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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개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공부를하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Percona 의 프로젝트들 중 PMM 을 알게되었습니다. 최근 

PMM 2 버전이 릴리즈 되면서 PostgreSQL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어 매력적으로 다가

왔고, MySQL 과 PostgreSQL 를 동시에 구성하는 방법을 테스트 해보면서 나온 결과물

을 공유하고자 이번 기술노트 주제로 PMM 을 선정하였습니다. 

 

2. PMM이란? 

Percona Monitoring and Management(PMM)는 MySQL, MongoDB, PostgreSQL 등 데이터베

이스의 성능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하기 위한 오픈 소스 플랫폼입니다. PMM 은 모니터링 

전용 서버를 따로 구축하여 보안과 안정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PMM 은 무료 오픈소스 

솔루션이며, MySQL, MongoDB, PostgreSQL, XtraDB Cluster, ProxySQL, Amazone RDS 

Mysql, Amazone Aurora등을 지원합니다.  

 

 

      * PMM 데시보드 예시 

 

3. 아키텍쳐 

PMM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Client-Server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할 모든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PMM Client가 설치되며, 전체 성능 Overview

를 위해 Server Metrics, System Metrics & Query Analytics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PMM Server는 수집된 데이터를 집계하여 웹 인터페이스에 표, 대시보드 및 그래프의 

형태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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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MM Client 

 

PMM Client 는 OS 및 Database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여 PMM Server 로 전송합니다. 

 

- PMM Client 구성 

이름 내용 

pmm-admin 
PMM Client 를 관리하는 Command Line 도구로서, 모니터링할 데이터베

이스 인스턴스를 추가 및 제거합니다. 

pmm-agent 

pmm-agent 는 최소 Command Line 인터페이스로,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수행하며, PMM Server 에 클라이언트 구성을 저장하고, Exporters 및 

Other Agents 들을 관리합니다. 

node_exporter 일반적인 시스템 지표를 수집하는 Prometheus exporter 입니다. 



 

- 5 – 

 

mysqld_exporter MySQL 서버 지표를 수집하는 Prometheus exporter 입니다. 

mongodb_exporter MongoDB 서버 지표를 수집하는 Prometheus exporter 입니다. 

postgres_exporter PostgreSQL 성능 지표를 수집하는 Prometheus exporter 입니다. 

proxyql_exporter ProxySQL 성능 지표를 수집하는 Prometheus exporter 입니다. 

PMM Client 에서 PMM Server 로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모든 Export 도구에서 

SSL/TLS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결 및 PMM 서버와의 통신은 HTTP 기본 인증에 의해 보

호됩니다. 

 

3.2. PMM Server 

 

PMM 서버는 중앙 모니터링 호스트가 될 시스템에서 실행 되며, 아래와 같은 환경에 어

플라이언스 형태로 배포됩니다. 

 

 컨테이너 실행에 사용할 수 있는 도커 이미지 

 VirtualBox 또는 다른 하이퍼바이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OVA(Open Virtual  Appliance) 

 Amazon Web Services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AMI(Amazon Machin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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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M Server 구성 

PMM Server는 Query Analytics와 Metrics Monitor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uery Analytics 

Query Analytics 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쿼리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름 내용 

QAN API 
PMM Client에서 실행되는 QAN 에이전트에서 수집한 쿼리 데이터를 저

장하고 액세스하기 위한 API 

QAN Web App 수집된 Query Analytics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Web App 

 

 Metrics Monitor 

MySQL, PostgreSQL 등의 인스턴스에 대한 중요지표의 과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내용 

Prometheus 
PMM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Exporter 에 연결하여 Exporter 가 수집

한 지표를 집계하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ClickHouse Query Analytics 기능을 용이하게 하는 열 지향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Grafana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로 Prometheus 가 집계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대시보드 및 그래프 작성기입니다. 

* Percona 대시보드(Dashboards)는 Percona 가 개발한 그라파나 대시보드 입니다.  

모든 도구들은 PMM Server 웹 인터페이스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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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stall Requirements 

다음은 MySQL, PostgreSQL 서버의 모니터링 요구조건 및 권장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4.1. MySQL 

PMM은 MariaDB, percona-server, amazon-rds등 MySQL로부터 파생된 DB들을 지원합니

다. PMM은 데이터 손실 및 성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DB버전, 종류에 맞는 권장파

라미터들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DB 버전 및 DB 종류에 따라 설정해야하는 파라미터

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들을 확인하고 적용하여 높은 오버헤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4.1.1. Parameters 

Query Data 들은 기본적으로 slow-query-log 또는 performance_schema 에서 수집합니다. 

Slow-query-log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보여주지만,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MySQL 5.6+, mariadb 10.0+ 버전은 slow-query-log 대신에 

Performance Schema 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schema

는 일반적으로 최근의 MySQL 버전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Performance-schema 나 

sampling할수 없는 과거 버전들은 slow query 로만 로깅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동적 파라미터를 적용하거나, My.cnf 파일을 

수정하여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방법  

- Syntax 

SET GLOBAL <var_name>=<var_value> 

 

 My.cnf 수정 - percona-server(or xtradb-cluster) 

- slow-query-log 설정 시 낮은 오버헤드로 정보를 제공하게 도와주는 파라미터입니다.  

<my.cnf> 

log_output=file 

slow_query_log=ON 

long_query_time=0                # 0초이상 수행 쿼리들을 Slow Query Log 에 기록 

log_slow_rate_limit=100          # 초당 100개 Query 를 캡쳐하여 Slow Query Log 에 기록 

log_slow_rate_type=query 

log_slow_verbosity=full          # log_slow_verbosity 변수의 모든 옵션 사용 

log_slow_admin_statements=ON     # DDL 쿼리를 Slow Query Log 에 기록 

log_slow_slave_statements=ON     # Slave에서 수행된 SQL 을 Slow Query Log 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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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_query_log_always_write_time=1    # Slow Query Log 파일을 질의하는 실행 시간 

slow_query_log_use_global_control=all # 전역으로 적용 

innodb_monitor_enable=all 

userstat=1                            # 통계 활성화 

 

 My.cnf 수정 - MySQL 5.6 이상 혹은 mariadb 10.0 이상인 경우 

- slow query log 대신에 performance_schema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y.cnf> 

innodb_monitor_enable=all 

performance_schema=ON 

 

 My.cnf 수정 - MySQL 5.5 혹은 mariadb 5.5 인 경우 

- slow query 로깅 과부하를 피하는 파라미터 

<my.cnf> 

log_output=file 

slow_query_log=ON 

long_query_time=0 

log_slow_admin_statements=ON 

log_slow_slave_statements=ON 

 

4.1.2. User 

모니터링에 MySQL 인스턴스를 추가할 때 MySQL 서버 Superuser 계정 인증 정보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유저 계정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데

이터 수집에 필요한 권한만 가진 모니터링 전용 유저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권한 리스트 

GRANT SELECT, PROCESS, SUPER, REPLICATION CLIENT,  

RELOAD ON *.* TO 'pmm'@' localhost' IDENTIFIED BY 'pass' WITH MAX_USER_CONNECTIONS 10; 

GRANT SELECT, UPDATE, DELETE, DROP ON performance_schema.* TO 'pmm'@'localhost'; 

 

 

4.2. PostgreSQL  

PMM은 postgresql.org EOL(End Of Life) 정책을 준수하여 PostgreSQL 9.4 버전 이상 

지원합니다. 이전 버전들은 동작할 수 있겠지만 공식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4.2.1. Parameters 

읽기 및 쓰기 시간 통계 캡처를 위한 파라미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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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으로 적용할 경우 

ALTER SYSTEM SET track_io_timing=ON; # 데이터베이스 I/O 호출 타이밍을 활성화합니다 

SELECT pg_reload_conf(); 

 

 파라미터파일을 수정할 경우 

$PGDATA/postgresql.conf 

track_io_timing = on 

 

쿼리 모니터링을 위한 extension 추가 및 파라미터 설정 

 Debian-base system 경우 postgresql-contrib 설치 

sudo apt-get install postgresql[버전]-contrib 

 

 Non Debian-base system 경우 postgresql-contrib 설치 

sudo yum install postgresql[버전]-contrib 

 

 Postgresql.conf 수정 

shared_preload_libraries = 'pg_stat_statements' 

track_activity_query_size = 2048 

pg_stat_statements.track = all 

* 파라미터 수정 후 재기동 필요 

 

 Extension 설치 

CREATE EXTENSION pg_stat_statements SCHEMA public; 

 

4.2.2. User 

최소한의 복잡성으로 최대 데이터양을 수집하기위해서 SUPERUSER 레벨로의 접근을 권고하며, 

별도의 모니터링 전용 유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on-RDS  

CREATE USER pmm_user WITH SUPERUSER ENCRYPTED PASSWORD 'secret'; 

 

 RDS 

CREATE USER pmm_user WITH rds_superuser ENCRYPTED PASSWORD 'secret'; 

 



 

- 10 – 

 

5. PMM 구성 

PMM Server 의 Docker 이미지는 percona/pmm-server 공용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Pmm-

Server에서는 Docker 1.12.6 이상의 도커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Data Retention 1 Week로 설정되어있는 경우에 Pmm-Server 는 

각 데이터베이스 노드에 약 1GB 용량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최소 

메모리는 2GB가 요구되지만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최대 20개 노드를 구성 

할 경우에는 16GB 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및 라우팅 규칙이 설

정되어 도커 컨테이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기본 Metric 모니터의 보존 기간

은 30 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만약, 용량 이슈와 직면하게 된다면, 프로메테우스 데이

터베이스의 테이블 통계를 비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1. PMM Server 

5.1.1. 도커 설치 

도커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CE(Community Edition) 버전을 설치합니다. Docker는 리

눅스 배포판의 종류 및 버전을 자동으로 판단하여 설치해주는 스크립트를 제공하기 때

문에 손쉬운 설치가 가능합니다. 

 

*kakao mirror 사이트 활용하여 yum으로 설치하였습니다. 

[root@pmm-server ~]# wget -qO- https://get.docker.com/ | sh 

# Executing docker install script, commit: f45d7c11389849ff46a6b4d94e0dd1ffebca32c1 

+ sh -c 'yum install -y -q yum-utils' 

+ sh -c 'yum-config-manager --add-repo https://download.docker.com/linux/centos/docker-ce.repo' 

… 중략 … 

 Userid     : "Docker Release (CE rpm) <docker@docker.com>" 

 Fingerprint: 060a 61c5 1b55 8a7f 742b 77aa c52f eb6b 621e 9f35 

 From       : https://download.docker.com/linux/centos/gpg 

setsebool:  SELinux is disabled. 

If you would like to use Docker as a non-root user, you should now consider 

adding your user to the "docker" group with something like: 

  sudo usermod -aG docker your-user 

Remember that you will have to log out and back in for this to take effect! 

WARNING: Adding a user to the "docker" group will grant the ability to run containers 

which can be used to obtain root privileges on the docker host. 

Refer to https://docs.docker.com/engine/security/security/#docker-daemon- attack-surface 

for more information. 

https://docs.docker.com/engine/security/security/#docker-da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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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도커 실행 

[root@pmm-server ~]# systemctl status docker 

● docker.service - Docker Application Container Engine 

   Loaded: loaded (/usr/lib/systemd/system/docker.service; disabled; vendor preset: 

disabled) 

   Active: inactive (dead) 

     Docs: https://docs.docker.com 

[root@pmm-server ~]# systemctl enable docker 

Created symlink from /etc/systemd/system/multi-user.target.wants/docker.service to 

/usr/lib/systemd/system/docker.service. 

[root@pmm-server ~]# systemctl enable docker 

[root@pmm-server ~]# systemctl start docker 

[root@pmm-server ~]# systemctl status docker 

● docker.service - Docker Application Container Engine 

   Loaded: loaded (/usr/lib/systemd/system/docker.service; enabled; vendor preset: 

disabled) 

   Active: active (running) since 월 2019-12-09 15:21:32 KST; 3s ago 

     Docs: https://docs.docker.com 

 Main PID: 17628 (dockerd) 

    Tasks: 12 

   Memory: 39.4M 

   CGroup: /system.slice/docker.service 

           └─17628 /usr/bin/dockerd -H fd:// --

containerd=/run/containerd/containerd.sock 

 

5.1.3. 이미지 당겨오기 

Dockerhub 사이트에서 pmm-server 2버전의 이미지를 다운받습니다. 

[root@pmm-server ~]# docker pull percona/pmm-server:2 

2: Pulling from percona/pmm-server 

 

d8d02d457314: Pull complete  

6ac17659beb1: Pull complete  

Digest: sha256:8d9ea816f686bd9bd5af0c6a499f28b9e68bcc891a5a44c796aef679b286774f 

Status: Downloaded newer image for percona/pmm-server:2 

docker.io/percona/pmm-server:2 

 

당겨온 이미지는 /var/lib/docker/overlay2 경로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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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이미지 확인 

[root@pmm-server overlay2]# docker images 

REPOSITORY           TAG                 IMAGE ID            CREATED             SIZE 

percona/pmm-server   2                   39bd699e7113        40 hours ago        1.49GB 

 

5.1.5. 도커 컨테이너 생성 

[root@pmm-server ~]# docker create \ 

-v /srv \ 

--name pmm-data \ 

percona/pmm-server:2 /bin/true 

8a0a0047a5a2b93e95033fe25f1af3b153cb40f3374a2ca8bf2f1c52de67e2aa 

 

도커 컨테이너는 /var/lib/docker/containers 경로에 생성됩니다. 

 

5.1.6. 도커 실행 및 포트 설정 

[root@pmm-server ~]# docker run -d \ 

-p 80:80 \ 

-p 443:443 \ 

--volumes-from pmm-data \ 

--name pmm-server \ 

--restart always \ 

percona/pmm-server:2 

22f056d4f6c445ba0e996adc6ba29f9c5836c3df85e50daa15ea4d19edd3d9f7 

 

5.1.7. 도커 상태 확인 

[root@pmm-server ~]# docker ps 

CONTAINER ID        IMAGE                  COMMAND                CREATED             

STATUS              PORTS                                      NAMES 

22f056d4f6c4        percona/pmm-server:2   "/opt/entrypoint.sh"   14 seconds ago      Up 

13 seconds       0.0.0.0:80->80/tcp, 0.0.0.0:443->443/tcp   pmm-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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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URL 확인 

접속 URL : http://pmm-server-ip:80 

 

 

초기 패스워드는 admin/admin 입니다. 비밀번호는 추후에도 변경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pmm-server 에 대한 OS 지표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5.2. PMM Client  

Pmm-Client 는 pmm 공식사이트에서 RPM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거나, yum

을 사용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Client 다운로드 URL : https://www.percona.com/downloads/pmm2/ 

 

5.2.1. Pmm-Client install 

 - Yum 을 이용한 pmm-client 설치 

1.percona repository 설정 

[root@mysql MySQL]# yum -y install https://repo.percona.com/yum/percona-release-latest.noarch.rpm 

 

2.pmm-client 설치 

https://www.percona.com/downloads/pmm2/
https://repo.percona.com/yum/percona-release-latest.noarch.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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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mysql MySQL]# yum install -y pmm2-client 

 

5.2.2. Pmm-Agent 기동상태 확인 

[root@pmm-client ~]# systemctl status pmm-agent 

● pmm-agent.service - pmm-agent 

   Loaded: loaded (/usr/lib/systemd/system/pmm-agent.service; enabled; vendor preset: 

disabled) 

   Active: active (running) since 월 2019-12-09 17:27:26 KST; 15h ago 

 Main PID: 15916 (pmm-agent) 

   CGroup: /system.slice/pmm-agent.service 

           └─15916 /usr/sbin/pmm-agent --config-

file=/usr/local/percona/pmm2/config/pmm-agent.yaml 

 

5.2.3. Pmm-Server 노드 등록 

1.7 버전에서 사용하던 -server-address 옵션이 사라지고 URL옵션이 추가되었으며, 

pmm-server 의 URL 를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명령을 수행

하게 되면 최초 pmm-server 에 접속을 시도하며, pmm-server 가 running 인 상태임을 확

인하게 되고 client 를 설치한 서버/usr/local/percona/pmm2/config/pmm-agent.yaml  파

일에 pmm-server 접속정보가 update 됩니다. 동시에 pmm-server 에도 client 노드정보

를 등록합니다. 

 

[root@mysql MySQL]# pmm-admin config --server-insecure-tls --server-

url=https://admin:admin@172.40.40.193:443 

Checking local pmm-agent status... 

pmm-agent is running. 

Registering pmm-agent on PMM Server... 

Registered. 

Configuration file /usr/local/percona/pmm2/config/pmm-agent.yaml updated. 

Reloading pmm-agent configuration... 

Configuration reloaded. 

Checking local pmm-agent status... 

pmm-agent is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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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Pmm-Server 모니터링 확인 

 

접속 URL : http://pmm-server-ip:80 

 

Pmm-client 를 설치하고 위 URL로 접속합니다.  

최상단 메뉴에서 OS > Node Overview 를 선택하고, 설치한 Target 서버의 Node Name 을 

선택하게 되면, Target 서버의 OS의 지표들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아직 

Instance 등록하기 전이기 때문에 DB 관련 지표들은 N/A로 표시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CPU, Memory, Disk, Network의 전반적인 Overview를 보여줍니다. 

 

 

5.2.5. Mysql Instance 등록 

※ 5.2.1~5.2.3절의 PMM Client Install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전용 유저 생성 

mysql> CREATE USER 'pmm'@'localhost' identified by 'password'; 

Query OK, 0 rows affected (0.00 sec) 

mysql> GRANT SELECT, PROCESS, SUPER, REPLICATION CLIENT, RELOAD ON *.* TO 

'pmm'@'localhost' IDENTIFIED BY 'password' WITH MAX_USER_CONNECTIONS 10;  

Query OK, 0 rows affected (0.00 sec) 

mysql> GRANT SELECT, UPDATE, DELETE, DROP ON performance_schema.* TO 'pmm'@'localhost'; 

Query OK, 0 rows affected (0.00 sec) 

 

 권고 파라미터 설정(MySQL 5.6) 

<my.cnf> 

innodb_monitor_enable=all 

performance_schem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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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재기동 필요> 

 

 Agent Instance 등록 

[root@mysql MySQL]# pmm-admin add mysql --query-source=slowlog --username=pmm mysql56 --

password=password 127.0.0.1:3306 

MySQL Service added. 

Service ID  : /service_id/c0e8a922-d97d-46eb-9f19-9ed5e559787d 

Service name: mysql56 

 

※query-source=slowlog 옵션을 사용하면 slow-query 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등록 확인 

[root@mysql ~]# pmm-admin list 

Service type  Service name         Address and port  Service ID 

MySQL         mysql56              127.0.0.1:3306    /service_id/1924b15a-8372-47c4-9b5e-85d17305b6b8 

 

Agent type                  Status     Agent ID                                        Service ID 

pmm-agent                   connected  /agent_id/72cef99b-1e0a-4f05-b0cd-c8904dfff964   

node_exporter               running    /agent_id/046a7350-6ed9-408b-8a5d-1876a73696b9   

mysqld_exporter             running    /agent_id/ec62fe5f-db90-4e98-b7f1-e009dab8f276  /service_id/1924b15a-

8372-47c4-9b5e-85d17305b6b8 

qan-mysql-slowlog-agent     running    /agent_id/59b0355f-264c-4cf4-b4f4-61b05061f1f1  /service_id/1924b15a-

8372-47c4-9b5e-85d17305b6b8 

 

 

 모니터링 확인 

오른쪽 최상단의 MySQL > MySQL Instance Overview 를 선택하고, 설치한 MySQL 서버의 

Service Name 을 선택하게 되면, MySQL 서버의 전반적인 DB의 지표들에 대하여 모니터링

이 가능 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Connection, DB I/O, Temp Object , Sort, Lock 등 전

반적인 Overview 를 보여주며, 좀 더 보고싶은 항목에 대해서는 클릭하고 explore 를 선

택하면,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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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PostgreSQL Instance 등록 

※ 5.2.1~5.2.3절의 PMM Client Install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tention 패키지 설치 

pg_stat_statements 설정을 위한 contrib 설치입니다. 

[root@postgresql96 yum.repos.d]# yum install -y postgresql96-contrib.x86_64 

 

 Pg_stat_statments extention 생성 

postgres> CREATE EXTENSION pg_stat_statements SCHEMA public; 

CREATE EXTENSION 

 

postgres=# \dx 

                                     List of installed extensions 

        Name        | Version |   Schema   |                        Description                         

--------------------+---------+------------+----------------------------------------------------------- 

 pg_stat_statements | 1.4     | public     | track execution statistics of all SQL statements executed 

 plpgsql            | 1.0     | pg_catalog | PL/pgSQL procedural language 

(2 rows) 

 

 권고 파라미터 설정 

$ vi postgresql.conf 

shared_preload_libraries = 'pg_stat_statements' 

track_activity_query_size = 2048 

pg_stat_statements.track = all 

track_io_timing = on 

 

<PostgreSQL 재기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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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 Instance 등록 

[goodus@pmm-client ~]$ pmm-admin add postgresql --username=postgres --password=postgres 

postgres 172.40.40.194:5432 --query-source=pgstatements 

PostgreSQL Service added. 

Service ID  : /service_id/2d12c2a4-1ff0-4609-9d53-f68325f27438 

Service name: postgres 

 

 등록 확인 

[root@postgresql96 yum.repos.d]# pmm-admin list 

Service type  Service name         Address and port  Service ID 

PostgreSQL    postgres             172.40.40.194:5432 /service_id/2d12c2a4-1ff0-4609-9d53-f68325f27438 

Agent type                  Status     Agent ID                                        Service ID 

pmm-agent                   connected  /agent_id/39cd843c-cd4a-4333-b003-74496d5cbe05   

node_exporter               running    /agent_id/3f7a95ea-0fb4-4c19-ab5c-703e76d4d3ef   

postgres_exporter           running    /agent_id/67bbd1df-d456-40b2-96b6-47a5ec7bc986  /service_id/2d12c2a4-

1ff0-4609-9d53-f68325f27438 

qan-postgresql-pgstatements-agent running    /agent_id/28835ca3-f595-42bb-bc1b-18bf75833149  

/service_id/2d12c2a4-1ff0-4609-9d53-f68325f27438 

 

 모니터링 확인 

오른쪽 최상단의 PostgreSQL > PostgreSQL Instance Overview를 선택하고, 설치한 

PostgreSQL 서버의 Service Name을 선택하게 되면 PostgreSQL 서버의 전반적인 DB의 지

표들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 합니다. Connection, Autovacuum, Transactions, Temp 

등 전반적인 Overview를 보여주며, 좀 더 보고싶은 항목에 대해서는 클릭하고 explore

를 선택하면,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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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MM Q&A 

6.1. 데이터 보존 기간 설정 

기본적으로 Prometheus와 QAN는 모두 30 일동안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사용 가

능한 디스크 공간과 요구 사항에 따라 보존시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Pmm 컨테이너 생성하고 실행할 때 –e 옵션을 설정하여 보존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30일은 720h 이며 , 8 일로 수정 할 경우 설정해야 할 값은 192h 

입니다. 이미 기존에 컨테이너 생성 후 운영중이라면, 컨테이너 삭제 후 동일한 이름

으로 –e 옵션을 추가하여 재생성하면 됩니다. 

 

 컨테이너 기동 시 –e 옵션 부여 

docker run -d \ 

-p 80:80 \ 

-p 443:443 \ 

--volumes-from pmm-data \ 

--name pmm-server \ 

--restart always \ 

-e DATA_RETENTION=192h \ 

percona/pmm-server:2 

 

6.2. 인스턴스 이름 변경 여부 

Instance rename 하려면 pmm-admin 명령어를 통하여 remove 후 add 해야합니다. 

지표들은 Instance 이름과 연결되기 때문에 Instance 이름을 다르게 생성한다면, 과거 

데이터는 다른 Instance 로 간주됩니다. Instance 이름을 동일하게 생성한다면 grafana

에서는 과거에 수집한 데이터도 같은 이름으로 간주하여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mm-admin remove 를 통한 삭제 맟 추가 

 - Syntax 

pmm-admin remove [OPTIONS] [SERVICE-TYPE] [SERVICE-NAME] 

 

 - Instance Remove 

pmm-admin remove mysql mysql56 

 - Instance Add 

pmm-admin add mysql --query-source=slowlog --username=pmm mysql56_new  

--password=password 127.0.0.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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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커 백업 

Pmm-data container 의 백업본이 있으면 docker container 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기

존 PMM container 의 이름을 변경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새로운 pmm-data 

container를 생성한 후 마지막으로 백업된 정보를 Pmm-data container 로 복사합니다. 

 

 pmm-server container 중지 

$ docker stop pmm-server 

 

 pmm-server 에서 pmm-server-backup 이름으로 변경 

$ docker rename pmm-server pmm-server-backup 

 

 pmm-data 에서 pmm-data-backup 이름으로 변경 

$ docker rename pmm-data pmm-data-backup 

 

 pmm-data 이름의 container 새로 생성 

docker create \  

-v /srv \ 

--name pmm-data \  

percona/pmm-server:2 /bin/true 

 

6.4. PMM 로그 저장 

PMM은 Percona Support와 검사 및 공유할 수 있는 일련의 진단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URL에 https://[PMM_SERVER_IP]/logs.zip 형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PMM-

Server의 로그를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모니터링 대상 서버에서도 pmm-admin 

summary 명령어를 사용하여  pmm-client 에서 수집된 로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Pmm-Server Side 

https://172.40.40.193/logs.zip 수행 

https://[PMM_SERVER_IP]/logs.zip
https://172.40.40.193/logs.zip


 

- 21 – 

 

 

 

 Pmm-Client Side 

 - PostgreSQL 

[root@postgresql96 ~]# pmm-admin summary 

summary_postgresql96_2019_12_27_22_26_36.zip created. 

 

[root@postgresql96 ~]# ls -al summary_postgresql96_2019_12_27_22_26_36.zip 

-rw-r--r--. 1 root root 135786 Dec 27 22:26 summary_postgresql96_2019_12_27_22_26_36.zip 

 

 - MySQL 

[mysql@mysql ~]$ pmm-admin summary 

summary_mysql_2019_12_27_22_27_00.zip created. 

 

[mysql@mysql ~]$ ls -al summary_mysql_2019_12_27_22_27_00.zip  

-rw-rw-r-- 1 mysql mysql 136397 12 월 27 22:27 summary_mysql_2019_12_27_22_27_00.zip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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