에서 로컬 디렉터리로 리소스를 내보낼 때 리소스 정의는 XML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아래의 샘플 Network.zip에서 router.xml 파일에는 라우터 CIT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Switch.xml
파일에는 스위치 CIT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 어댑터용 패키지
패키지를 만든 다음 적절한 폴더에 저장하여 통합 어댑터를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개발자 참조 안내서에서 "새 외부 데이터 원본에 대해 어댑터 추가"를 참조하십시
오.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
새 패키지를 만들 때는 패키지의 고유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다음 패키지에 포함할 리소스를 선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패키지 편집 마법사(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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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에 포함하도록 선택한 리소스의 예: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 마법사의 요약 페이지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패키지에 포함하도록
선택한 리소스가 표시됩니다.
패키지에는 다음 리소스 그룹의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l

관계

l

올바른 링크

l

CIT(구성 항목 유형)

패키지를 배포하는 방법
일부 또는 모든 패키지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에서 CMDB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리소스를
배포하려면 패키지가 로컬 디렉터리에 있어야 합니다.
로컬 디렉터리에서 패키지 리소스를 배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로 패키지 배포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버튼을 클릭하여 패키지를 서버에 배포(로컬 디스크에서) 대화 상자를 엽니다.

3. 패키지 zip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의 위쪽 창에 패키지가 표시되며 아래
쪽 창에 관련 리소스가 표시됩니다.
4. 배포할 패키지에서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리소스가 선택됩니다.
5. 원하는 경우 다른 패키지 zip 파일을 선택하고 배포할 관련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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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한 각 패키지에서 배포할 리소스를 모두 선택한 후 배포를 클릭합니다.
7. 선택한 각 리소스를 성공적으로 배포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패키지의 특정 리소스만 배포하는 예:
ticket2.zip 패키지에 포함된 리소스 중 일부만 배포하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버튼

을 클릭합니다. 서버로 패키지 배포 대화 상자에서
버튼을 클릭하고 패키지 위치를 찾은 후
배포할 패키지에서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클래스 모델 변경과 관련된 패키지를 배포 또는 배포 취소할 때마다
runtime\log\package_reports\customer_1\classModel 폴더에 zip 파일이 생성됩니
다. zip 파일에는 변경 전의 클래스 모델 파일, 변경 후의 클래스 모델 파일, 패키지 배포 보고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를 내보내는 방법
일부 또는 모든 패키지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관리
자 페이지(1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패키지의 특정 리소스만 내보내는 예:
ticket2.zip 패키지에 포함된 리소스 중 일부만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내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
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키지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리소스 내보내기 옵션을 선
택하고 내보낼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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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로 사용자 권한 내보내기
UCMDB 인스턴스에서 다른 UCMDB 인스턴스로 사용자와 해당 권한을 함께 내보내려는 경우 사용
자 및 역할이 포함된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들어 원하는 위치로 패키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패
키지에는 선택한 사용자,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역할 및 역할 할당(사용자 및 역할 간의 연관)도 포
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 아래 패키지 편집 대화 상자의 리소스 선택 탭에서 이러한 엔터티를 각
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창에서 역할 할당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한 사용자 및 할당된 역할의 모
든 조합이 오른쪽 창에 표시됩니다. 사용자에게 역할이 두 개 이상 할당된 경우, 사용자 권한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패키지에 역할과 역할 할당을 각각 포함해야 합니다. 대상 UCMDB 인스턴스에 사용
자 및 역할이 이미 있으면 관련 역할 할당만 포함하는 패키지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패키지 리소스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선택 페이지(106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팩을 설치하는 방법
HP Universal CMDB는 최신 버전의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팩과 함께 제공됩니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최신 컨텐츠 팩 릴리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UCMDB 서버의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필수 컨텐츠 팩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패키지 관리자(관
리 > 패키지 관리자)에 액세스합니다. 그런 다음 컨텐츠 팩 설치
를 클릭하여 컨텐츠 팩 설치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1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설치할 컨텐츠 팩을 선택하고 설치를 클릭합니다.
3. 메시지에 대해 확인을 선택합니다.
UCMDB에서 컨텐츠 팩이 설치되기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결과가 포함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UCMDB 서버에서 필수 컨텐츠 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HP Live Network 사이트에서 해당 팩
에 액세스합니다. 사이트에 액세스하려면 데이터 흐름 관리 > UD 커뮤니티를 실행합니다.
5.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HP Universal CMDB 서버 루트 폴더에 압축을 풉니다.
6. 패키지 관리자에서 컨텐츠 팩 업로드
하고 서버에 설치합니다.

를 클릭하여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컨텐츠 팩을 업로드

JMX 콘솔을 사용하여 패키지 관리자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이 섹션에서는 JMX 콘솔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패키지 관리자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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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러한 작업은 JMX 콘솔이 아니라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l

패키지 배포 기록 내역 보기는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작업이 포함됩니다.
l

"패키지 배포(97페이지)"

l

"패키지 배포 기록 내역 보기(98페이지)"

l

"패키지 배포 취소(98페이지)"

l

"현재 배포된 패키지 표시(98페이지)"

l

"패키지 내보내기(99페이지)"

l

"패키지 이름 규칙(99페이지)"

패키지 배포
JMX 콘솔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배포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server_name>:8080/jmx-console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
기서 <server_name>은 HP Universal CMDB가 설치된 시스템 이름입니다.
2. UCMDB 아래에서 UCMDB:service=Packaging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
이지를 엽니다.
3. deployPackages를 찾습니다.
4. customerID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고객 ID>를 입력합니다.
5. dir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패키지의 zip 파일이 포함된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폴더의
전체 경로를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 basic_packages 디렉터리에서 패키지를 배포하려면 이 상자를 비워 둡니다.
6. packagesNames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패키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
키지 이름 규칙(9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7. Universal Discovery에서 변경된 작업 구성을 다시 정의하려면 True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디스커버리 모듈/작업 탭"을 참조하
십시오.
8. Invoke를 클릭하여 패키지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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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배포 기록 내역 보기
패키지를 배포할 때마다 해당 패키지의 배포 상태가 표시되는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배포 상태 보
고서를 보려면 JMX 콘솔을 사용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server_name>:8080/jmx-console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server_name>은 HP Universal CMDB가 설치된 시스템 이름입니다.
2. UCMDB 아래에서 UCMDB:service=Packaging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
이지를 엽니다.
3. displayResourcesDeploymentHistory를 찾습니다.
4. customerId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고객 ID>를 입력합니다.
5. reportNum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보려는 보고서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6. Invoke를 클릭하여 패키지의 배포 상태 보고서를 봅니다.

패키지 배포 취소
JMX 콘솔을 사용하여 패키지 배포를 취소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server_name>:8080/jmx-console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server_name>은 HP Universal CMDB가 설치된 시스템 이름입니다.
2. UCMDB 아래에서 UCMDB:service=Packaging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
이지를 엽니다.
3. undeployPackages를 찾습니다.
4. customerId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고객 ID>를 입력합니다.
5. packagesNames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제거하려는 패키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이름 규칙(9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Invoke를 클릭하여 패키지 배포를 취소합니다.

현재 배포된 패키지 표시
JMX 콘솔을 사용하여 현재 배포된 패키지를 표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server_name>:8080/jmx-console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server_name>은 HP Universal CMDB가 설치된 시스템 이름입니다.
2. UCMDB 아래에서 UCMDB:service=Packaging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
이지를 엽니다.
3. displayDeployedPackages를 찾습니다.
4. customerId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고객 ID>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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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ckagesNames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표시하려는 패키지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이름 규칙(9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Invoke를 클릭하여 현재 배포된 패키지를 표시합니다.

패키지 내보내기
JMX 콘솔을 사용하여 CMDB에서 HP Universal CMDB가 설치된 서버로 리소스를 내보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http://<server_name>:8080/jmx-console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server_name>은 HP Universal CMDB가 설치된 시스템 이름입니다.
2. UCMDB 아래에서 UCMDB:service=Packaging Services를 클릭하여 JMX MBEAN 보기 페
이지를 엽니다.
3. exportPackages를 찾습니다.
4. customerId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고객 ID>를 입력합니다.
5. packagesName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내보내려는 패키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이름 규칙(9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outputDir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 패키지의 zip 파일을 내보내려는HP Universal CMDB 서
버의 폴더 이름을 입력합니다. 폴더의 전체 경로를 포함해야 합니다.
7. userOnly 매개 변수의 Value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True. 사용자 지정 패키지만 내보냅니다.

n

False. 사용자 지정 패키지와 팩터리 패키지를 모두 내보냅니다.

8. Invoke를 클릭하여 패키지를 내보냅니다.

패키지 이름 규칙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와일드카드 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l

패키지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l

패키지 이름의 확장자는 .zip이어야 합니다.

l

둘 이상의 패키지를 배포할 때는 패키지 이름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패키지 리소스
이 섹션에는 패키지에 포함할 수 있는 리소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 유형 및 해
당 설명 목록은 "리소스 유형(10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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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acl. 역할 정의(예: 관리자 또는 게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할 관리자(174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adapter. 배포된 연합 어댑터의 설명과 기능을 포함합니다.
adapterCode. 컴파일된 클래스(보통 jar), 기반 *.jar 파일 및 연합 어댑터에 필요한 구성 파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zip 패키지의 adapterCode\<어댑터 ID> 폴더에 저장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개발자 참조 안내서에서 "새 외부 데이터 원본에 대해 어댑터 추
가"를 참조하십시오.
calculatedlinks. 정의되어 있는 각 계산된 링크의 계산된 슈퍼 클래스를 포함합니다.
calculatedlinkstriplets. CI 유형 관리자에 정의되어 있는 계산된 관계 및 해당 트리플렛을 포함
합니다.
categories. 영향 분석에 사용되는 상태 정의를 포함합니다.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태 관
리자(1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영향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
링 안내서에서 "영향 분석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class. CI 유형 설명(예: 호스트, 파일, 스위치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
델링 안내서에서 "CI 유형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cmdbview. 각 보기의 기본 TQL 쿼리에 대해 정의된 계층 구조 규칙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모델링 스튜디오"를 참조하십시오.
correlation. 영향 규칙 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영
향 분석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datamodel. CI 인스턴스를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CMDB에 CI가 없는 경우 CI 인
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CMDB에 CI가 이미 있는 경우 패키지 리소스의 CI 값이 CMDB의 CI 값
을 덮어씁니다.
datamodelcreateonly. CI 인스턴스를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CMDB에 CI가 없
는 경우 CI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CMDB에 CI가 이미 있는 경우 패키지 리소스의 CI 값이
CMDB의 CI 값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datamodelgenerateids. 배포 시 ID를 동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CIT(예: 키 특성이 없는 CIT)에
대해 CI 인스턴스를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dataStore. 통합 포인트 정의를 포함합니다.
discoveryConfigFiles. 구성 파일에는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를 디스커버리하는 데 필요한 속성
및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
어댑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discoveryJobs. DFM(데이터 흐름 관리) 작업에는 구성 데이터, 일정 정보 및 구성 요소 디스커
버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TQL 할당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
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Universal Discovery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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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discoveryModules. DFM 모듈은 시스템에서 특정 구성 요소를 디스커버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Universal Discovery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discoveryPatterns. DFM 어댑터는 실행할 코드와 실행 순서를 정의하고, 관련 DFM 작업에서
구성 가능하도록 지정할 입력 및 출력 CI 유형과 매개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어댑터는 통합 어댑
터 또는 디스커버리 어댑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
름 관리 안내서에서 "어댑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discoveryResources. 외부 리소스에는 Visual Basic 파일, 추가 jar 파일 등 DFM에 필요한 모든
외부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
어댑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discoveryScripts. DFM Jython 스크립트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서 디스커버리를 수행하거나
외부 데이터 저장소와 통합하는 동안 CMDB를 데이터로 채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어댑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discoveryWizard. 디스커버리 활동 대화 상자의 컨텐츠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HP UCMDB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안내서에서 디스커버리 활동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
오.
enrichment. 엔리치먼트 규칙 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
에서 "엔리치먼트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l

identification. 특정 CI 유형의 식별 정의를 포함합니다.

l

integrationUsers. 통합 유형의 사용자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l

l

l

l

l

l

l

modelnotification. CMDB 모델 통보를 위한 필터 정의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모델 통보 시스템
은 CMDB에서 발생한 변경 내용에 대한 통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거되거나 업데이트되거
나 추가된 CMDB의 항목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port. 보고서 규칙 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의 "토폴로
지 보고서 개요"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chedulerJob. 스케줄러에서 실행되도록 정의된 작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러(120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ingletqlref. TQL 템플릿 및 관점 인스턴스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모델링 스튜디오"를 참조하십시오.
tql. TQL 쿼리 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TQL(토폴로
지 쿼리 언어)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typedef. 심각도 수준, 관리 상태 등 열거 유형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미리 정의된 열거 정의입니
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시스템 유형 관리자"를 참조하십시
오.
users. 사용자 및 사용자 역할의 정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및 그룹(162페이지)"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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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십시오
l

validlinks. CIT 간에 미리 정의된 모든 유효 연결(관계)입니다.

리소스 유형
이 섹션에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 유형 및 해당 설명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에 포함할 수 있는
리소스 목록은 "패키지 리소스(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델
l

l

l

l

l

l

구성 항목 유형. CI 유형 관리자에 정의된 CIT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
링 안내서에서 "CI 유형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식별. CI에 대한 식별 규칙이 포함된 구성 파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
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식별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관계. CI 유형 관리자에 정의된 관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
에서 "CI 유형 관계"를 참조하십시오.
계산된 관계. CI 유형 관리자에 정의되어 있는 계산된 관계 및 해당 트리플렛을 포함합니다.
올바른 링크. CIT 폴더에 정의되어 있는 CIT 간에 미리 정의된 모든 가능한 유효 연결(관계)입니
다.
서비스 모델. 모델링 스튜디오에는 정의되어 있지만 기존 모델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패턴 기반 모
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패턴 기반 모델"을 참조하십
시오.

쿼리
l

l

l

l

l

쿼리. 모델링 스튜디오의 TQL 편집기에 정의된 TQL 쿼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토폴로지 쿼리 언어"를 참조하십시오.
보기. 모델링 스튜디오의 보기 편집기에 정의된 보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보기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엔리치먼트. 엔리치먼트 관리자에 정의된 엔리치먼트 규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엔리치먼트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영향 규칙. 영향 분석 규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영향
분석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정책.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사용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 사용자 안내서에서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l

유형 정의. 심각도 수준, 관리 상태 등 열거 유형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미리 정의된 열거 정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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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시스템 유형 관리자"를 참조하십시
오.
l

l

작업 스케줄러. 스케줄러에서 실행되도록 정의된 작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러(120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상태 범주. 상태 관리자에 정의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태 관리자(117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디스커버리
l

l

l

l

l

l

l

l

l

l

어댑터. DFM 어댑터는 실행할 스크립트와 실행 순서를 정의하고, 관련 디스커버리 작업에서 구
성 가능하도록 지정할 입력 및 출력 CI 유형과 매개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어댑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디스커버리 문서. 디스커버리 문서는 특정 패키지의 사용 및 기능을 설명하는 사용자 지정 문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디스커버리 패키지에
디스커버리 문서를 첨부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디스커버리 모듈. 디스커버리 모듈은 시스템에서 특정 구성 요소를 디스커버리하는 데 필요한 모
든 작업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디스
커버리 모듈/작업 - 디스커버리 모듈 창"을 참조하십시오.
디스커버리 작업. 디스커버리 작업에는 구성 데이터, 일정 정보 및 구성 요소 디스커버리를 활성
화하는 데 필요한 TQL 할당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Universal Discovery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디스커버리 구성 파일. 구성 파일에는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를 디스커버리하는 데 필요한 속성 및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디
스커버리 규칙을 정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디스커버리 Jython 스크립트. 디스커버리 Jython 스크립트는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엔터티를 디스커버리 및 매핑하는 데 사용하는 Jython 스크립트입니다.
디스커버리 외부 리소스. Data Flow Probe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DFM 스크립트에서 간접
적으로 사용하는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바이너리 실행 파일이나 DLL, XML 구성 파일 또는 디스
커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타 필수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에서 "어댑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디스커버리 마법사 리소스. 디스커버리 활동 대화 상자의 컨텐츠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HP UCMDB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안내서에서 디스커버리 활동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인벤토리 디스커버리 프로세스 동안에 디스커버리된 파
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및 버전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CMDB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안내서에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인덱스 관
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인벤토리 스캐너 구성. 인벤토리를 수집하는 방식, 수집할 정보 및 포함할 세부 정보 수준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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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성 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CMDB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안내서에서 스캐
너 생성기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

스캐너 생성기에 대한 스캐너 패키지. 스캐너 생성기에서 수동으로 배포되는 스캐너 실행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 파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CMDB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
츠 안내서에서 스캐너 생성기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l

l

l

l

l

l

사용자. 사용자 및 그룹 모듈에 정의된 사용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및 그룹(162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그룹. 사용자 및 그룹 모듈에 정의된 사용자 그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및 그룹
(1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그룹. 리소스 그룹 모듈에 정의된 리소스 그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그룹(188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역할. 역할 관리자 모듈에서 사용자에게 권한을 할당하기 위해 정의된 역할입니다. 자세한 내용
은 "역할 관리자(17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넌트. 테넌트 관리 모듈에서 추가된 테넌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넌트 관리(200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 할당. 사용자 및 그룹 모듈에서 정의된 사용자에 대한 역할 할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및 그룹(1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패키지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내보낼 리소스 선택 대화 상자

104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패키지 편집 마법사

105

패키지 내보내기 대화 상자

108

필터 대화 상자

108

찾기 대화 상자

110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

110

패키지 리소스 배포 취소 마법사

114

내보낼 리소스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전체 패키지 또는 특정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패키지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리소스 내보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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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리소스 목록 >

패키지에 포함된 리소스 목록을 표시합니다.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낼 리소스
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패키지 편집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기존 리소스를 사용하여 패키지를 만들거나 기존 패키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
새 패키지를 만듭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또는
패키지를 선택하고 패키지 편집
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패키지를 편집합

중요 정보

기존 패키지를 편집할 때 이 기능은 마법사가 아닌 대화 상자입니다. 이 대화
상자에는 패키지 속성 탭과 리소스 선택 탭이라는 두 개 탭이 있습니다.

관련 작업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93페이지)"

마법사 맵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패키지 편집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패키지 속성 페이지" > "리소스 선택 페이지" > "선택 요약 페이지"

참고 항목

l

"패키지 관리 개요(91페이지)"

l

"패키지 리소스(99페이지)"

l

"리소스 유형(102페이지)"

패키지 속성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패키지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맵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패키지 편집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
다.
"패키지 속성 페이지" > "리소스 선택 페이지" > "선택 요약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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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내서
7장: 패키지 관리자

UI 요소

설명

팩터리 패키지

설치 시 배포되는 기본 패키지를 나타냅니다.
참고: 이 확인란은 항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숨겨진 패키지

설치 시 배포되지만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 나타나는 패키지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 패키지를 나타냅니다.
참고:
l

l

이 확인란은 항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숨겨진 패키지를 표시하려면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아무
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숨겨진 패키지 표시를
선택합니다.

패키지 빌드 번호

패키지의 빌드 번호입니다.

패키지 범주

패키지에 연결할 참고 사항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입
니다.

패키지 설명

패키지의 설명입니다.

패키지 이름

패키지의 이름입니다.

리소스 선택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패키지에 필수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리소스 유형에서 필수 리
소스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각 리소스 유형에서 다중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맵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패키지 편집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패키지 속성 페이지" > "리소스 선택 페이지" > "선택 요약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왼쪽 창에 표시됩니다. 패키지에 리소스가 추가되었음을 나타냅니
다.
왼쪽 창에 표시됩니다. 패키지에 리소스가 추가되지 않았음을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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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내서
7장: 패키지 관리자

UI 요소

설명

<왼쪽 창의 리소스 유형>

리소스 유형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패키지에 추가할 필수 리소스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 유형 및 해당 설명 목록은 "리소스 유형(102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패키지에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오
른쪽 창에서 리소스 유형 아이콘에 녹색 점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창의 리소스>

패키지에 추가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다중 리소스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참고:
l

l

l

리소스 트리에서 하나 이상의 하위 항목을 패키지에 포함하
는 경우 구성 항목 유형, 관계 또는 계산된 관계의 오른쪽에
녹색 점이 표시됩니다.
폴더의 리소스 중 일부를 패키지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폴더
의 확인란에 이 표시됩니다. 구성 항목 유형, 관계 또는 계
산된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폴더의 모든 리소스를 패키지에 포함하면 폴더의 확인란이
선택됩니다. 구성 항목 유형, 관계 또는 계산된 관계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중요 정보:
계산된 관계를 패키지에 추가하려면 필수 계산된 관계를 하나 이상의
해당 트리플렛과 함께 선택하거나, 계산된 관계 자체는 선택하지 않
고 필요한 트리플렛을 선택합니다.
l

l

지정된 트리플렛만 선택하고 계산된 관계는 선택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이미 기존 계산된 관계가 있어야만 트리플렛이 추가됩
니다.
계산된 관계를 하나 이상의 해당 트리플렛과 함께 선택하는 경우
계산된 관계의 속성 정의가 패키지에 포함됩니다. 시스템에 이미
계산된 관계가 있는 경우, 기존 계산된 관계의 속성 정의가 패키지
에 추가하는 계산된 관계의 속성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계산된 관계 및 트리플렛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계산된 관계 사용" 및 "트리플렛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HP Universal CMDB (10.10)

107/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7장: 패키지 관리자

선택 요약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패키지에 포함할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마법사 맵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패키지 편집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패키지 속성 페이지" > "리소스 선택 페이지" > "선택 요약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선택한 리소스>

패키지에 포함하도록 선택한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패키지 내보내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선택한 패키지의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로컬 디렉터리로 패키지 내보내기
릭합니다.

중요 정보

패키지의 리소스를 일부 또는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패키지를 내보내는 방법(95페이지)"

참고 항목

"패키지 관리 개요(91페이지)"

버튼을 클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리소스 내보내기

패키지의 리소스 중 일부만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냅니다. 내보낼 리소스 선
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내보낼 디렉터리

리소스를 내보낼 대상 디렉터리를 선택합니다.

전체 패키지 내보
내기

패키지의 모든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냅니다.

파일 이름

패키지의 이름입니다.
참고: 패키지 이름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필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 특정 패키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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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내서
7장: 패키지 관리자

액세스 방법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필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정의한 필터 조건 설명은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의 테이블 열 위에 표시됩니
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필터 조건은 Network라는 패키지만 표
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참고 항목

"패키지 관리 개요(91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열 머리글 클릭>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컨텐츠 정렬 대
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열 머리글
클릭>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컨텐츠 정렬 대
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조건

상자 안을 클릭하고 필수 연산자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특성 연산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표시 이름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작업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l

패키지 이름

l

범주

l

추가 정보 파일

l

버전

l

빌드 번호

l

설명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1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값

상자 안을 클릭하여 편집 상자를 열고 필수 값을 입력합니다.
참고:
l

l

HP Universal CMDB (10.10)

조건 열에서 null임이나 null이 아님 외의 다른 값을 선택해야 필터에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Like 또는 Like(대/소문자 무시)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검색 값에 와
일드카드(%)를 포함합니다.

109/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7장: 패키지 관리자

찾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지정된 리소스를 포함하는 패키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참고 항목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소스 유형(102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대/소문자 구분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을 선택하면 리소스 이름 상
자에 입력한 텍스트와 대/소문자가 일치하는 인스턴스만 검색 결과에 포함
됩니다.

리소스 이름

찾고 있는 리소스에 포함된 단어나 구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

검색 결과입니다. 리소스 이름 상자에 입력한 텍스트가 포함된 리소스의 이
름을 30개까지 표시합니다.

주제

패키지에 포함할 리소스가 포함된 하위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
스 유형(10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기존 리소스를 사용하여 패키지를 만들거나 IT 관리 요구에 맞게 기존 패키지를 편
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탐색 메뉴의 관리 모듈에서 패키지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관리자 > 관리 > 패
키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l

"패키지를 배포하는 방법(94페이지)"

l

"패키지를 내보내는 방법(95페이지)"

l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93페이지)"

l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팩을 설치하는 방법(96페이지)"

l

"패키지 관리 개요(91페이지)"

l

"패키지 리소스(99페이지)"

l

"리소스 유형(102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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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내서
7장: 패키지 관리자

UI 요소

설명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 기존 리소스를 사용하여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
니다.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 마법사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9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패키지 편집. 기존 패키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편집 마법사를 엽니
다.
삭제. 패키지 관리자에서 패키지를 삭제합니다. 패키지의 리소스는 시스템
에 남아 있습니다. 삭제한 패키지는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의 패키지 목록에
서 제거됩니다.
패키지 리소스 보기. 선택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
다. 패키지 리소스 보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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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패키지 관리자

UI 요소

설명
패키지 테이블 내보내기. 시스템에 배포된 패키지 목록을 표시하는 보고서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데이터의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

CSV. 테이블 데이터 형식이 스프레드시트에 표시할 수 있는 쉼표로 구분
된 값(CSV) 텍스트 파일로 지정됩니다.
참고: CSV 형식으로 지정된 테이블 데이터를 제대로 표시하려면 쉼
표(,)를 목록 구분 기호로 정의해야 합니다. Windows에서 목록 구분
기호 값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려면 제어판에서 국가별 옵션을 열고
숫자 탭에서 목록 구분 기호 값으로 쉼표가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Linux에서는 CSV 파일이 열리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목록 구분
기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PDF. 테이블 데이터를 PDF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참고: PDF로 내보낼 때 보고서가 읽기 쉽게 표시되도록 적절한 열 수
를 선택합니다.

l

l

XLS. 테이블 데이터 형식이 스프레드시트에 표시할 수 있는 Excel(.xls)
파일로 지정됩니다.
XML. 테이블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또는 XML 편집기에서 열 수 있는
XML 파일로 지정됩니다.
팁: 보고서에서 HTML 코드를 추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n

파일을 HTML로 저장합니다.

n

HTML 편집기에서 파일을 엽니다.

n

관련 테이블을 대상 파일에 복사합니다.

서버로 패키지 배포. 패키지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에서 CMDB로 배포합
니다. 위쪽 창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로 패키지 배포 대화 상자를 엽
니다. 필수 패키지를 찾습니다. 해당 패키지의 리소스가 대화 상자의 아래쪽
창에 표시됩니다. 그러면 배포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참고: 배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패키지 내에서 성공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리소스를 나타내는 패키지 배포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리소스 배포 취소. 리소스를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선택한 패키지에서 제거
합니다. 패키지 리소스 배포 취소 마법사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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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패키지 내보내기. 일부 또는 모든 패키지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냅
니다. 패키지 내보내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찾기. 지정한 리소스를 포함하는 패키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기 대화 상자
를 엽니다.
새로 고침. 테이블의 컨텐츠를 새로 고칩니다.
컨텐츠 팩 설치.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최신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컨텐츠 팩 7.00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팩을 설치하는 방법(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기능은 UCMDB 서버의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최신 컨텐츠 팩
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팩 업로드. 디스커버리 및 통합 컨텐츠 팩을 업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
습니다. 컨텐츠 팩 업로드 및 설치 대화 상자에서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필요
한 컨텐츠 팩을 선택하고 서버에서 업로드 및 설치합니다.
참고: 7-Zip을 사용한 컨텐츠 팩 파일 편집은 파일이 잘못된 버전으로
저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CMDB 클래스 모델 보기. 클래스 모델에 있는 모든 패키지, CI 유형 및 관
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UCMDB 클래스 모델 참조를 엽니다.
필터. 필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필터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할 패키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우기. 필터 대화 상자에서 만든 필터 정의를 지웁니다. 필터 정의를 만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열 사용자 지정. 열 표시 순서를 변경하거나, 열을 숨기거나, 숨긴 열을 표시
할 수 있는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열 선택 대화 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
서에서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팩터리 패키지를 나타냅니다.
숨겨진 패키지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나타냅니다.

빌드 번호

패키지의 빌드 번호입니다.

범주

패키지에 연결할 자유 텍스트로,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 마법사의 패키
지 속성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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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설명

패키지의 설명으로, 사용자 지정 패키지 만들기 마법사의 패키지 속성 페이
지에 표시됩니다.

패키지 이름

패키지의 이름입니다.

추가 정보 파일

패키지의 설명과 기타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클릭합니다.

버전

패키지의 버전입니다.

바로 가기 메뉴
메뉴 항목

설명

삭제

패키지 관리자에서 패키지를 삭제합니다. 패키지의 리소스는 시스템에 남
아 있습니다. 삭제한 패키지는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의 패키지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편집

선택한 패키지를 편집합니다. 패키지 편집 마법사를 엽니다.

패키지 내보내기

일부 또는 모든 패키지 리소스를 로컬 디렉터리로 내보냅니다. 패키지 내
보내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숨겨진 패키지 표시

숨겨진 패키지 표시와 숨기기 간을 전환합니다.

배포 취소

리소스를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선택한 패키지에서 제거합니다. 패키지 리
소스 배포 취소 마법사를 엽니다.

패키지 리소스 보기

선택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리소스를 봅니다. 패키지 리소스 보기 대
화 상자를 엽니다.

패키지 리소스 배포 취소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리소스를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선택한 패키지에서 제거합니다.
액세스 방법

패키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리소스 배포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정보

패키지 배포를 취소하면 리소스가 시스템에서 제거되며 해당 리소스를 포함
하는 다른 패키지에서도 제거됩니다. 제거된 리소스는 해당 리소스가 포함된
패키지를 배포할 때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맵

"패키지 리소스 배포 취소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리소스 제거 페이지" > "선택 요약 페이지"

참고 항목

l

"패키지 관리 개요(91페이지)"

l

"JMX 콘솔을 사용하여 패키지 관리자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9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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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제거 페이지
이 마법사에서는 삭제할 리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패키지에서 모든 리소스를 삭제하면 패키지가 자동으로 삭제되고 패키지 관
리자 페이지의 패키지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마법사 맵

"패키지 리소스 배포 취소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리소스 제거 페이지" > "선택 요약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선택한 패키지에 포함
된 리소스 목록>

선택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시스템에서 삭제
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선택 요약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삭제하도록 선택한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배포 취소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패키지 내에서 성공적으로 배포 취
소되지 않은 리소스를 나타내는 패키지 배포 취소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마법사 맵

"패키지 리소스 배포 취소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리소스 제거 페이지" > "선택 요약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삭제된 리소스 목록>

패키지에서 삭제하도록 선택한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문제 해결 및 제한 사항
이 섹션에서는 패키지를 배포 및 배포 취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 해결 과제에 대해 설명
합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l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골드 마스터 보고서를 배포할 수 없음(116페이지)"

l

"데이터 모델 리소스를 배포 취소할 수 없음(1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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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패키지 배포 실패와 관련된 추가 정보(116페이지)"

l

"영어가 아닌 로캘에서 패키지 만들기 및 배포(116페이지)"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골드 마스터 보고서를 배포할 수 없음
골드 마스터 보고서 정의가 포함된 패키지의 리소스를 패키지 관리자에서 내보낸 후에 해당 리소스
를 다른 시스템으로 다시 내보내면 골드 마스터 보고서 정의가 배포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모델 리소스를 배포 취소할 수 없음
패키지 리소스 목록은 "패키지 리소스(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패키지 배포 실패와 관련된 추가 정보
패키지 배포가 실패하는 경우 패키지 관리자 로그 파일에서 배포 실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추가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은 C:\hp\UCMDB\UCMDBServer\runtime\log 폴더에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로캘에서 패키지 만들기 및 배포
이 섹션에서는 영어가 아닌 로캘에서 작업할 때의 제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l

l

서버 로캘이 클라이언트 로캘과 다르며 패키지 이름에 영어가 아닌 문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패키
지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버 로캘이 클라이언트 로캘과 다른 경우에는 이름에 영어가 아닌 문자가 포함된 리소스(예: 보
기, TQL 쿼리)가 들어 있는 패키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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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상태 관리자 개요

117

상태를 정의하는 방법

117

상태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118

상태 관리자 개요
상태는 열거 정의라는 심각도 목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태는 IT 유니버스 관리자에서 영향 분석 결과를 검색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IT 유니버스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영향 분석 결과를 검색하려면 영향 분석 관리자에서 작업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영향 분석 규칙을 만
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영향 분석 관리자"를 참조
하십시오.
상태 관리자에는 변경 및 작업이라는 두 가지 기본 상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상태는 자체 심각
도 목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작업 상태를 통해서만 IT 유니버스 관리자에서 영향 분석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태를 정의할 때는 먼저 HP 소프트웨어 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를 정의하는 방법
1. 상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상태의 고유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2. 유형 정의 열 안을 클릭하여 필수 열거 정의를 선택합니다. 유형 정의 목록에는 시스템 유형 관
리자에 정의되어 있는 열거 정의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
내서에서 "시스템 유형 관리자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3. (선택 사항) 새 열거 버튼을 클릭하여 새 열거 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태 관
리자 페이지(1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키 값 목록이 영(0)으로 시작하는 열거 정의만 상태 관리자에 표시됩니다.
시스템 유형 관리자에서 열거 정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유형 관리자에서 만드는 열거
정의가 상태 관리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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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상태 관리자 페이지

118

상태 관리자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심각도 목록(열거 정의)을 기반으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탐색 메뉴의 관리 모듈에서 상태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관리자 > 관리 >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l

l

변경 및 작업 상태는 기본 상태이며 편집할 수 없습니다.
상태를 정의하기 전에 HP 소프트웨어 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
다.

관련 작업

"상태를 정의하는 방법(117페이지)"

참고 항목

l

l

"상태 관리자 개요(117페이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의 "열거 정의 만들기 - 워크플
로"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상태 추가. 상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태 삭제. 선택한 상태를 삭제합니다.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열거 정의를 만듭니다. 열거 정의 만들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목록 및 열거 정
의 만들기/목록 및 열거 정의 업데이트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만든 열거 정의는 시스템 유형 관리자 대화 상자에 나타나며, 필요한 경
우 이 대화 상자에서 정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시스템 유형 관리자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설명

(선택 사항) 이 상자를 클릭하고 상태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름

이 상자를 클릭하고 상태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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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유형 정의

이 상자를 클릭하고 열거 정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참고: 유형 정의 목록에는 키 값 목록이 영(0)으로 시작하고 시스템
유형 관리자에 정의되어 있는 열거 정의만 표시됩니다(목록 정의는
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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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스케줄러
이 장의 내용: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

120

스케줄러 사용자 인터페이스

121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
이 작업에서는 주기적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작업이 포함됩니다.
l

"작업 정의 만들기(120페이지)"

l

"수행 선택(120페이지)"

l

"작업 예약(120페이지)"

1.

작업 정의 만들기
작업 정의를 정의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작업에 수행을 추가하고, 작업 실행 빈도를 정의합니
다. 정의된 작업이 작업 정의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정의 대화 상자(1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정의의 예: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엔리치먼트 규칙은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실행되도록 설정
되어 있습니다.

2.

수행 선택
스케줄러에서 실행할 수행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행 정의 대화 상자(12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작업 예약
스케줄러 창에서 작업을 활성화할 일정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정의 대화 상자(1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기본적으로, 작업 일정을 업데이트할 경우 변경 내용을 저장하는 즉시 모든 작업이 실
행됩니다. 일정을 업데이트하는 즉시 작업을 실행하지 않고 예정된 시기에 실행되도록 하
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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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모듈 > 인프라 설정 관리자 > 통합 설정에서 예정된 작업 자동 실행 사용 값을 false
(ID: enable.scheduled.jobs.auto.run)로 설정합니다.

예약된 작업의 예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스케줄러는 SAP_Old_Transports라는 엔리치먼트 규칙을 매일 오
전 1시와 6시에 실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케줄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수행 정의 대화 상자

121

필터 대화 상자

122

작업 정의 대화 상자

123

작업 스케줄러 페이지

126

날짜 선택 대화 상자

128

시간 선택 대화 상자

128

수행 정의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스케줄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행 목록에서 필요한 수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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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중요 정보

작업 정의 대화 상자의 수행 창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수행을 선택한 후에는 다음을 클릭하여 수행 목록을 표시합니다. 수
행 목록 세부 정보는 선택하는 수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엔리치먼트 규칙 실행을 선택하면 기존 엔리치먼트 규칙 목록이
표시됩니다. 필수 엔리치먼트 규칙을 선택합니다. 최대 15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120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열 머리글 클릭>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컨텐츠 정
렬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열 머리글 클릭>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컨텐츠 정
렬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수행

스케줄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행 목록은 "스케줄러 수행(122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스케줄러 수행
이 섹션에는 스케줄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l

l

보기에 대해 디스커버리 다시 실행. 선택한 보기에서 CI에 대해 디스커버리를 실행합니다. 이렇
게 하면 전체 인프라에 대한 일반 디스커버리의 빈도는 보다 낮게(예: 매주 한 번) 구성하고 중요
한 보기의 CI는 보다 자주(예: 매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엔리치먼트 규칙 실행. 설정된 일정에 따라 선택한 엔리치먼트 규칙을 활성화합니다. 다음을 클
릭하여 사용 가능한 엔리치먼트 규칙 목록을 표시하고 필요한 규칙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엔리치먼트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작업 스케줄러 페이지에 표시되는 작업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관련 작업

작업 스케줄러 페이지에서 필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1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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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열 머리글 클릭>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컨텐츠 정렬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으로 열 머리글 클릭>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컨텐츠 정렬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조건

상자 안을 클릭하고 필수 연산자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특성 연산자 정의"를 참조하십시
오.

표시 이름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작업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l

활성

l

작업 정의

l

마지막 실행 시간

l

이름

l

다음 실행 시간

l

일정

자세한 내용은 작업 스케줄러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값

상자 안을 클릭하고 필수 값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작업 정의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작업에 수행을 추가하고 작업 실행 빈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작업 스케줄러 페이지에서 추가

관련 작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120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작업 정의

(선택 사항) 이 작업의 설명입니다.

이름

작업 이름입니다.

수행 창
이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작업에 필요한 수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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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120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추가. 작업에 수행을 추가합니다. 수행 정의 대화 상자를 엽니다.
편집. 기존 수행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삭제. 수행을 삭제합니다.
위로. 선택한 행을 위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선택한 행을 아래로 이동합니다.

수행 정의

추가한 수행에 대해 수행 정의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수행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름

작업에 추가한 수행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스케줄러 창
이 영역에서는 작업을 활성화할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기본적으로 ,작업 일정을 업데이트할 경우 변경 내용을 저장하는 즉시
모든 작업이 실행됩니다. 일정을 업데이트하는 즉시 작업을 실행하지
않고 예정된 시기에 실행되도록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관리 모듈 > 인프라 설정 관리자 > 통합 설정에서 예정된 작업 자동 실행
사용 값을 false(ID: enable.scheduled.jobs.auto.run)로 설정합니다.

관련 작업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120페이지)"

참고 항목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의 "Cron 식"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시간대를 서버에 적합한 시간대로 자동 설정합니다.
Cron을 선택해야 표시됩니다. 입력한 Cron 식의 유효성을 검사하려면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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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일정 옵션>

작업 예약을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
과 같습니다.
l

한 번. 작업을 한 번만 활성화합니다.

l

간격. 설정된 시간 간격에 수행을 활성화합니다.

l

매일. 작업을 매일 실행합니다.

l

매주. 작업을 매주 실행합니다.

l

매월. 작업을 매월 실행합니다.

l

Cron. Cron 식을 사용하여 작업을 예약합니다. Cron 식에 사용되
는 필드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의 예는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Cron 식"을 참조하십시오.

Cron 식

Cron 식을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Cron 식에 사용되는 필드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의 예는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Cron 식"을 참조하십시오.

날짜

매월을 선택해야 표시됩니다. 수행을 실행할 날짜를 선택하려면 날짜
상자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날짜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요일(일요일 - 토요일)

매주를 선택해야 표시됩니다. 수행을 실행할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합
니다.

종료

한 번을 선택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종료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확인
란 오른쪽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수행의 실행을 중지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종료 날짜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
면 종료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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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호출 시간

수행을 활성화할 시간을 선택합니다. 시간 선택 대화 상자를 열려면 호
출 시간 상자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선택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시간 선택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시간을 선택한 후에 호출 시
간 상자에서 시간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간을 할
당할 수 있으며, 각 시간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수동으로 입력한 수행 시간은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만 지정하지 않
아도 됩니다. 즉, 시간 및 분을 원하는 대로 조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
다. 24:00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예:
오 전 11시 15분 은 11:15입 니 다 .
오 후 11시 15분 은 23:15입 니 다 .
참고: 작업을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실행하도록 예약하려는 경우에
만 이 상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출 시간

한 번을 선택해야 표시됩니다. 확인란 오른쪽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
하여 수행을 실행하기 시작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월(1월 - 12월)

매월을 선택해야 표시됩니다. 수행을 실행할 월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
다.

반복 주기

간격을 선택해야 표시됩니다. 연속하는 실행 간의 간격에 대한 값을 입
력하고 필수 시간 측정 단위(분, 시간, 일)를 선택합니다.

시작

한 번을 선택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작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확인
란 오른쪽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수행을 실행하기 시작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시작 시간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
면 시작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두십시오.

시간대

필수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작업 스케줄러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3시에 토
폴로지 보고서를 생성하는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보기의 스냅샷을 매일 만드는 일정
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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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의 관리 모듈에서 스케줄러를 선택하거나, 관리자 > 관리 > 스케줄
러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120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추가. 작업을 만들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정의 대화 상자를 엽니다.
편집. 작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정의 대화 상자를 엽니다.
삭제. 선택한 작업을 삭제합니다.
참고: 사용자는 패턴 기반 모델에 연결된 작업 스케줄러를 삭제할 수 없
습니다.
필터. 작업 스케줄러 페이지에 표시되는 예약된 작업을 필터링할 수 있는 필
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지우기. 필터 대화 상자에서 만든 필터 정의를 지웁니다.
열 사용자 지정. 열 표시 순서를 변경하거나, 열을 숨기거나, 숨긴 열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 작업 스케줄러 페이지에서 작업 표시를 새로 고칩니다.

<열 머리글 클릭>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컨텐츠 정렬 대
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열 머리글
클릭>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컨텐츠 정렬 대
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활성

예약된 작업을 활성화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작업 정의

작업 정의 대화 상자의 작업 정의 필드에 정의되어 있는 예약된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실행 시간

작업을 마지막으로 실행한 시간입니다.

이름

예약된 작업의 이름입니다.

다음 실행 시간

다음 작업 실행이 예약된 시간입니다.

일정

작업 실행이 예약된 빈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러 창(124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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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수행을 활성화할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관련 작업

작업 정의 대화 상자에서 매월을 클릭한 후 날짜 상자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120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1-31의 날짜 목록>

확인란을 선택하여 필요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다중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날짜는 날짜 상자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정의 대화
상자에서 스케줄러 창을 참조하십시오.

시간 선택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수행을 활성화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작업 정의 대화 상자에서 매일, 매주 또는 매월을 클릭하고 호출 시간 상자
오른쪽의

관련 작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작업을 정의하는 방법(120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1시간 및 30분 단
위의 시간 목록>

확인란을 선택하여 필요한 시간을 모두 선택합니다. 다중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시간은 호출 시간 상자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러 창
(12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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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받는 사람 관리자 개요

129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정의하는 방법

129

받는 사람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129

받는 사람 관리자 개요
받는 사람 관리자에서는 전자 메일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예약된 보고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받는 사람을 보고서 모듈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
서에서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정의하는 방법
받는 사람 관리자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받는 사람 이름 및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새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 받는 사람 추가 대화 상자(129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받는 사람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메일 받는 사람 추가 대화 상자

129

받는 사람 관리자 페이지

130

메일 받는 사람 추가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새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만들거나 기존 받는 사람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
다.
액세스 방법

l

l

새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만들려면 받는 사람 관리자 페이지에서 추가 버
튼을 클릭합니다.
기존 받는 사람의 속성을 편집하려면 필수 받는 사람을 선택하고
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정의하는 방법(129페이지)"

참고 항목

"받는 사람 관리자 개요(1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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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추가. 받는 사람에 대해 전자 메일 주소를 추가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를 여
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삭제. 선택한 전자 메일 주소를 삭제합니다.

이름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받는 사람 관리자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새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만들거나 기존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의 관리 모듈에서 받는 사람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관리자 > 관리 >
받는 사람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받는 사람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는 받는 사람은 보고서에 정의된 전자 메
일 받는 사람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메시지 받는 사람 대화 상자를 열려면 보
고서 예약 대화 상자의 보낼 대상 상자에서 주소록 열기
니다.

버튼을 클릭합

여기에 전자 메일 주소가 정의되어 있는 받는 사람만 보고서 모듈에서 전자
메일을 통해 예약된 보고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정의하는 방법(129페이지)"

참고 항목

"받는 사람 관리자 개요(129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추가. 새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편집. 선택한 받는 사람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삭제. 선택한 받는 사람을 삭제합니다.

전자 메일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이름

전자 메일 받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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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에이징 메커니즘 개요

131

CI 수명 주기 - 개요

132

에이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실행하는 방법

132

CI 수명 주기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과를 필터링하는 방법

134

CI 수명 주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134

에이징 매개 변수

141

에이징 메커니즘 개요
시스템을 일정 시간 동안 실행하고 나면 이전에 디스커버리한 CI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이러한 CI를 CMDB에서 제거해야 저장소가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DFM(데이터 흐름 관리)은 주기적으로 실행되어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된 모든 CI 및 관계에 대한
마지막 액세스 시간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접촉"이라고 하며, 시스템에서 활성 구성 요
소를 나타내는 CI 및 관계가 삭제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DFM이 CMDB에 있는 CI를 디스커버
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액세스 시간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미리 정의된 시간(기본값: 20
일)이 지나면 CI가 삭제 후보가 됩니다. 에이징 기간은 CI 유형 관리자에서 CI 유형마다 정적 특성으
로 설정됩니다(삭제 후보 기간).
삭제 후보는 CI 수명 주기 모듈에서 검토 및 관리됩니다.
CI가 오랫동안(기본값: 40일) 접촉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에이징 메커니즘이 시스템에서
CI를 삭제합니다. 즉, 에이징은 더 이상 관련이 없는 CI 및 관계를 삭제합니다. 관련이 없는 CI 및 관
계란 지정된 기간(기본값: 40일) 동안 액세스하지 않은 항목입니다.
많은 CI 및 관계를 삭제하면 CMDB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큰 로드가 발생하여 전체 CMDB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능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이징 메커니즘은 삭제할 개체
를 청크로 나눕니다. 청크 간에 지연이 발생하므로 데이터베이스 로드가 줄어들어 다른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보다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지연을 줄일 수도 있지만, 기본 지연 값을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징 매개 변수(1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l

Touch 매개 변수는 DataFlowProbe.properties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의 "DataFlowProbe.properties 파일"에서 프
로브 관리자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

에이징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l

에이징 작업은 에이징 활성화가 true로 설정된 CI 및 관계에 대해서만 실행됩니다.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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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본 DFM 어댑터에 의해 추가되는 CI 및 관계는 에이징 활성화가 true로 설정된 상태에
서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구성 항목 속성
대화 상자"의 에이징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이 동작은 DFM 결과 관리 창의 어댑터 구성 탭
에 있는 에이징 활성화 확인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데이터 흐름 관리 안내서 및 "에이징 활성화(136페이지)"의 "어댑터 구성 탭"을 참조하십시
오.

CI 수명 주기 - 개요
CI 수명 주기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에이징 메커니즘에 의해 삭제 후보로 지정된 CI 및 관계의 목록을
보고, 에이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CI나 관계를 선택하고 해당 CI나 관계의 삭제를
연기하거나 삭제 방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 CIT에 대해 특정 CI가 삭제 후보가 되거나 실제로 삭제될 때까지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구성 항목 속성 대화 상자"의 실제 삭제 기
간, 삭제 후보 기간 및 에이징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에이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실행하는 방법
이 작업에서는 에이징을 활성화하고 에이징 메커니즘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에이징 활성화(132페이지)"

l

"첫 번째 에이징 실행(132페이지)"

1.

에이징 활성화
CI 수명 주기 페이지(관리자 > 관리 > CI 수명 주기)에서 에이징 상태 탭에 액세스합니다. 에이
징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징 상태 탭(13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에이징을 설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즉,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변
경된 설정을 적용하려면 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 CI에 대한 에이징을 설정하려면 IT 유니버스 관리자에서 CI에 액세스한 다음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에이징 활성화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
니다.
특정 유형의 모든 새 CI에 대해 기본적으로 에이징을 활성화하려면 CI 유형 관리자의 특성 탭에
서 CI 유형에 액세스하여 에이징 활성화 특성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특성 편집 대화 상
자에서 기본값에 대해 True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첫 번째 에이징 실행
시스템을 일정 시간 동안 실행하고 나면 삭제해야 하는 CI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MDB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에서 이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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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CI의 수가 10,000개가 넘으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CI 수명 주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오버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해야 하는 CI 및/또는 관계
의 수를 청크로 나누고, 이들 청크를 삭제한 다음, 기록 내역에 정보를 추가합니다. 청크 크기
는 인프라 설정 관리자의 에이징 청크 크기 필드에 있는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록 내역이 정보로 업데이트되고 서버 가동 중지 시간이 없으므로 이 방
법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n

C:\hp\UCMDB\UCMDBServer\tools\dbscripts\dbtool.bat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에이징 도구를 실행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UCMDB 서버 서비스를 중지해야 합니
다.
빠른 삭제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에이징 도구
가 에이징 메커니즘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주의: 이 옵션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o

도구를 실행하기 전에 서버를 완전히 중지해야 합니다. 즉, 서버 가동 중지 시간이 발생
합니다.

o

데이터베이스 에이징 도구를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깅 계획(예:
트랜잭션 로그 또는 복구 로그)을 비활성화하여 도구의 실행 시간 속도를 높입니다.

o

데이터베이스 에이징 도구를 실행한 후에 모든 Data Flow Probe에서
clearProbeData.bat를 실행합니다. 이 파일은
C:\hp\UCMDB\DataFlowProbe\tools에 있습니다.
참고:clearProbeData 스크립트는 Data Flow Probe의 DB 스키마와 파일 시스템 상
태를 다시 설정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Data Flow Probe는 디스커버리된 모
든 데이터를 UCMDB로 다시 전송합니다.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UCMDB 서버에 큰 로
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기록 내역에 저장된 정보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에이징 도구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MDB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백업합니다. 이 단계는 필수입니다.
b. 도구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행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이 단계는 권장 사
항입니다.
c. UCMDB 서버를 중지합니다.
d. 파일 시스템에서 dbtool.bat 파일을 실행합니다.
e. UCMDB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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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에이징 상태 탭으로 돌아와서 에이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g. UCMDB 서버에 연결된 모든 Data Flow Probe에서 clearProbeData.bat를 호출합니다.

CI 수명 주기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과를 필터링하는 방
법
이 작업에서는 삭제 후보 CI 목록을 생성하고 결과를 필터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작업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l

"CI 수명 주기 데이터 생성(134페이지)"

l

"CI 수명 주기 결과 필터링(134페이지)"

1.

CI 수명 주기 데이터 생성
CI 또는 관계에 대해 CI 수명 주기 결과를 생성하려면 CI 탭 또는 관계 탭을 선택합니다. 시작 및
끝 필드의 드롭다운 달력을 사용하여 검색할 기간을 선택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CI 수명 주기 페이지(13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I 수명 주기에는 삭제 후보인 CI 목록이 표시됩니다.
팁: 결과가 생성되지 않으면 기간을 더 이후로 확장해 보십시오.

2.

CI 수명 주기 결과 필터링
CI 수명 주기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면 필터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필터
링 기준으로 사용할 각 열에 대해 드롭다운 목록에서 조건을 선택한 후, 직접 값을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거나 달력을 사용하여 값 열을 채웁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필터
를 적용합니다.
필터를 지우고 원래 결과를 복원하려면 지우기
화 상자(1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

CI 수명 주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에이징 실행 통계 대화 상자

135

에이징 상태 탭

135

CI 수명 주기 및 관계 탭

136

CI 수명 주기 페이지

139

필터 대화 상자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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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 실행 통계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이전 5회의 에이징 메커니즘 실행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관련 작업

CI 수명 주기 페이지에서 통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에이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실행하는 방법(132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에이징 실행

실행 시간. 실행을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입니다.
삭제. 삭제된 CI의 수입니다.
실패. 삭제되지 않은 CI의 수입니다.

오류

ID. 실패한 CI(삭제할 수 없는 CI)의 ID입니다.
오류 메시지.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메시지입니다.

에이징 상태 탭
이 대화 상자에서는 에이징 메커니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실행할 수 있습
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에서 CI 수명 주기를 선택하거나, 관리 > CI 수명 주기를 선택합니
다.

중요 정보

이 탭은 삭제 후보인 CI 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에이징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l

l

삭제할 CI의 수가 10,000개를 넘으면 에이징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CI를
청크 단위로 삭제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에이징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사용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에이징 실행(132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삭제할 CI의 수가 10,000개 미만이면 예상 삭제 시간이 표시되고 CI가
즉시 삭제됩니다. 진행률 표시줄에 삭제 단계가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에이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실행하는 방법(132페이지)"

참고 항목

"에이징 메커니즘 개요(1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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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에이징 활성화

l

에이징을 활성화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삭제 후보로 표시되는 청크의 크기 및 빈도는 인프라 설정에서 결정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징 매개 변수(1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

실행 결과

에이징을 비활성화하려면 확인란 선택을 취소합니다.

삭제할 총 CI. 삭제 후보이며 에이징 메커니즘에 의해 삭제될 CI 또는 관계의
수입니다.
삭제. 삭제된 CI 또는 관계의 수입니다.
실패. 삭제할 수 없는 CI 또는 관계입니다.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세부 정보
를 확인하려면 실패 링크를 클릭합니다.

CI 수명 주기 및 관계 탭
이 영역에서는 삭제 후보인 CI 및 관계 목록을 표시하고, 해당 목록을 관리(예: 특정 CI 삭제/삭제 방
지/삭제 연기, 통계 보기, 목록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관리 > CI 수명 주기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CI 수명 주기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과를 필터링하는 방법(134페이지)"

참고 항목

l

"CI 수명 주기 - 개요(132페이지)"

l

"에이징 메커니즘 개요(131페이지)"

l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의 "CI 사용"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삭제 연기. CI 삭제를 한 에이징 기간만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CI가
삭제 후보 목록에서 없어집니다. (전체 에이징 기간 동안 CI가 다시 접
촉되지 않으면 이 CI는 다시 삭제 후보가 됩니다.)
삭제 방지로 표시. CI 또는 관계 삭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CI 또는 관
계가 삭제 후보 목록에서 없어집니다.
삭제. 선택한 CI 또는 관계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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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통계. 이전 5회의 에이징 메커니즘 실행에 대한 통계(예: 각 실행을 시
작한 시간과 마친 시간 및 삭제된 CI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에이징 상태 탭(13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모두 선택/모두 지우기. 현재 페이지에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지
웁니다.
새로 고침. 표시되는 데이터를 새로 고칩니다.
필터. 필터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필터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대화 상자(1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지우기. 필터를 지우고 전체 결과를 표시합니다.
열 사용자 지정. 열 표시 순서를 변경하거나, 열을 숨기거나, 숨긴 열을
표시할 수 있는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선택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
시오.
각 표시 페이지에 표시할 행 수를 정의하려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페이지별로 결과를 탐색하거나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
려면 클릭합니다.
선택한 기간에 대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팁: 결과가 생성되지 않으면 끝 필드에서 기간을 더 이후로 확장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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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파일로 데이터 내보내기. 테이블 데이터 미리 보기 및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

CSV. 테이블 데이터 형식이 스프레드시트에 표시할 수 있는 쉼표로
구분된 값(CSV) 텍스트 파일로 지정됩니다.
참고: CSV 형식으로 지정된 테이블 데이터를 제대로 표시하려
면 쉼표(,)를 목록 구분 기호로 정의해야 합니다. Windows에서
목록 구분 기호 값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려면 제어판에서 국가
별 옵션을 열고 숫자 탭에서 목록 구분 기호 값으로 쉼표가 정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l

PDF. 테이블 데이터를 PDF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참고: PDF로 내보낼 때 보고서가 읽기 쉽게 표시되도록 적절한
열 수를 선택합니다.

l

l

XLS. 테이블 데이터 형식이 스프레드시트에 표시할 수 있는 .xls
(Excel) 파일로 지정됩니다.
XML. 테이블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또는 XML 편집기에서 열 수 있
는 XML 파일로 지정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CI 클릭>

메뉴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
에서 "IT 유니버스 관리자 바로 가기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열 머리글 클릭>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열 컨텐츠 정
렬 대화 상자"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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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CI/관계 탭

삭제 후보인 CI 또는 관계 목록을 보려면 선택합니다.
선택. CI 또는 관계에 대해 삭제, 삭제 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CI 또는 관계를 선택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nd1. 관계의 한쪽 끝에 있는 쿼리 노드입니다(관계에만 사용됨).
표시 레이블. 토폴로지 맵에 나타나는 CI 또는 관계의 이름입니다.
End2. 관계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쿼리 노드입니다(관계에만 사용됨).
CI 유형. CI 또는 관계의 유형입니다.
마지막 액세스 시간. DFM 프로세스에서 CI 또는 관계를 디스커버리하
거나 업데이트할 때 해당 CI 또는 관계에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시간입
니다.
업데이트한 사람. CI 또는 관계를 업데이트한 관리자 또는 프로세스입
니다.
실제 삭제 시간. CI 또는 관계를 삭제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시작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달력을 사용하여 CI 수명 주기 결과의 시작 날짜
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관계 탭

관계의 수명 주기 결과를 보려면 선택합니다.

페이지 당 행

드롭다운 목록에서 페이지당 행 수를 선택합니다.

끝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달력을 사용하여 CI 수명 주기 결과의 종료 날짜
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CI 수명 주기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에이징 메커니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후보인 CI
및 관계 목록을 표시하고, 해당 목록을 관리(예: 특정 CI 삭제/삭제 방지/삭제 연기, 통계 보기, 목록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관리 > CI 수명 주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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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CI 수명 주기 페이지에는 다음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l

에이징 상태. 에이징 메커니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에이징을 실행하
려면 이 탭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징 상태 탭(13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CI. 삭제 후보인 CI 목록을 표시하려면 이 탭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CI 수명 주기 및 관계 탭(13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관계. CI 탭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며, End1 및 End2 열이 추가로 표시됩
니다.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탭은 에이징 활성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에이징이 활성화된 경우 CI 탭이 표시됩니다.

l

에이징이 비활성화된 경우 에이징 상태 탭이 표시됩니다.

l

"에이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실행하는 방법(132페이지)"

l

"CI 수명 주기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과를 필터링하는 방법(134페이지)"

l

"CI 수명 주기 - 개요(132페이지)"

l

"에이징 메커니즘 개요(131페이지)"

l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의 "CI 사용"

필터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삭제 후보인 CI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CI 수명 주기 페이지에서 필터를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CI 수명 주기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과를 필터링하는 방법(134페이지)"

참고 항목

"CI 수명 주기 - 개요(132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조건

조건 열을 클릭하고 옵션을 선택합니다.

표시 이름

CI 수명 주기 페이지에서 CI 또는 관계에 대해 표시되는 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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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값

선택한 조건에 대해 값을 설정하려면 값 열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조건에 따라
드롭다운 목록에서 값을 선택하거나, 달력에서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거나, 줄임
표

버튼을 클릭하여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조건 열에서 Like 또는 Like(대/소문자 무시)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검색할
문자열 앞뒤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값을 입력하기 전에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이징 매개 변수
에이징 매개 변수는 인프라 설정(관리 > 인프라 설정 관리자 > 에이징 설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l

l

l

l

에이징 청크 크기. 한 번에 에이징 메커니즘으로 보내는 CI 또는 관계의 수입니다. 기본값은 5,
000입니다.
최초 실행의 에이징 스케줄러 시간. 서버 시작 후 에이징이 처음으로 실행되는 시간을 정의합니
다(예: 2=오전 2시).
에이징 스케줄러 간격. 에이징 실행 간의 간격을 정의합니다. 간격 값은 시간 단위입니다.
청크 사이 지연(밀리초). 에이징 메커니즘에서 한 청크를 삭제하는 시간과 다음 청크를 삭제하기
위해 에이징 메커니즘으로 보내는 시간 사이의 기간입니다. 기본값은 30초(30,000밀리초)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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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단일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

143

사용자 권한 워크플로

144

UCMDB Browser의 사용자 권한

144

다중 테넌트 개요

147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

150

테넌트 연관 규칙

153

다중 테넌트 UCMDB 환경의 Configuration Manager

154

다중 테넌트 워크플로

155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을 변경하는 방법

156

사용자 권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156

단일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
참고: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150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리소스(쿼리, 보기, 영향 규칙 및 사용자 지정 보고서)에는 리소스 소유자가 할당됩니다. 리소스
소유자는 리소스를 만든 사용자로 정의되며 다른 리소스 소유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소
스의 소유권은 삭제할 수 있으므로 리소스에 리소스 소유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자신이 갖는 권한을 정의하는 역할이 할당됩니다. 특정 리소스에서 특정 수행을 실행
하는 사용자 권한은 다음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l

l

리소스의 리소스 소유자인 사용자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리소스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의 경우, 해당 리소스에 대해 요청된 권한이 있는 역할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폴더 역시 리소스로 간주되며 다른 리소스와 같은 권한 규칙을 따릅니다. 폴더에 적용된 권한이 선택
한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리소스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폴더를 삭제 또는 업데이트하려면 상
위 폴더에 대한 삭제 또는 업데이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폴더에 관련된 추가 권한 유형으로, 폴더에 리소스를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만들기 권한이 있습니다.
만들기 권한은 쿼리, 보기, 영향 규칙 및 사용자 지정 보고서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 대한
만들기 권한을 사용하면 그 폴더에 하위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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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리소스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 수행(예: 데이터 업데이트 일반 수행)도 있으며, 이 경우 업데이트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모든 보기에서 CI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해당 사용자에게 다른 권한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IT 유니버스 관리자의 특정 보기에서 사용자가 CI를 변경하려면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l

IT 유니버스 관리자 모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l

특정 보기에 대한 권한을 업데이트합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일반 수행에 필요한 권한. 이 권한이 없으면 보기에서 CI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
니다.

l

사용 가능한 리소스 권한 및 일반 수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한 요약(181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사용자 권한 워크플로
참고: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중 테넌트 워크플로(155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다음 작업은 단일 테넌트 환경의 일반적인 워크플로를 설명합니다.
1.

리소스 그룹 만들기
해당되는 경우, 역할을 만드는 동안 권한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리소스 그룹 모듈에서 리
소스 그룹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18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2.

역할 만들기
역할 관리 모듈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할 권한을 정의하는 역할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
새 역할을 만들고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17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사용자 및 그룹 만들기와 이 사용자 및 그룹에 역할 할당
사용자 및 그룹 모듈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그룹을 만듭니다. 각각에게 부여할 권한에 따라 사용
자 및 그룹에 역할을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및 그룹 워크플로(163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4.

역할 할당 검토
각 사용자 및 그룹에 할당된 역할을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필수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사용자 및 그룹 모듈에서 권한 개요 탭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
(17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UCMDB Browser의 사용자 권한
UCMDB Browser에서 데이터를 보고 업데이트하려면 특정 보기와 CI에 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브라우저 CI 액세스 컨트롤 탭에서 할당할 수 있으며 UCMDB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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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한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탭에서 정의한 CI 권한 외에 일반 수행 CI 보기에 대한 권한도 필요
합니다(데이터 업데이트 일반 수행에 대한 권한은 관련 없음).
사용자 세계의 CI와 링크가 1000개 미만이면(연합 데이터 제외) TQL 쿼리 계산이 최적화됩니다.
참고: TQL 쿼리 계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사용자 세계 크기를 24시간마다 한 번씩
계산합니다. 사용자 세계 크기를 임계값 아래로 줄이는 IT 세계에서의 모든 변경은 매일 한 번 계
산이 수행된 후에만 최적화를 발생시킵니다.

모든 CI에 대한 권한 정의
페이지 상단에 있는 확인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CMDB에서 모든 CI를 보거나 편집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l

모두 보기. CMDB에서 CI 및 관계를 모두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l

모두 편집. CMDB에서 모든 CI 및 관계를 보고 모든 CI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기별 CI에 대한 권한 정의
보기를 볼 수 있는 권한은 리소스 탭의 UCMDB UI에서 부여된 보기 권한을 기반으로 합니다.
UCMDB Browser에서 역할의 허용된 보기에 포함된 모든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보기 옵션을 사용하여 보기에 대해 보기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CI를 편집하
려면 추가 권한이 필요합니다.
보기를 리소스 유형(보기 모드)으로 선택하면 특정 보기나 폴더를 선택하고 다음 권한 중 하나를 할
당할 수 있습니다.
l

l

l

보기. 보기에서 반환된 모든 CI 및 관계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리소스 탭에
서 부여한 보기 권한과 동일합니다.)
모든 CI 편집. 모든 CI 및 관계를 보고 보기에서 반환한 모든 CI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
니다.
CIT로 편집. 보기에서 반환한 모든 CI 및 관계를 보고 CI 유형 모드에서 선택한 CI 유형과 일치하
는 보기에서 반환한 CI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옵션을 적용하는 경우, CI 유형
모드로 전환하고 보기에서 편집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대화 상자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사용자 역할 중 하나에 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보기를 만든 사용자(보기의 소유
자)는 CI에 대한 보기 권한을 갖습니다.

CI 유형별 권한 정의
CI 유형을 리소스 유형(CI 유형 모드)으로 선택하면 트리에서 CI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수행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l

모든 CI 보기. CMDB의 어느 곳에서나 선택한 유형의 모든 CI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모든 CI 편집. CMDB의 어느 곳에서나 선택한 유형의 모든 CI를 보고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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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보기에서 편집. 보기 모드에서 CIT로 편집 권한이 부여된 보기에서 선택한 유형의 CI를 편집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옵션을 적용하는 경우, 보기 모드로 전환하고 CIT로 편집을 선택할 수 있
는 옵션이 대화 상자에서 제공됩니다.
CI 만들기. 선택한 유형의 CI를 만드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참고: 관계에 대한 권한은 관계 유형에서 할당할 수 없습니다. 두 CI에 대해 편집 또는 만들기 권
한이 있는 역할에는 브라우저의 경량 모델링 기능에 정의된 템플릿에 따라 두 CI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CI 권한 예
CI 권한을 보여주려면 노드 CI, IP 주소 CI 및 IP 서브넷 CI를 포함하는 보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보기에 대해 가능한 권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보기 모드에서 보기에 대한 모든 CI 편집 권한. CI 유형 모드에 할당된 권한이 없더라도 이 권한은
세 개 CI 모두에 대한 보기 및 편집 권한을 부여합니다.
CI 유형 모드에서 노드, IP 주소 및 IP 서브넷 CI 유형에 대한 모든 CI 편집 권한. 보기 모드에 할당
된 권한이 없더라도 이 권한은 세 개 CI 모두에 대한 보기 및 편집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기 모드의 보기에 대한 CIT로 편집 권한과 노드 및 IP 주소 CI 유형에 대한 보기에서 편집 권한.
이 권한은 노드 및 IP 주소 CI(IP 서브넷 CI 제외)에 대한 보기 및 편집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산된 관계 트리플렛별 권한 정의
CI 유형 관리자에서 계산된 관계에 대해 트리플렛 탭의 트리플렛을 정의합니다. 각 트리플렛은 원본
CI 유형, 대상 CI 유형 및 관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트리플렛은 다음과 같이 역할에 권한을 추가하
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l

authorized_relationship_add 유형의 계산된 관계에 대해 특정 역할이 원본 및 대상 CI 유형의
권한을 포함하는 경우 트리플렛 정의는 해당 유형의 CI 사이에 지정한 관계를 만드는 권한을 해당
역할에 부여합니다.
폴딩 규칙 유형의 계산된 관계에 대해 특정 역할이 원본 CI 유형에 대한 권한을 포함하는 경우 같
은 권한이 대상 CI 유형에 대해 부여되고 해당 유형의 CI 간의 지정한 관계를 보는 권한도 부여됩
니다. 이는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사용된 CI 구성 논리를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 사용자 안내서에서 "컨텐츠 관리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폴딩 규칙이 Containment를 통해 IP 주소 CI 유형과 관련된 노드 CI 유형의 트리플렛을
정의하는 경우, 노드 CI에 대한 보기 및 편집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Containment를 통해 노드에 관
련된 IP 주소 CI에 대해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노드 CI와 IP 주소 CI 사이의 Containment 관계에 대
한 보기 권한을 가집니다.
참고:

HP Universal CMDB (10.10)

146/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12장: UCMDB에 대한 사용자 권한

l

UCMDB Browser 의 경량 모델링 기능에서 CI 또는 관계를 만드는 사용자(해당 개체의 소유
자)는 해당 개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다중 테넌트 개요
참고: 이 섹션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l

"소개(147페이지)"

l

"소유자 및 소비자 테넌트(147페이지)"

l

"리소스 소유자(148페이지)"

l

"사용자 및 그룹의 기본 테넌트(148페이지)"

l

"사용자 소유권 및 테넌트 규칙(148페이지)"

l

"기본 테넌트 규칙 - 고급 정보(149페이지)"

소개
다중 테넌트는 동일한 공유 UCMDB 환경을 사용하는 다중 고객이나 다중 테넌트를 위한 기능입니
다. UCMDB에서는 계층화된 권한을 사용하여 다중 테넌트가 UCMDB 구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넌트 사용자는 해당 테넌트와 관련된 데이터와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는 TQL, 보기, 보고서, 스냅샷 등의 리소스와 CI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UCMDB에서 다중 테넌트
는 IT 유니버스에서 CI를 할당하고 시스템의 다양한 테넌트에게 리소스를 할당하는 작업 방법입니
다.
다중 테넌트에는 테넌트와 사용자라는 두 가지 주요한 레이어가 있습니다. 할당된 테넌트와 사용자
권한 수준에 따라 UCMDB 전체에 권한이 적용됩니다. 테넌트 수준과 사용자 권한 수준을 통해 시스
템에서 만들 수 있는 항목과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이 결정됩니다.

소유자 및 소비자 테넌트
각각의 CI, 보기, 쿼리, 사용자 지정 보고서 또는 영향 규칙은 리소스의 소유자 테넌트라고 하는 특정
테넌트에게 속할 수 있으며, 다른 테넌트는 동일한 리소스의 소비자 테넌트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테넌트 상태는 리소스에 대한 전체 권한(보기, 업데이트 및 삭제)과 연관되어 있으며, 소비자
테넌트 상태는 특정 권한(보기 전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소스의 소유자 테넌트는 해당 리소스
에 대한 소비자 테넌트로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소유자 테넌트와 소비자 테넌트는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 소유
자 테넌트나 소비자 테넌트를 할당하면 해당 폴더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그 테넌트가 각각 상속된 소
유자 테넌트 또는 상속된 소비자 테넌트로 할당됩니다. (상속된 테넌트는 CI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
라서 리소스에는 소유자 테넌트를 하나만 할당할 수 있지만, 리소스에 포함된 폴더를 통해 상속 소유
자 테넌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는 소비자 테넌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며 기존의
모든 테넌트를 리소스에 대한 소비자 테넌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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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에 테넌트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156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리소스 소유자
CI가 아닌 모든 리소스에는 해당 리소스의 소유자 테넌트와는 무관한 리소스 소유자를 할당할 수 있
습니다. 리소스 소유자는 리소스를 만든 사용자로 정의되며 다른 리소스 소유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
다. 하지만 리소스의 소유권은 삭제할 수 있으므로 리소스에 리소스 소유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리소스의 테넌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리소스 소유자는 추가 속성으로, 리소스를 만든 사용자가 해당 리소스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테
넌트 속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테넌트에 속한 사용자에게 TQL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은 있지만 일반적인 보기 및 업데이트 권한이 없을 수 있는 경우, 리소스 소유자로서의 사용자에게는
자신이 만든 TQL을 보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의 기본 테넌트
모든 UCMDB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에는 기본 테넌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
의 기본 테넌트를 사용하여 CI 및 해당 사용자가 만든 리소스의 소유자 테넌트와 소비자 테넌트를 정
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모듈의 도구 모음에서 기본 테넌트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나 그룹에 대한
기본 테넌트를 설정하거나 사용자나 그룹을 만드는 동안 마법사에서 테넌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테넌트에 대한 규칙 및 추가 정보는 "다중 테넌트 개요(1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소유권 및 테넌트 규칙
다음 표에는 CI 및 기타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소유권 및 테넌트 규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

리소스 소유자

리소스를 만든 사용
자입니다.

리소스에 적용됨
l

l

l

HP Universal CMDB (10.10)

리소스에 하나만 있을 수
있음

CI에 적용됨
N/A

리소스를 만들 때 로그인
한 사용자로 자동으로 정
의됨
삭제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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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소유자 테넌트

리소스 또는 CI에 대
한 전체 권한이 있는
테넌트입니다.

리소스에 적용됨
l

l

l

소비자 테넌트

리소스 또는 CI를 사
용할 수 있는 테넌트
입니다.

l

l

l

할당된 소유자 테넌트 하
나와 상속 소유자 테넌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음
리소스를 만들 때 로그인
한 사용자에 따라 자동으
로 정의됨

CI에 적용됨
l

l

l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하
나의 소유자 테넌트가 정
의되어 있어야 함
여러 개일 수 있음
리소스를 만들 때 로그인
한 사용자에 따라 자동으
로 정의됨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l

l

l

하나만
리소스를 만들 때 로그
인한 사용자에 따라 자
동으로 정의됨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하나의 소유자 테넌트
가 정의되어 있어야 함

여러 개일 수 있음
리소스를 만들 때 로그
인한 사용자에 따라 자
동으로 정의됨
업데이트하거나 삭제
할 수 있음

기본 테넌트 규칙 - 고급 정보
새 CI 또는 리소스의 초기 소유자 테넌트 및 소비자 테넌트는 다음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l

사용자가 리소스를 만들 때 해당 리소스의 초기 소유자 테넌트 및 소비자 테넌트는 사용자의 기본
테넌트로 정의됩니다.
참고: 만들어진 리소스의 초기 소유자 테넌트 및 소비자 테넌트 모두에 대해 동일한 테넌트가
사용됩니다.

l

사용자에게 기본 테넌트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그룹에 속한 구성원인 경우,
UCMDB는 각 그룹의 기본 테넌트를 확인합니다(상위 그룹도 재귀적으로 확인). 그룹에서 하나
의 기본 테넌트를 공통으로 공유하는 경우 해당 테넌트가 리소스에 사용됩니다.
참고: 일부 사용자 그룹에서 공통의 기본 테넌트를 공유하고 있고 다른 그룹에 기본 테넌트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공통의 테넌트가 리소스에 사용됩니다. 모든 그룹의 기본 테넌트가 서
로 다른 경우, 리소스에 어느 테넌트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l

l

위 조건 중 충족하는 조건이 없으면 UCMDB는 사용자의 역할 할당을 모두 확인합니다. 사용자의
모든 역할 할당이 동일한 테넌트와 관련이 있는 경우, 만들어진 CI나 리소스의 초기 소유자 테넌
트 및 소비자 테넌트로 해당 테넌트가 정의됩니다.
위 조건 중 충족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CMDB 설정에 초기 소유자 테넌트와 소비자 테넌트가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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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
참고: 이 섹션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일 테넌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단일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14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l

"리소스에 대한 필수 권한(150페이지)"

l

"일반 수행에 필요한 사용자 권한(151페이지)"

l

"테넌트 할당에 대한 필수 권한(152페이지)"

l

"패키지 관리자의 다중 테넌트(153페이지)"

리소스에 대한 필수 권한
사용자에게는 자신이 갖는 권한을 정의하는 역할이 할당됩니다. 이 역할 할당은 특정 테넌트와 관련
하여 정의됩니다.
특정 리소스에서 특정 수행을 실행하는 사용자 권한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리소스의 리소스 소유자인 사용자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단, 테넌트 할당
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제외됩니다.

l

리소스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의 경우, 요청된 수행을 실행하려면 권한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
야 합니다.

l

n

n

사용자에게 해당 리소스에 대해 요청된 권한이 있는 역할이 할당됩니다.
해당 역할 할당과 연관된 테넌트는 관련 리소스 테넌트와 일치합니다. 보기 권한의 경우, 리소스
의 소비자 테넌트 또는 상속된 소비자 테넌트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또는 삭제 권
한의 경우, 이 테넌트는 리소스의 소유자 테넌트(또는 상속 소유자 테넌트 중 하나)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erver_query 쿼리에 대해 업데이트 권한을 부여하고 database_query 쿼리에 대해 보
기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ABC Corporation 테넌트와 관련하여 UCMDB_user
사용자에게 이 역할을 할당합니다 (UCMDB_user는 각 쿼리에 대한 리소스 소유자가 아님). ABC
Corporation은 server_query 및 database_query 모두에 대한 소비자 테넌트이지만 각 쿼리에 대
한 소유자 테넌트 또는 상속 소유자 테넌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역할을 통해 사용자에게 해당 쿼리의
소비자 테넌트와 관련하여 보기 권한이 부여되므로 UCMDB_user는 database_query를 볼 수 있습니
다. 하지만 해당 쿼리의 소유자 테넌트와 관련하여 역할이 할당되지 않으므로 이 역할을 통해 업데이
트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사용자가 server_query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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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역시 리소스로 간주되며 다른 리소스와 같은 권한 규칙을 따릅니다. 폴더에 적용된 권한이 선택
한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리소스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폴더를 삭제 또는 업데이트하려면 상
위 폴더에 대한 삭제 또는 업데이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폴더에 관련된 추가 권한 유형으로, 폴더에 리소스를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만들기 권한이 있습니다.
만들기 권한은 쿼리, 보기, 영향 규칙 및 사용자 지정 보고서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 대한
만들기 권한을 사용하면 그 폴더에 하위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폴더에 리소스를 만들
려면 할당된 역할을 선택된 폴더의 소유자 테넌트(또는 상속된 소유자 테넌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폴더의 소유자 테넌트가 ABC Corporation이고 테넌트 XYZ Bank와 연결된 해당 폴더의 보
기 만들기 권한을 가진 역할이 사용자에게 할당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폴더에서 보기를 만들 수 없습
니다.
참고: UI 모듈 및 CIT 메뉴 항목 권한의 경우 테넌트 할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수행에 필요한 사용자 권한
대부분의 일반 수행에 필요한 사용자 권한을 결정할 경우 비슷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특정 테넌
트와 관련하여 CI 보기 일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관련 소비자 테넌트 또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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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 중 해당 테넌트가 포함된 CI만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테넌트와 관련하여 데이터 업데이트 일
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소유자 테넌트가 해당 테넌트와 일치하는 CI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nant_A와 관련하여, CI 보기 및 데이터 업데이트 일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이 사용자에게 할당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은 세 개의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을 한 보기에 보여
줍니다.
l

DB_1. 소유자 테넌트: tenant_A, 소비자 테넌트: tenant_A, tenant_B

l

DB_2. 소유자 테넌트: tenant_C, 소비자 테넌트: tenant_A, tenant_C

l

CPU_1. 소유자 테넌트: tenant_B, 소비자 테넌트: tenant_B, tenant_C

따라서 사용자는 DB_1에 대해 업데이트 및 보기 권한을 갖지만 DB_2에서는 보기 권한만 갖습니다.
CPU_1에 대한 권한은 없으므로 해당 CI가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tenant_A 및 tenant_B 모두와 연결하여 같은 역할이 사용자에게 할당된 경우, 해당 사용자는 DB_1
과 CPU_1에 대한 업데이트와 보기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DB_2에 대해서는 보기 권한만 갖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해당 사용자에게 다른 권한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IT 유니버스 관리자의 특정 보기에서 사용자가 CI를 보려면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l

l

l

IT 유니버스 관리자 모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테넌트 할당은 이 권한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보기의 소비자 테넌트 중 한 테넌트와 관련이 있으며 특정 보기 또는 모든 보기에 대한 보기
권한. 이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보기가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각 CI의 소비자 테넌트 중 한 테넌트와 관련이 있으며 CI 보기 일반 수행에 필요한 권한.
이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빈 보기가 표시됩니다. 일부 보기 CI의 소비자 테넌트에 포함된 한
테넌트와 관련하여, 이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해당 CI만 표시됩니다.
참고: SDK에 액세스와 같은 일부 일반 수행의 경우 테넌트 할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테넌트 할당에 대한 필수 권한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을 보려면, 리소스의 소유자 테넌트 또는 상속 소유자 테넌트와
관련하여 테넌트 할당 보기 일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권한을 포함하는 역할이
할당된 사용자의 경우 리소스의 소유자 테넌트 및 소비자 테넌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소스에
서 역할 할당과 연관된 소비자 테넌트만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테넌트 T1 및 T2와 관련하여 테넌트 할당 보기 일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있
습니다. 다음은 두 리소스에 대한 테넌트 할당입니다.
l

Query_1에는 소유자 테넌트 T1 및 소비자 테넌트 T1, T2, T3이 있습니다.

l

Query_2에는 소유자 테넌트 T3 및 소비자 테넌트 T1, T2, T3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Query_1에 대한 테넌트 할당을 볼 수 있지만 소비자 테넌트로 T1 및 T2만 표시되며, 사용
자에게 T3과 관련된 권한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테넌트 할당 보기 권한이 해당 리소스의 소유자 테
넌트와 연관이 없으므로 이 사용자는 Query_2에 대한 테넌트 할당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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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을 수정하려면, 리소스의 소유자 테넌트 또는 상속 소유자 테넌트
및 수정 중인 테넌트와 관련하여 테넌트 다시 할당 일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패키지 관리자의 다중 테넌트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테넌트는 패키지에 포함하여 배포하고 내보낼 수 있는 리소스로 간주됩니다.
또한 쿼리, 보기 또는 영향 규칙과 같은 리소스가 패키지에 추가되면 해당 리소스에 대한 테넌트 할
당도 패키지에 포함됩니다.
패키지 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관리자(9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넌트 연관 규칙
참고: 이 섹션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여러 CI에 동일한 테넌트 정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간편한 방법은 엔리치먼트 규칙의 한 형식인 테넌트 연관 규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엔리
치먼트 관리자에서 엔리치먼트 규칙을 정의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테넌트 연관 규칙을 정의합니
다.
쿼리 노드에 대해 정의하는 테넌트 연관 규칙으로 해당 쿼리 노드와 연관되는 테넌트가 결정됩니다.
규칙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정의에 따라 테넌트 연관 규칙의 토폴로지와 일치하는 IT 유
니버스의 모든 CI에 지정된 소유자 테넌트나 소비자 테넌트가 할당됩니다. 테넌트 연관 규칙의 실행
빈도는 해당 규칙에 할당된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넌트 연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l

SetOwnerTenantOfComposedCI. 구성된 CI의 소유자 테넌트를 컨테이너 CI의 소유자 테넌트
로 덮어씁니다.
AppendConsumerTenantsToComposedCI. 컨테이너 CI의 소비자 테넌트를 구성된 CI의 소
비자 테넌트에 추가합니다.
SetConsumerTenantsOfComposedCI. 구성된 CI의 소비자 테넌트를 컨테이너 CI의 소비자
테넌트로 덮어씁니다.
AppendOwnerTenantToImpactedCI. 영향을 준 CI의 소유자 테넌트를 영향을 받은 CI의 소비
자 테넌트에 추가합니다.
AppendConsumerTenantsToImpactedCI. 영향을 준 CI의 소비자 테넌트를 영향을 받은 CI의
소비자 테넌트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테넌트 연관 규칙은 IT 환경에서 사용자 지정된 규칙을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
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CI와 구성된 CI 간의 관계가 Composition인 두 개의 쿼리 노드, 컨테이너 CI와
구성된 CI가 있는 SetOwnerTenantOfComposedCI 규칙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컨테이너 CI 유형
을 IP 서브넷으로, 구성된 CI 유형을 컴퓨터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mposition 관계에
의해 규칙의 패턴이 컴퓨터에 연결된 IP 서브넷이 됩니다. 규칙이 실행되면 이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컴퓨터 CI는 관련 IP 서브넷의 소유자 테넌트로 덮어쓴 자신의 소유자 테넌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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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본적으로 기본 테넌트 연관 규칙은 비활성 상태입니다. 규칙을 활성화하려면 테넌트 연
관 규칙 속성 마법사에서 규칙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쿼리 결과가 커질 수 있으므로 원래
구성에서 기본 규칙을 활성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결과를 제한하도록 규칙을 수정한
후에 해당 규칙을 활성화합니다.
테넌트 연관 규칙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모델링 안내서에서 "
테넌트 연관 규칙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다중 테넌트 UCMDB 환경의 Configuration Manager
Configuration Manager 자체는 다중 테넌트를 지원하지 않지만 다중 테넌트 UCMDB 환경에는 연
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테넌트에 안전한 방식으로 UCMDB 리소스와 CI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Configuration Manager를 설정해야 합니다.

UCMDB 관리 전용 Configuration Manager(권장)
다중 테넌트 UCMDB 환경에서 Configuration Manager는 UCMDB 관리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모든 테넌트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만 구성 정책을 정의하고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테넌트와 관련된 권한이 있는 최종 사용자는 UCMDB Browser를
통해 해당 테넌트가 할당된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l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정책을 정의하면 최종 사용자는 UCMDB Browser를 통해 테넌트
에 안전한 방식으로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figuration Manager에서 모든 테넌트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UCMDB에 정의된 보기
를 관리할 수 있으며 보기 맨 위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Configuration Manager UI에 액세
스하는 관리자는 이 보기에서 모든 CI의 정책 상태를 볼 수 있는 반면 UCMDB Browser에 액세스
하는 최종 사용자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CI의 정책 상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정책 필터의 소유자 테넌트 특성에서 테넌트를 지정하여 테넌트별
CI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 테넌트가 지정된 테넌트인 CI에만 정책이 적용
됩니다.
참고: 이 특성이 Configuration Manager 특성 필터에 표시되도록 하려면 CI 유형 관리자에
서 관리 한정자를 소유자 테넌트 특성에 추가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 기능을 위한 Configuration Manager
멀티 테넌트 UCMDB 환경에서 모든 최종 사용자가 Configuration Manager UI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Configuration Manager에서 관리되는 보기에는 테넌트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
며, 이러한 보기에 대한 액세스를 이 보기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과 연결된 테넌트로 제한하도록 구성
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모든 최종 사용자가 Configuration Manager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하지만 관련 테넌
트별로 각 개별 보기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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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테넌트 워크플로
참고: 이 섹션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음 작업은 다중 테넌트 환경의 일반적인 워크플로를 설명합니다.
1.

테넌트 추가
먼저, 테넌트 관리 모듈에서 테넌트 저장소에 테넌트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넌트 관
리 페이지(20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리소스 그룹 만들기
해당되는 경우, 역할을 만드는 동안 권한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리소스 그룹 모듈에서 리
소스 그룹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18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3.

역할 만들기
역할 관리 모듈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할 권한을 정의하는 역할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
새 역할을 만들고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17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사용자 및 그룹 만들기와 이 사용자 및 그룹에 역할 할당
사용자 및 그룹 모듈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그룹을 만듭니다.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 및 그룹에
기본 테넌트를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중 테넌트 개요(1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각
각에게 부여할 권한에 따라 사용자 및 그룹에 역할을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및 그
룹 워크플로(1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역할 연관 페이지(168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할 때 해당 할당과 연관
된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5.

역할 및 테넌트 할당 검토
각 사용자 및 그룹에 할당된 역할과, 각 역할 할당에 연관된 테넌트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필수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모듈에서 권한 개요 탭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17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 변경
리소스나 CI가 만들어질 때, 이 리소스나 CI를 만든 사용자의 테넌트에 기반하여 소유자 테넌트
및 소비자 테넌트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중 테넌트 개요(147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리소스나 CI에 대한 자동 할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
넌트 할당을 변경하는 방법(156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7.

테넌트 연관 규칙 정의 - 선택 사항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급 사용자인 경우, 테넌트가 리소스 및 CI와 연관되는 방법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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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넌트 연관 규칙을 정의하는 방법를 참조하
십시오.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을 변경하는 방법
참고: 이 섹션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음 작업에서는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소유자 테넌트 및 소비자 테넌트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1.

필수 리소스 또는 CI 찾기
보기 및 쿼리의 경우, 모델링 스튜디오로 이동한 후 왼쪽 창의 리소스 탭에서 필수 리소스를 선
택합니다. 영향 규칙의 경우, 영향 분석 관리자로 이동한 후 필수 영향 규칙을 선택합니다. 사용
자 지정 보고서의 경우, 보고서 모듈로 이동한 후 필수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리소
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테넌트 할당을 선택합니다.
CI의 경우, IT 유니버스 관리자로 이동한 후 필수 CI를 선택합니다. CI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테넌트 할당을 선택합니다.

2.

소유자 테넌트 업데이트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의 소유자 테넌트 필드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테넌트가 리소스 또는 CI의 소유자 테넌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15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소비자 테넌트 업데이트
대화 상자의 소비자 테넌트 섹션에서 소비자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테넌트가 리소스 또
는 CI의 소비자 테넌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156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4.

변경 내용 저장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테넌트 할당에 저장합니다.

사용자 권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

156

역할 및 리소스 그룹에 리소스 할당 대화 상자

160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소유자 테넌트 및 소비자 테넌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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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섹션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액세스 방법

모델링 스튜디오에서 TQL 쿼리 편집기 도구 모음에 있는 테넌트 할당
버
튼을 클릭하거나 리소스 탭에서 리소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테넌트 할당을 선택합니다.
보고서 모듈의 사용자 지정 보고서 도구 모음에서 테넌트 할당
버튼을 클
릭하거나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바로 가
기 메뉴에서 테넌트 할당을 선택합니다.
영향 분석 관리자의 도구 모음에서 테넌트 할당
버튼을 클릭하거나 영향
규칙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테넌트 할당
을 선택합니다.
IT 유니버스 관리자에서 CI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테넌트 할당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소비자 테넌트 섹션은 선택한 리소스 수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l

l

단일 리소스를 선택한 경우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테넌트
창에서 선택한 테넌트 창으로 원하는 테넌트를 이동합니다. 또는 모든 테
넌트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테넌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다중 리소스를 선택한 경우 할당됨 열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선택한 모든
리소스에 원하는 테넌트를 할당합니다. 또는 모든 테넌트를 선택하여 사
용 가능한 모든 테넌트를 선택한 모든 리소스에 할당합니다.
참고: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소유자 테넌트 또는 소비자 테
넌트를 업데이트할 경우, 수동 테넌트 할당을 덮어쓰는 테넌트 연관 규
칙이 정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규칙을 실행할 때 규칙
에 정의된 테넌트 할당이 적용됩니다.

관련 작업

참고 항목

l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을 변경하는 방법(156페이지)"

l

"다중 테넌트 워크플로(155페이지)"

"다중 테넌트 개요(1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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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화살표 버튼>

다음과 같은 화살표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l

l

l

추가. 사용 가능한 테넌트 창에서 선택한 테넌트를 선택한 테넌트 창으로
이동합니다.
제거. 선택한 테넌트 창에서 지정한 테넌트를 제거합니다.
모두 추가. 사용 가능한 테넌트 창에서 모든 테넌트를 선택한 테넌트 창으
로 이동합니다.
모두 제거. 선택한 테넌트 창에서 모든 테넌트를 제거합니다.
참고: 이러한 버튼은 단일 리소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테넌트

리소스에 모든 테넌트를 할당하려면 모든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참고: 모든 테넌트를 선택하면 소비자 테넌트 섹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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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할당됨

확인란은 다음과 같이 각 테넌트의 할당 상태를 나타냅니다.
l

l

l

선택한 확인란(파란색 화살표)은 테넌트가 선택한 각 리소스에 소비자 테넌
트로 할당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빈 확인란은 선택한 모든 리소스에 테넌트가 할당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확인란에서 삼각형은 혼합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테넌트가 하나 이상의 선택
된 리소스에 할당되어 있지만, 모든 리소스에 할당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테넌트를 선택한 모든 리소스에 소비자 테넌트로 할당하려면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선택한 모든 리소스에서 테넌트 할당을 제거하려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확인란에서 혼합 상태 표시기를 그대로 두면, 해당 테넌트에 대한
이전 소비자 테넌트 할당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선택한 리소스 중 하나에 모든 테넌트가 선택되어 있고 다른 리소스에는 선택되
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테넌트 확인란에 혼합 표시기가 표시되며 소비자 테넌
트 섹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테넌트 섹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란
선택을 취소하고 소비자 테넌트 할당을 수정한 후 모든 테넌트 확인란을 다시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테넌트가 있는 리소스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지
만 다른 리소스의 소비자 테넌트 할당은 업데이트됩니다.
테넌트가 선택된 리소스 중 하나 이상에서 상속된 소비자 테넌트인 경우는 확인
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 항목은 다중 리소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테
넌트

사용 가능한 테넌트를 표시합니다.
참고: 이 항목은 단일 리소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사용 가능한 테넌트의 설명을 표시합니다.
참고: 이 항목은 다중 리소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소유자 테
넌트

선택한 리소스에 대한 상속 소유자 테넌트 표시 창을 확장하려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리소스 상위 폴더의 소유자 테넌트입니다. 상속 소유
자 테넌트는 트리 형식으로 표시됩니다(리소스가 여러 개인 경우 각 테넌트 아래
에 관련 리소스 표시).
참고: 이 기능은 CI가 아닌 리소스에 관한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에서만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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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이름

사용 가능한 테넌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참고: 이 항목은 다중 리소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테넌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의 소유자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소유자 테넌트가 서로 다른 다중 리소스를 선택한 경우 다중 테넌트 할당됨 옵션
이 표시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리소스에 대한 이전 소유자 테넌트 할당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선택한 테넌트

선택한 테넌트가 표시됩니다. 상속된 소비자 테넌트는 회색으로 표시되며 선택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 항목은 단일 리소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 및 리소스 그룹에 리소스 할당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리소스 관리자 내에서 역할 및 리소스 그룹에 특정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
다.
액세스 방법

모델링 스튜디오에서 TQL 쿼리 편집기 도구 모음에 있는 보안 관리
버튼
을 클릭하거나 리소스 탭에서 리소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보안 관리를 선택합니다.
보고서 모듈의 사용자 지정 보고서 도구 모음에서 보안 관리
버튼을 클릭
하거나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보안 관리를 선택합니다.
영향 분석 관리자의 도구 모음에서 보안 관리
버튼을 클릭하거나 영향 규
칙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보안 관리를 선
택합니다.

중요 정보

보안 모듈에서 역할 및 리소스 그룹에 리소스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역할 관리자(174페이지)" 및 "리소스 그룹(188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참고: 역할 및 리소스 그룹에 리소스를 할당하려면 관리 일반 수행에 대
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항목

l

"단일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143페이지)"

l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의 사용자 권한(150페이지)"

l

"권한 요약(18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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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창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 권한>

적절한 행에서 필수 권한과 관련된 확인란을 선택하여 리소스의 특정 권한을
필수 역할에 할당합니다.

할당됨

녹색 선택 표시는 리소스에 대한 하나 이상의 권한이 해당 역할에 할당되었
음을 나타냅니다.
다중 리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권한 확인란
의 사각형은 관련 권한이 선택한 하나 이상의 리소스에 대해 할당되었지만
일부 리소스에 대해서는 할당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설명

사용 가능한 역할의 설명을 표시합니다.

이름

사용 가능한 역할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참고: 읽기 전용 역할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리소스 그룹 창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할당됨

해당 행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리소스를 필수 리소스 그룹에 할당합니다.
다중 리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는 경우, 확인란의 사
각형은 선택한 하나 이상의 리소스가 리소스 그룹에 할당되었지만 일부 리소
스는 할당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설명

사용 가능한 리소스 그룹의 설명을 표시합니다.

이름

사용 가능한 리소스 그룹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참고: 모든 리소스 그룹은 이미 리소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목록
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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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그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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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그룹 워크플로

163

사용자 및 그룹 사용자 인터페이스

163

사용자 및 그룹 개요
사용자 및 그룹 모듈에서는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을 만들고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
는 그룹에 할당된 역할(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각 할당과 연관된 테넌트와 함께)은 사용자 또는 그룹
의 구성원에서 부여되는 권한을 결정합니다.
사용자를 두 개 이상의 그룹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할당된 역할은 해당 그룹의 각 사용자에
게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사용자 역할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역할인 할당된 역할과 사용자
그룹에 할당되는 역할인 상속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룹을 상위 그룹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위 그룹은 상위 그룹의 역할을 상속하며 하위
그룹의 사용자는 두 그룹의 역할을 모두 상속합니다.
사용자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리소스, 수행 및 모듈은 해당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으며 사용자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용자 및 그룹 모듈은 관리자 액세스 권한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용자
UCMDB에서 정의된 기본 사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l

Admin. UCMDB 관리자입니다.

l

Sysadmin. JMX 콘솔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l

UISysadmin. 서버에서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입니다.
참고: 기본 사용자는 사용자 창에서 굵게 표시됩니다. 사용자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해당 역할 할당을 수정하거나 사용자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병합
두 사용자를 한 사용자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병합 대화 상자에서 한 사용자를 마스터로 선
택합니다. 병합된 사용자는 마스터의 이름을 사용하며 두 사용자의 역할 할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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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병합된 사용자는 마스터로 선택된 사용자의 기본 테넌트를 받습니다. 원래 사
용자 각각에게 서로 다른 테넌트와 연결된 같은 역할이 할당된 경우, 병합된 사용자에게는 두 사용자
의 테넌트 모두와 연결된 역할이 할당됩니다.
참고:
l

기본 사용자는 병합할 수 없습니다.

l

사용자 병합 기능은 정확하게 두 사용자를 선택한 경우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워크플로
다음 단계는 시스템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워크플로를 설명합니다.
1.

새 그룹 정의
그룹 탭을 선택하고 새 그룹 마법사를 사용하여 새 그룹을 만듭니다. 역할 연관 페이지에서 하나
이상의 역할을 그룹에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그룹 마법사(1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2.

새 사용자 정의
사용자 탭을 선택하고 새 사용자 마법사를 사용하여 새 사용자를 만듭니다. 해당되는 경우, 그룹
연관 페이지에서 사용자를 하나 이상의 그룹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룹 연관 페이지
(1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사용자에게 역할 할당
역할 연관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할 연관 페이지(168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사용자 역할 검토
만든 사용자를 사용자 탭에서 선택합니다. 오른쪽 창의 역할 탭에서, 사용자에게 할당한 역할이
할당된 역할 섹션에 표시되고 사용자 그룹에 할당한 역할이 상속된 역할 섹션에 표시되는지 확
인합니다.

5.

사용자 세부 정보 편집
사용자 세부 정보가 변경될 경우, 비밀번호, 시간대 기본 설정 및 로캘(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등의 관련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창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 탭에서
관련 세부 정보를 편집합니다.
사용자 프로필 대화 상자를 사용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도구 > 사용자 프로필...을 선택하여 대화 상자에 액세스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새 그룹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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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용자 마법사

166

테넌트 역할의 선택 대화 상자

169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

170

새 그룹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사용자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의 보안 모듈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하거나, 관리자 > 보안 >
사용자 및 그룹 > 그룹 탭을 선택합니다. 새 그룹

관련 작업

"사용자 및 그룹 워크플로(163페이지)"

마법사 맵

"새 그룹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참고 항목

l

"사용자 및 그룹 개요(162페이지)"

l

"사용자 권한 워크플로(144페이지)"

l

"다중 테넌트 워크플로(155페이지)"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그룹의 세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맵

"새 그룹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설명

사용자 그룹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참고: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룹 이름

새 사용자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룹 연관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그룹에 하나 이상의 상위 그룹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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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그룹 창에서 선택한 그룹 창으로 필요
한 그룹을 이동합니다.

마법사 맵

"새 그룹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그룹

사용 가능한 그룹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그룹

새 그룹에 할당하기 위해 선택한 그룹을 표시합니다.

역할 연관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그룹에 하나 이상의 역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역할 창에서 선택한 역할 창으로 필수
역할을 이동합니다.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테넌트와 역할
할당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의 테넌트 선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마법사 맵

"새 그룹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역할

사용 가능한 역할을 표시합니다.

역할의 할당된 테
넌트

선택한 역할 창에서 선택한 역할과 연결된 테넌트를 표시합니다.
참고: 이 영역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선택한 역할

새 그룹에 할당하기 위해 선택한 역할을 표시합니다.

기본 테넌트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그룹에 기본 테넌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 페이지는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Universal CMDB (10.10)

165/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13장: 사용자 및 그룹

마법사 맵

"새 그룹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기본 테넌트 선택

새 그룹의 기본 테넌트가 될 테넌트를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새 사용자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는 사용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의 보안 모듈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하거나, 관리자 > 보안 >
사용자 및 그룹 > 사용자 탭을 선택합니다. 새 사용자
다.

관련 작업

"사용자 및 그룹 워크플로(163페이지)"

마법사 맵

"새 사용자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페이지" >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참고 항목

l

"사용자 및 그룹 개요(162페이지)"

l

"사용자 권한 워크플로(144페이지)"

l

"다중 테넌트 워크플로(155페이지)"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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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새 사용자를 만들 때 비밀번호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CMDB는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기본 비밀번호를 할당하거나 고유 비밀번호를 할당합니
다.
비밀번호 정책을 사용하려면 관리자 > 관리 > 인프라 설정 관리자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는 기본 정책을 준수해야 함을 선택하고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비
밀번호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만들어진 새 사용자에게 기본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에 정의된 비밀번호가 제공됩니다. 새 사용자는 첫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마법사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사용자
비밀번호는 welcome입니다.
기본 비밀번호 정책에서는 UCMDB 비밀번호에 다음 유형 중 세 가지 이상의
문자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l

영문 대문자

l

영문 소문자

l

숫자

l

기호 문자

또한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최소 길이 설정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길이를 유지해
야 합니다.
마법사 맵

"새 사용자 마법사(166페이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페이지" >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168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168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168페이지)" > "기본 테
넌트 페이지(169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비밀번호 확인

l

l

비밀번호

l

l

사용자 이름

관리자 > 관리 > 인프라 설정 관리자의 비밀번호는 기본 정책을 준수해야
함 설정이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UCMDB가 기본 사용자 비밀번호에 정
의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비밀번호는 기본 정책을 준수해야 함 설정이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비
밀번호 상자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관리자 > 관리 > 인프라 설정 관리자의 비밀번호는 기본 정책을 준수해야
함 설정이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UCMDB가 기본 사용자 비밀번호에 정
의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비밀번호는 기본 정책을 준수해야 함 설정이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고
유한 비밀번호를 할당합니다.

고유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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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세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맵

"새 사용자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페이지" >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
관 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자 세부 정보>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를 선택하려
면 로캘 필드를 사용합니다. 로캘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의
로캘을 사용하여 언어를 정의합니다. 브라우저에 대해 선택된 로캘이 없으
면 운영 체제 로캘이 사용됩니다. 브라우저 또는 운영 체제에서 지정한 로
캘이 UCMDB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룹 연관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에게 하나 이상의 그룹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그룹 창에서 선택한 그룹 창으로 필요
한 그룹을 이동합니다.

마법사 맵

"새 사용자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페이지" >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그룹

사용 가능한 그룹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그룹

새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위해 선택한 그룹을 표시합니다.

역할 연관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에게 하나 이상의 역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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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역할 창에서 선택한 역할 창으로 필수
역할을 이동합니다.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테넌트와 역할
할당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의 테넌트 선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마법사 맵

"새 사용자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페이지" >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역할

사용 가능한 역할을 표시합니다.

역할의 할당된 테
넌트

선택한 역할 창에서 선택한 역할과 연결된 테넌트를 표시합니다.
참고: 이 영역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선택한 역할

새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위해 선택한 역할을 표시합니다.

기본 테넌트 페이지
이 마법사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에게 기본 테넌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이 마법사 페이지는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맵

"새 사용자 마법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페이지" >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 > "그룹 연관
페이지" > "역할 연관 페이지" > "기본 테넌트 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기본 테넌트 선택

새 사용자의 기본 테넌트가 될 테넌트를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테넌트 역할의 선택 대화 상자
이 탭에서는 테넌트를 선택하여 사용자 또는 그룹에 할당된 역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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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방법

역할 탭의 할당된 역할 섹션에서 편집 링크를 클릭합니다. 화살표 버튼을 사
용하여 사용 가능한 역할 창에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선택하여 선택한 역할
창으로 이동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아니면, 새 사용자 마법사 또는 새 그룹 마법사를 실행하는 동안 선택한 역할
창으로 역할을 이동할 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중요 정보

이 대화 상자는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
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모든 테넌트

모든 테넌트를 사용자 또는 그룹에 할당된 역할에 연결하려면 모든 테넌트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테넌
트

사용 가능한 모든 테넌트의 목록입니다.

선택한 테넌트

사용자 또는 그룹에 역할을 할당하기 위해 선택한 테넌트입니다.

지정된 테넌트

지정된 테넌트만 사용자 또는 그룹에 할당된 역할에 연결하려면 지정된 테넌
트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
이 탭에서는 새 사용자 및 그룹을 정의하거나 기존 사용자 및 그룹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의 보안 모듈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하거나, 관리자 > 보안 >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사용자 및 그룹 워크플로(163페이지)"

참고 항목

l

"사용자 및 그룹 개요(162페이지)"

l

"사용자 권한 워크플로(144페이지)"

l

"다중 테넌트 워크플로(155페이지)"

왼쪽 창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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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새 사용자/새 그룹. 사용자 탭을 선택한 경우 사용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룹 탭을 선택한 경우 사용자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LDAP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새 사용자 버튼으로 만드는 사용
자는 통합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편집/그룹 편집.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
다.
삭제.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다시 설정. 비밀번호 다시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
는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사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버튼은 사용자 탭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테넌트 설정. 사용자 또는 그룹의 기본 테넌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버튼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새로 고침. 사용자 또는 그룹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저장.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사용자 목록>

기본 사용자 및 사용자 지정 사용자 목록을 포함합니다. LDAP 사용자는 외
부 사용자 열에 녹색 선택 표시가 나타납니다.

<검색 기능>

사용자 또는 그룹 목록에서 구를 검색하려면 찾기 상자에 구를 입력합니다.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검색된 다음 구와 이전 구를 이동합니다. 검색된 모
든 구를 강조 표시하려면 모든 구 강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룹 탭

기존 그룹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탭

기존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I 요소

설명

삭제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삭제합니다.

사용자 편집/그룹 편집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름을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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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사용자 병합

선택한 사용자들을 한 사용자로 병합합니다. 사용자 병합 대화 상자에서
한 사용자를 마스터로 선택합니다. 병합된 사용자는 마스터의 이름을 사
용하며 두 사용자의 역할 할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이 옵션은 두 사용자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사용자/새 그룹

새 사용자 또는 그룹을 만듭니다.

새로 고침

사용자 또는 그룹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비밀번호 다시 설정

비밀번호 다시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 상자는 관리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사용자 비밀번호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옵션은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장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기본 테넌트 설정

사용자 또는 그룹의 기본 테넌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옵션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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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창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세부 정보 탭

그룹 탭을 선택하면 선택한 그룹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탭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비밀
번호 변경 버튼을 사용하면 사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의 이전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사용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를 선택하려면 로캘 필드를 사용합니다. 로
캘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의 로캘을 사용하여 언어를 정의합니
다. 브라우저에 대해 선택된 로캘이 없으면 운영 체제 로캘이 사용됩니다. 브
라우저 또는 운영 체제에서 지정한 로캘이 UCMDB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언어는 영어입니다.
시간대 기본 설정에서 선택한 사용자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시간대를 업데이트하면 5분 뒤에 변경 내
용이 적용됩니다. 도구 > 사용자 프로필...에서 액세스하는 사용자 프로
필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시간대를 업데이트하면 즉시 변경 내용이 적용
됩니다.
서버 관리자 권한에서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면 JMX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
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 개요

선태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권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리소스 유형 창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리소스 유형이 권한
요약 창에 표시됩니다. 트리에서 리소스를 선택하면 권한을 파생시킨 역할이
권한 원본 창에 표시됩니다.

역할 탭

표시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할당된 역할.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에 직접 할당된 역할을 표시합니다.
할당된 역할을 편집하려면 편집 링크를 클릭합니다. 역할 할당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역할 연관 페이지(1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상속된 역할.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상위 그룹에 할당된 역할을 표시
합니다.
상위 그룹.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상위 그룹을 표시합니다. 상위 그
룹을 편집하려면 편집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룹 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그룹 연관 페이지(1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구성원. 선택한 그룹의 구성원을 표시합니다(그룹 탭에만 해당). 구
성원을 편집하려면 편집 링크를 클릭합니다.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
용 가능한 사용자/그룹 창에서 선택한 사용자/그룹 창으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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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역할 관리자 개요

174

새 역할을 만들고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

175

역할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176

권한 요약

181

역할 관리자 개요
역할을 사용하면 조직에서 사용자의 책임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역할 관리
자 모듈에서 역할을 정의하고 사용자 및 그룹 모듈에서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합니다. 한 사용자에
게 다중 역할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할당된 모든 역할이 조합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역할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

l

l

한 TQL 쿼리에 대해 보기, 업데이트 및 삭제 권한을, 다른 TQL 쿼리에 대해 보기 전용 권한을 선
택하는 것과 같이, 특정 리소스에 대해 특정 수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의한 리소스 그룹의 리소스에 대해 특정 수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의 모
든 TQL 쿼리에 대해 보기 및 업데이트 권한을 선택하거나, 리소스 그룹의 모든 사용자 지정 보고
서에 대해 보기 및 삭제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리소스 그룹 모듈에서 정의합
니다.
보기 만들기와 같은 일반 수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옵션을 조합하여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할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역할 관리자 페이지(17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역할 관리자 모듈은 관리자 액세스 권한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 병합
두 역할을 한 역할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역할 병합 대화 상자에서 마스터로 지정할 역할 하나를 선
택합니다. 병합된 역할은 마스터의 이름을 사용하며 두 역할의 권한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역할 중 하나가 할당된 사용자에게 이제는 병합된 역할이 할당됩니다.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병합된 역할의 사용자 역할 할당과 관련된 테넌트는 사용자의 원래 역할에 연
결된 테넌트와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테넌트에 연결된 원래 역할이 모두 할당된 경우는 두
역할 할당의 테넌트와 관련된 병합 역할이 할당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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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본 역할은 병합할 수 없습니다.

l

역할 병합 기능은 정확하게 두 역할을 선택한 경우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새 역할을 만들고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
다음 작업에서는 역할을 만들고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역할 만들기
역할 창에서 새 역할 버튼을 클릭하여 새 역할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역할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역할 대화 상자(1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리소스 탭을 사용하여 역할에 대한 권한 정의
역할 창에는 기본적으로 새 역할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창에서 리소스 탭을 선택하고 다
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리소스 유형 창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예: 보기).
b. 리소스를 선택(예: 사용 가능한 보기 창에 있는 보기 트리의 특정 보기)하고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권한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UI 모듈 및 CIT 메뉴 항목의 경우, 권
한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권한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리소스에 대한 필수 권한을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을 선택
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d. 선택을 통해 할당된 권한의 확인란과 함께 선택한 리소스가 오른쪽 창에 표시됩니다.
e. 필요에 따라 이 유형의 다른 리소스와 다른 리소스 유형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탭(17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리소스 그룹 탭을 사용하여 역할에 대한 권한 정의
오른쪽 창에서 리소스 그룹 탭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리소스 그룹 창에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합니다.
b. 사용 가능한 수행 창의 트리에서 수행을 선택(예: 보기 아래 업데이트 권한)하고 오른쪽 화
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다중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선택한 수행이 선택한 수행 창에 표시됩니다. 각 선택 항목은 리소스 그룹에서 해당 유형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수행 권한을 정의합니다(예: 리소스 그룹의 모든 보기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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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그룹 탭(1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일반 수행 탭을 사용하여 역할에 대한 권한 정의
오른쪽 창에서 일반 수행 탭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사용 가능한 수행 창에서 수행을 선택합니다.
참고: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다중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수행 창으로 수행을 이동합니다.
c. 선택한 일반 수행이 역할에서 허용됩니다(특정 리소스나 리소스 유형과는 관련이 없음).
자세한 내용은 "일반 수행 탭(18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역할 저장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역할 창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역할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섹션의 내용:
새 역할 대화 상자

176

역할 관리자 페이지

177

새 역할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관리자는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역할 탭에서 새 역할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새 역할을 만들고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175페이지)"

참고 항목

l

"역할 관리자 개요(174페이지)"

l

"권한 요약(181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설명

정의하는 역할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역할 이름

역할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HP Universal CMDB (10.10)

176/203 페이지

관리 안내서
14장: 역할 관리자

역할 관리자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역할을 만들고 삭제하며 해당 권한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의 보안 모듈에서 역할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관리자 > 보안 > 역할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다음 탭을 사용하여 각 역할에 대한 리소스의 수행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
다.
l

l

l

l

리소스. 특정 리소스에 대해 특정 수행을 선택합니다.
브라우저 CI 액세스 컨트롤. UCMDB Browser에서 CI 또는 CI 유형을 보
고 편집하는 권한을 선택합니다.
리소스 그룹. 특정 리소스 그룹의 리소스에 대해 특정 수행을 선택합니다.
일반 수행. 디스커버리 실행 및 통합 또는 보기 만들기와 같은 특정 일반
수행을 선택합니다.

각 탭에서 권한에 대한 수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모든 탭에서 선택
한 내용을 조합한 결과에 따라 할당된 권한입니다.
역할 세부 정보 탭에는 선택한 역할의 이름과 설명이 표시됩니다.
권한 개요 탭에는 선택한 역할의 권한이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새 역할을 만들고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방법(175페이지)"

참고 항목

l

"역할 관리자 개요(174페이지)"

l

"권한 요약(181페이지)"

역할 창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새 역할. 역할을 만듭니다. 새 역할 대화 상자를 엽니다.
역할 편집. 선택한 역할의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삭제. 선택한 역할을 제거합니다.
참고: 다중 항목을 선택하여 다중 역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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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새로 고침. 역할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저장.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역할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역할 목록>

기존 역할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검색 기능>

역할 목록에서 구를 검색하려면 찾기 상자에 구를 입력합니다. 화살표 버튼
을 사용하여 검색된 다음 구와 이전 구를 이동합니다. 검색된 모든 구를 강조
표시하려면 모든 구 강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역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I 요소

설명

삭제

선택한 역할을 제거합니다.

역할 편집

선택한 역할의 이름을 편집합니다.

역할 병합

선택한 역할들을 한 역할로 병합합니다. 역할 병합 대화 상자에서 한 역할
을 마스터로 선택합니다. 병합된 역할은 마스터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원래
역할 중 하나가 할당된 사용자에게 이제는 병합된 역할이 할당됩니다.
참고: 이 옵션은 두 역할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역할

새 역할을 생성합니다.

새로 고침

역할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저장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역할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오른쪽 창
오른쪽 창에는 리소스 탭, 리소스 그룹 탭, 일반 수행 탭 및 역할 세부 정보 탭이 있습니다.

리소스 탭
중요 정보

리소스 유형을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리소스> 창에
서 선택한 <리소스> 창으로 리소스를 이동한 후 해당 리소스의 권한을 현재 역
할에 할당합니다. 리소스를 이동할 때, 권한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택
한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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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리소
스>

선택한 리소스 유형에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트리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리소스 유형

목록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리소스>
(권한 포함)

선택한 리소스와 현재 리소스 유형에 해당하는 권한을 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한 권한은 리소스 유형마다 다릅니다.
l

쿼리에는 보기, 업데이트, 삭제 및 스냅샷 권한이 있습니다.

l

보기에는 보기, 업데이트, 삭제, 스냅샷 및 아카이브 권한이 있습니다.

l

l

l

l

영향 분석과 사용자 지정 보고서에는 보기, 업데이트 및 삭제 권한이 있습
니다.
UI 모듈에는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CIT 메뉴 항목의 트리에서 CIT를 선택한 후 사용 가능한 수행 창에서 특
정 수행을 선택하여 선택한 수행 창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CIT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대화 상자에서 수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CIT에 할당된 권한이 없는 경우, 일반 수행 탭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
라 기본적으로 모든 메뉴 항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CMDB Browser 위젯은 보기 권한을 갖습니다.

브라우저 CI 액세스 컨트롤 탭
중요 정보

브라우저 CI 액세스 컨트롤 탭을 사용하여 UCMDB Browser에 대한 보기
및 편집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UCMDB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러
한 권한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모드를 액세스하고 선택한 보기 및 폴더에 따라 권한을 할당하려면 보
기를 리소스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CI 유형 모드에 액세스하고 선택한 CI 유형에 따라 권한을 할당하려면 CI 유
형을 리소스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또는, 하나 또는 두 확인란을 모두 선택하여 모든 CI에 대한 권한을 할당합
니다.
가능한 권한 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CMDB Browser의 사용자 권한
(144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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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CI 유형 모드>

CI 유형을 리소스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 리소스 창에서 CI 유형을 선택합니
다. 선택한 각 CI 유형에 대해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수행 창
에서 선택한 수행 창으로 수행을 이동합니다.
CI 유형에 대한 직접 권한을 할당하는 경우 리소스 창의 트리에서 CI 유형
옆에 녹색 선택 표시가 나타납니다. 상속에 의해 선택한 CI 유형의 하위 항
목에 권한이 할당되고 이러한 하위 항목은 작은 빨간색 T로 표시됩니다. 하
나 이상의 CI 유형의 하위 항목에 권한이 할당되지만 하위 트리가 축소되면
녹색 테두리의 작은 빨간색 T

로 CI 유형이 표시됩니다.

<보기 모드>

보기를 리소스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 사용 가능한 보기 창에서 보기를 선택
합니다. 선택한 각 보기에 대해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보기를 권한이 있는
보기 선택 창으로 이동합니다. 보기를 이동할 때, 권한 설정 대화 상자를 사
용하여 선택한 보기에 대한 권한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 편집

CMDB에서 모든 CI 및 관계를 보고 모든 CI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합니다.

리소스 유형 창

보기 또는 CI 유형을 선택합니다.

모두 보기

CMDB에서 CI 및 관계를 모두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리소스 그룹 탭
중요 정보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수행 창에서
선택한 수행 창으로 수행을 이동한 후 선택한 리소스 그룹의 리소스에 대한
해당 수행 권한을 현재 역할에 할당합니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수행

리소스마다 사용 가능한 수행을 표시합니다.

리소스 그룹

사용 가능한 리소스 그룹을 표시합니다. 선택할 역할에서 사용되는 리소스
그룹에는 녹색 별표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수행

선택한 리소스 그룹의 리소스에서 현재 역할에 대해 선택하여 허용된 수행
을 표시합니다.
참고: 선택한 수행은 해당 수행과 관련된 리소스에 대해 허용됩니다. 쿼
리에서 만들기 수행을 선택하면 역할은 리소스 그룹의 모든 쿼리 폴더
에서 폴더와 쿼리를 만드는 권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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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행 탭
중요 정보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수행 창에서 선택한 수행 창으로 수행
을 이동한 후 현재 역할에 할당합니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수행

사용 가능한 일반 수행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수행

현재 역할의 권한에 대해 선택한 일반 수행을 표시합니다.

역할 세부 정보 탭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설명

역할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참고: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름

역할 이름을 표시합니다.

권한 개요 탭
중요 정보

선택한 역할의 권한 요약을 표시합니다.
리소스 유형 창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리소스 유형이 권한
요약 창에 표시됩니다. 트리에서 리소스를 선택하면 권한을 파생시킨 역할
이 권한 원본 창에 표시됩니다.

권한 요약
다음 섹션에서는 UCMDB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계층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에서부터 다양한 수행에 필요한 여러 수준의 권한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각 권한
수준에서는 이전의 모든 수준의 권한이 함께 필요합니다.
l

l

가장 기본적인 필수 권한은 UI에 액세스 일반 수행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없으면 사용자는 로그
인할 수 없으며, 새 역할을 만들 때 이 권한이 기본적으로 추가됩니다.
UCMDB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그 다음 수준의 권한은 리소스 탭의 리소스 유형 창에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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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UI 모듈에 대한 권한입니다. 사용자에게 특정 모듈에 대한 권한이 부족하면 해당 모듈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참고: 일부 모듈에서는 모듈의 특정 하위 섹션에 대한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링 스튜디오에서 역할의 권한으로 보기, 쿼리 및 모델을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
니다.

l

다음 수준의 권한은 필요한 특정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일반 수행
과 리소스 탭에서 개별 리소스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할당됩니다.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CI 보기 권한 같은 일반 수행 권한은 기록 내역 보기, 검색
허용과 같은 다른 일반 수행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범주의 기능에서 필수적입니다. 이 권한이 없으
면 사용자는 해당 보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보기에서 CI를 볼 수 없습니다. 새 역할을 만들
때 이 권한도 기본적으로 추가됩니다.
참고:
n

n

n

n

n

n

쿼리, 보기, 영향 규칙 및 사용자 지정 보고서의 경우 보기 권한이 기본 권한입니다. 업데이
트, 삭제, 스냅샷, 아카이브 같은 다른 모든 권한의 경우에는 선택한 리소스에 대해서 보기
권한도 할당해야 합니다.
역할에 보기 또는 영향 규칙에 대한 보기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보기 또는 영향 규칙
의 기본 쿼리에 대해서도 보기 권한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역할에 보기 또는 영향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본 쿼리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은 자동으
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기에 대한 보기 권한에는 보기에 저장된 스냅샷 또는 보기에 아카이브된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스냅샷 또는 아카이브 당시의
테넌트 할당이 사용자 보기 권한의 현재 테넌트 할당과 일치하는 CI만 스냅샷 또는 아카이
브된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이는 두 테넌트 할당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
니다.
인스턴스 기반 모델은 권한에서 일반 CI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CI 보기 권한을 사용하여
이러한 모델을 볼 수 있으며(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데이터 업데이트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모델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CI 보기 권한을 사용하면 해당 테넌트가 권한에 대한 테넌트 할당과
일치하는 패턴 기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패턴 기반 모델의 기반이 되는 쿼리에 대해서는
보기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권한으로 사용자는 모델을 만들고 수정
하고 삭제할 수 있지만, 쿼리를 수정하려면 이 쿼리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새
쿼리에 기반하여 모델을 만들려면 쿼리가 저장될 폴더에 대한 쿼리 만들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쿼리에 기반하여 모델을 만들려면 해당 쿼리에 대한 보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특정 폴더에 대한 보기 만들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폴더에서 새 쿼리에 기반한 보기뿐 아
니라 보기 권한이 있는 기존 TQL 쿼리에 기반하여 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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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 대한 모든 권한은 UCMDB 보안 모듈에서
관리합니다.

리소스 탭 권한
다음 표에는 리소스 탭의 권한 설정 옵션을 통해 선택한 리소스에 허용되는 수행이 지정되어 있습니
다.
권한

허용되는 수행

만들기

선택한 폴더에서 리소스를 만듭니다.

보기

선택한 쿼리, 보기, 영향 규칙, 사용자 지정 보고서 또는 UCMDB Browser 위
젯을 봅니다.

업데이트

선택한 쿼리, 보기, 영향 규칙 또는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수정합니다.

삭제

선택한 쿼리, 보기, 영향 규칙 또는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삭제합니다.

스냅샷 만들기

선택한 쿼리 또는 보기에 대한 스냅샷을 만들고 봅니다.
참고: 보기에 대한 스냅샷은 UI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쿼리에 대한 스냅
샷은 API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선택한 보기의 토폴로지 보고서를 아카이브합니다.

CM의 관리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선택한 보기를 관리, 관
리 해제 및 편집합니다.

CM의 인증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선택한 보기에 대한 변경
내용을 보고 인증합니다.

만들기 권한은 폴더에만 해당됩니다. 새 리소스를 만들면 만들기 권한이 있는 폴더에만 저장할 수 있
습니다.
다른 권한은 개별 리소스나 폴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폴더에 적용되면 선택한 폴더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폴더에 대한 보기 권한이 있으면 해당 폴더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수행 권한
다음 표에는 다양한 일반 수행 권한에 의해 허용되는 수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한

허용되는 수행

골드 마스터 아카이브

골드 마스터 보고서를 아카이브합니다.

검색 허용

CI 선택기의 검색 탭에서 CI를 검색합니다.

관련 CI 가져오기

관련 CI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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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허용되는 수행

영향 분석 실행

IT 유니버스 관리자에서 영향 분석을 실행합니다.

정의별로 쿼리 실행

모델링 스튜디오에서 보기를 미리 봅니다.

받는 사람 보기

받는 사람 관리자에서 받는 사람을 봅니다.

UI 스케줄러 작업 보기

스케줄러에서 스케줄러 작업을 봅니다.

SDK에 액세스

Java API를 실행합니다.

UI에 액세스

UCMDB UI에 액세스합니다.

UCMDB Browser에 액세스

UCMDB Browser UI에 액세스합니다.

인증 상태에 액세스

인증 상태의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레거시 API 실행

클라이언트 API를 실행합니다.

설정 관리

API를 사용하여 인프라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관리

사용자, 그룹, 역할,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사용자 및 그룹에 역할
을 할당합니다.

테넌트 할당 보기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에서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
을 봅니다.
참고: 이 권한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 다시 할당

테넌트 할당 대화 상자에서 리소스 또는 CI에 대한 테넌트 할당
을 변경합니다.
참고: 이 권한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CI 및 관계를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합니다.

CI 보기

CI를 봅니다.
참고: 이 권한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 내역 보기

CI 기록 내역을 봅니다.

원격 배포

로컬 UCMDB에 있는 패키지를 선택한 통합 포인트로 정의된 원
격 UCMDB 서버에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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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허용되는 수행

디스커버리 및 통합 실행

Universal Discovery 모듈에서 디스커버리를 실행하고 통합 스
튜디오에서 통합을 실행합니다.

클래스 모델 한정자

CI 유형 관리자에서 CI 유형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합니
다.

패키지 배포

패키지 관리자에서 패키지를 배포합니다.

자동화 설정

Configuration Manager에서 Operations Orchestration 흐름을
구성합니다(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만
해당).

자동화 실행

Configuration Manager에서 Operations Orchestration 흐름을
실행합니다(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만
해당).

자동화 정책

Configuration Manager에서 자동화 정책을 정의합니다(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만 해당).

정책 관리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에서 기준선, 토폴
로지 및 유사성 정책을 만들고 편집하고 삭제합니다.

기본 역할
다음은 여러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도록 UCMD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역할입니다.
l

l

l

DataConsumer. 리소스와 CI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 및 IT 유니버스 관리자와 보고서 모듈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Discovery and Integrations Admin. 모든 데이터 흐름 관리 모듈에 대한 전체 권한이 있습니다
(테넌트 할당 권한은 없음). 디스커버리 관련 흐름을 수행하고 원격 통합 포인트에 패키지를 배포
할 때 필요한 모든 수행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며, 프로브, 자격 증명, 어댑터 관리 등의 디스커버
리 관련 작업과 디스커버리 관련 보고서를 보는 데 필요한 권한도 포함됩니다.
SuperAdmin. 모든 모듈에 대해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다음 기본 역할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l

Viewer. 리소스와 CI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 및 엔리치먼트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모델링 모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테넌트 할당 권한은 없음).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min. 리소스와 CI에 대한 전체 권한 및 엔리치먼트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모델링 모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테넌트 할당 권한은 없음).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Universal CMDB Configuration Manager와 연결된 모든 권한도
포함됩니다.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다음 기본 역할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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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TenantViewer. 리소스와 CI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 및 엔리치먼트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모델링
모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며, 테넌트 할당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이 포함됩니다. 다중 테넌
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nantAdmin. 리소스와 CI에 대한 전체 권한 및 엔리치먼트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모델링 모듈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며, 테넌트 할당 권한도 포함됩니다.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
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 역할은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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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리소스 그룹 개요

188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

188

리소스 그룹 사용자 인터페이스

189

리소스 그룹 개요
리소스 그룹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할당하기 위해 정의하는 리소스 컬렉션입니다. 리소스 그룹 모듈
에서는 여러 유형의 특정 리소스를 선택하고 선택한 리소스 컬렉션을 리소스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역할 관리자에서 역할에 권한을 할당할 때,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으로 특정 수행과 함께 리
소스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리소스 컬렉션에서 다양한 여러 역할에 권한을 할당해
야 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리소스를 모두 포함하는 기본 리소스 그룹인 모든 리소스 그룹이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이 리
소스 그룹은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그룹 페이지(189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참고: 리소스 그룹 모듈은 관리자 액세스 권한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
다음 작업에서는 새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새 리소스 그룹 만들기
리소스 그룹 창에서 새 리소스 그룹
버튼을 클릭하여 새 리소스 그룹 대화 상자를 엽니다. 리
소스 그룹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 리소스 그룹 대화 상자(189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2.

리소스 선택
각 탭에서 리소스 그룹에 포함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그룹 페이지(18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선택한 유형의 리소스를 포함하여, 탭의 모든 리소스를 리소스 그
룹에 포함하려면 모든 리소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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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소스 그룹 저장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리소스 그룹 창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소스 그룹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새 리소스 그룹 대화 상자

189

리소스 그룹 페이지

189

새 리소스 그룹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는 새 리소스 그룹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리소스 그룹 창에서 새 리소스 그룹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련 작업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188페이지)"

참고 항목

"리소스 그룹 개요(188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설명

정의하는 리소스 그룹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리소스 그룹 이름

리소스 그룹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리소스 그룹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의 보안 모듈에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거나, 관리자 > 보안 > 리소
스 그룹을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리소스 그룹 창에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고 오른쪽 창의 리소스 탭에서 그
룹에 포함할 특정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관련 작업

"리소스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188페이지)"

참고 항목

"리소스 그룹 개요(18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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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그룹 창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새 리소스 그룹. 리소스 그룹을 만듭니다. 새 리소스 그룹 대화 상자를 엽니
다.
리소스 그룹 편집. 선택한 리소스 그룹의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삭제. 선택한 리소스 그룹을 제거합니다.
참고: 다중 항목을 선택하여 다중 리소스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리소스 그룹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저장.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리소스 그룹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리소스 그룹 목록>

기존 리소스 그룹의 이름을 포함합니다.

<검색 기능>

리소스 그룹 목록에서 구를 검색하려면 찾기 상자에 구를 입력합니다. 화살
표 버튼을 사용하여 검색된 다음 구와 이전 구를 이동합니다. 검색된 모든
구를 강조 표시하려면 모든 구 강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창
중요 정보

탭은 다양한 리소스를 나타냅니다. 다음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쿼리

l

보기

l

영향 분석

l

사용자 지정 보고서

l

UI 모듈

l

UCMDB Browser 위젯

각 탭에서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리소스 창에서 선택한 리
소스 창으로 리소스를 이동합니다. 개별 리소스 또는 리소스를 포함한 폴
더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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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모든 리소스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선택한 리소스 창으로 이동하려면 모든 리소
스를 선택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유형으로 이후에 만들어지는 리소
스도 선택한 리소스에 포함됩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

선택한 탭에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선택한 리소스

선택한 탭에서 선택된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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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내용:
소유권 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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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192

소유권 관리 개요
소유권 관리 모듈에서는 리소스 및 해당 사용자 소유자에 대한 디렉터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소유
자는 리소스가 만들어질 때 로그인된 사용자로 자동 정의됩니다. 리소스의 사용자 소유자는 변경할
수 없지만 리소스의 소유권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리소스는 사용자 소유자가 없는 상태
로 유지됩니다.
다중 테넌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리소스 소유권은 테넌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중 테넌트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 테넌트 개요(1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소유권 관리 모듈은 관리자 액세스 권한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소유권 관리 페이지

192

소유권 관리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리소스 소유권 데이터를 보고 리소스에 대한 소유권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의 보안 모듈에서 소유권 관리를 선택하거나, 관리자 > 보안 > 소유
권 관리를 선택합니다.

참고 항목

"소유권 관리 개요(192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선택한 항목 삭제. 선택한 리소스에서 소유권을 제거합니다. 다중 항목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데이터 새로 고침. 리소스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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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요소

설명
필터 지우기. 모든 필터에 입력한 텍스트를 지웁니다.

리소스 이름

표시된 리소스를 이름별로 필터링하려면 리소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리소스 유형

표시된 리소스를 유형별로 필터링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

표시된 리소스를 사용자 소유자별로 필터링하려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
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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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LDAP 매핑
이 장의 내용:
LDAP 매핑 개요

194

HP Universal CMDB 사용자 그룹과 LDAP 그룹 동기화

194

Active Directory용 LDAP를 구성하는 방법

196

LDAP 매핑 사용자 인터페이스

197

LDAP 매핑 개요
LDAP 서버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경우 LDAP 서버의 사용자 그룹을 HP Universal CMDB
의 사용자 그룹에 매핑해야 합니다.
탐색 모음의 보안 섹션에서 LDAP 매핑 모듈을 사용하여 HP Universal CMDB 그룹을 LDAP 그룹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LDAP 매핑 모듈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역할 관리자(17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DAP 그룹을 HP Universal CMDB 그룹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사용자 그룹과 LDAP 그룹 동기화(19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DAP 인증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및 Configuration Manager 강화 안내
서에서 LDAP 인증 사용과 관련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실제 상태와 인증 상태 모두에 대해 LDAP 매핑을 구성해야 합니다.

HP Universal CMDB 사용자 그룹과 LDAP 그룹 동기화
이 작업에서는 LDAP 사용자 그룹을 HP Universal CMDB 사용자 그룹과 동기화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1.

LDAP 동기화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인프라 설정 구성
LDAP 인증 동기화를 설정하려면 먼저 인프라 설정 관리자에서 설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 LDAP 일반 > LDAP 인증 사용 및 LDAP 일반 > 사용자 권한 동기화 사용에서 변경한
내용은 이후의 모든 웹 세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a. 관리자 > 관리 > 인프라 설정을 선택합니다.
b. LDAP 일반을 선택하고 LDAP 서버 URL 설정에서 LDAP 서버의 URL을 다음 형식으로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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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ldapHost>:<port>/<baseDN>??scope
c. LDAP 그룹 정의를 선택하고 그룹 기본 DN 설정에서 일반 그룹의 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d. LDAP 그룹 정의를 선택하고 루트 그룹 기본 DN 설정에서 루트 그룹의 고유 이름을 입력합
니다.
e. LDAP 일반을 선택하고 사용자 권한 동기화 사용 설정에서 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
주의: 이 단계에서 설명하는 LDAP 설정뿐 아니라 모든 LDAP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
습니다. 다른 LDAP 설정에서 제공되는 일부 기본값이 개별 사용자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 관리자 > 보안 > LDAP 매핑을 선택하고 LDAP 서버에 구성되어 있는 LDAP 그룹의 목록이
LDAP 저장소 창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LDAP 그룹 목록이 표시되지 않으면 LDAP 설정
을 확인하십시오.
인프라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프라 설정 관리자 개요(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JMX 콘솔을 사용하여 이러한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P
Universal CMDB 및 Configuration Manager 강화 안내서에서 "JMX 콘솔을 사용하여
LDAP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2.

그룹만들기HP Universal CMDB
HP Universal CMDB 사용자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에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만드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및 그룹(162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HP Universal CMDB그룹에 LDAP 그룹 매핑
LDAP 서버의 사용자 그룹을 HP Universal CMDB의 그룹에 매핑하여 그룹을 동기화하고,
LDAP 서버를 통해 HP Universal CMDB 그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
과 같습니다.
a. 관리자 > 보안 > LDAP 매핑을 선택합니다.
b. LDAP 저장소 창에서 원격 그룹을 선택합니다.
c.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그룹을 선택한 그룹 창으로 끌어서 놓는 방법으로 사용 가
능한 그룹 창에서 선택한 그룹 창으로 필요한 그룹을 이동합니다.
d. 저장

을 클릭합니다.

주의: 매핑을 정의할 때는 로그아웃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LDAP 그룹을 CMDB의 관리
그룹에 매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머지 그룹에 관리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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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아웃 및 로그인 HP Universal CMDB
a. LDAP 일반 > 원격 사용자 저장소 모드를 선택하고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b. HP Universal CMDB에서 로그아웃했다가 LDAP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다시
로그인합니다.

Active Directory용 LDAP를 구성하는 방법
이 작업에서는 LDAP를 Active Directory용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LDAP 로그인 및 사용자 권한 동기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인프라 설정에서 다음 매개 변수를
편집합니다.
참고: 다른 모든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LDAP 관련 값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LDAP 통합 설정

설명

검색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의 고유 이름

CN=AD Connector
CN=Users
DC=consult
DC=example
DC=com

사용자 권한 동기화
사용

true: LDAP 그룹과 HP Universal CMDB 사용자 그룹 매핑의 권한을 동기
화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LDAP 인증 사용이 true로 설정된 경우).

그룹 클래스 개체

group

그룹 기본 DN

CN=Users
DC=consult
DC=example
DC=com

그룹 구성원 특성

member

그룹 검색 필터

(|(objectclass=groupOfNames)
(objectclass=group)
(objectclass=groupOfUniqueNames)(objectclass=groupOfUrls)
(objectclass=access
Group)(objectclass=access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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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통합 설정

설명

LDAP 서버 URL

포트를 포함한 LDAP 서버의 URL입니다. 예: ldap://LDAPSERVER:389/
DC=consult,DC=example,
DC=com??sub

검색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의 비밀번호

*****

원격 사용자 저장소
모드

LDAP 인증을 사용합니다.

루트 그룹 기본 DN

동기화할 모든 사용자의 상위 LDAP 노드를 정의합니다.
동기화 사용자 목록 기본 DN에는 해당 DN의 모든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단, 사용자가 동기화 사용자 목록의 필터에 의해 제외되거나 사용자 DN이
보다 구체적인 동기화 사용자 목록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CN=Users
DC=consult
DC=example
DC=com

루트 그룹 필터

(|(objectclass=groupOfNames)
(objectclass=group)
(objectclass=groupOfUniqueNames)(objectclass=groupOfUrls)
(objectclass=access
Group)(objectclass=accessRole))

사용자 필터

동기화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데 사용할 LDAP
필터를 정의합니다.
(&(sAMAccountName=*)
(objectclass=user))

사용자 개체 클래스

user

UUID 특성(사용자
고유 ID 특성)

sAMAccountName

LDAP 매핑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UCMDB 그룹으로 LDAP 그룹 매핑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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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매핑 페이지

198

원격 그룹 사용자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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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DB 그룹으로 LDAP 그룹 매핑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는 HP Universal CMDB 사용자 그룹에 매핑된 모든 LDAP 사용자 그룹이 표시됩니
다.
액세스 방법

참고 항목

도구 모음에서 UCMDB 그룹으로 LDAP 그룹 매핑 표시
니다.

버튼을 클릭합

"LDAP 매핑 개요(194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LDAP 그룹

LDAP 사용자 그룹의 이름입니다.

UCMDB 그룹

해당하는 LDAP 그룹에 매핑된 HP Universal CMDB 사용자 역할입니다.

LDAP 매핑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는 HP Universal CMDB에 구성된 그룹을 LDAP 서버에 구성된 그룹에 매핑할 수 있습
니다.
액세스 방법
관련 작업

참고 항목

탐색 메뉴의 보안 모듈에서 LDAP 매핑을 선택하거나, 관리자 > 보안 >
LDAP 매핑을 선택합니다.
l

"Active Directory용 LDAP를 구성하는 방법(196페이지)"

l

"HP Universal CMDB 사용자 그룹과 LDAP 그룹 동기화(194페이지)"

"LDAP 매핑 개요(194페이지)"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매핑 저장. LDAP 매핑의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사용자 표시. 선택한 LDAP 그룹과 연결된 사용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원
격 그룹 사용자 대화 상자를 엽니다.
참고: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이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UCMDB 그룹으로 LDAP 그룹 매핑 표시. UCMDB 그룹에 매핑된 LDAP 그
룹이 표시됩니다.
모든 LDAP 그룹 표시 및 UCMDB 그룹에 매핑된 그룹만 표시 간을 전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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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저장소 창
UI 요소

설명

<LDAP 그룹 트리>

트리 형식으로 LDAP 서버에 구성된 LDAP 그룹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참고: 트리에서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그룹 이름의 입력을 시작합니
다.

LDAP 그룹에 대한 UCMDB 그룹: <그룹 이름> 창
HP Universal CMDB 그룹을 선택하여 선택한 LDAP 그룹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사용 가능한 그룹

사용 가능한 UCMDB 그룹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그룹

선택한 LDAP 그룹에 매핑하도록 선택한 UCMDB 그룹을 표시합니다.

원격 그룹 사용자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는 선택한 LDAP 그룹의 모든 사용자가 표시됩니다.
액세스 방법

도구 모음에서 사용자 표시

참고 항목

"LDAP 매핑 개요(194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로그인 이름

그룹에 속한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이름

그룹에 속한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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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테넌트 관리
이 장의 내용:
테넌트 관리 개요

200

테넌트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200

참고:
l

l

테넌트 관리 모듈은 다중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은 UCMDB를 설치/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테넌트 환경을 단일 테넌트 환경으로 다시 구성할 수 없습니다.

테넌트 관리 개요
테넌트 관리 모듈에서는 테넌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 테넌트를 추가하고 테넌트를 삭제하며 기
존 테넌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중 테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CMDB에 대한 사용자 권한(14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테넌트 관리 모듈은 관리자 액세스 권한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의 내용:
새 테넌트/테넌트 편집 대화 상자

200

테넌트 관리 페이지

201

새 테넌트/테넌트 편집 대화 상자
이 대화 상자에서 관리자는 테넌트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테넌트 탭에서 새 테넌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새 테넌트 대화 상자를 엽

니다. 테넌트 탭에서 테넌트 설명 편집
화 상자를 엽니다.
참고 항목

l

"다중 테넌트 개요(147페이지)"

l

"테넌트 관리 개요(20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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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내서
18장: 테넌트 관리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설명

정의하는 테넌트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테넌트 이름

테넌트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테넌트 관리 페이지
이 탭에서는 테넌트를 만들고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방법

탐색 메뉴의 보안 모듈에서 테넌트 관리를 선택하거나, 관리자 > 보안 > 테넌
트 관리를 선택합니다.

중요 정보

다중 서비스 공급자의 기본 테넌트는 테넌트 목록에서 굵게 표시됩니다.

관련 작업

"다중 테넌트 워크플로(155페이지)"

참고 항목

l

"다중 테넌트 개요(147페이지)"

l

"테넌트 관리 개요(200페이지)"

테넌트 창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블이 없는 요소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
니다.
UI 요소

설명
새 테넌트 추가. 테넌트를 만듭니다. 새 테넌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테넌트 설명 편집. 테넌트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선택한 항목 삭제. 선택한 테넌트를 제거합니다. 다중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표시된 데이터 새로 고침. 테넌트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테넌트를 나타냅니다.

<테넌트 목록>

기존의 각 테넌트에 대한 이름 및 탑재 날짜를 표시합니다.

<검색 기능>

테넌트 목록에서 구를 검색하려면 찾기 상자에 구를 입력합니다. 화살표 버
튼을 사용하여 검색된 다음 구와 이전 구를 이동합니다. 검색된 모든 구를 강
조 표시하려면 모든 구 강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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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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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기 메뉴
메뉴 옵션

설명

삭제

선택한 테넌트를 제거합니다.

편집

테넌트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세부 정보 창
아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UI 요소

설명

설명

선택한 테넌트의 설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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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보내주십시오!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전자 메일을 통해 문서 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제목 줄에 다음 정보가 포함된 전자 메일
창이 열립니다.
피드백: 관리 안내서(Universal CMDB10.10)
귀하의 피드백을 전자 메일에 추가하고 보내기를 클릭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위의 정보를 웹 메일 클라이언트의 새 메시지에 복사한
다음 SW-Doc@hp.com에 귀하의 피드백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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