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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니터링 동작 프로세스 개요 

Search A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손쉬운 회원가입(www.searcha.kr) 및 등록으로  

웹, 서버, 네트워크에 대해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입형 모니터링 서비스입

니다. 

 

II. 사전 준비사항 

1. 방화벽 허용정책 설정하기 

방화벽 또는 Windows/Linux의 자체 OS 방화벽을 운영중인 사용자의 경우, 사전에 모니터링 서버

에 대한 허용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1) 방화벽에서 허용정책 설정하기 

 

• 발신지(출발지): 222.122.42.157 

• 수신지(목적지): 모니터링 대상서버 

• 서비스: ICMP(ANY), SNMP(UDP 161) 

 

2) Windows에서 방화벽 허용정책 설정하기 

『제어판 > 관리도구 > 고급보안이 포함된 Windows 방화벽』을 클릭하여 허용정책을 생성합니다. 

• 발신지(출발지): 222.122.42.157 

• 수신지(목적지): 모니터링 대상서버 

• 서비스: ICMP(ANY), SNMP(UD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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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nux에서 방화벽(iptable) 허용정책 설정하기 

Linux 서버의 iptable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 SNMP 포트의 접근허용정책을 설정합니

다. 

# iptables -I INPUT -p udp -m udp --dport 161 -j ACCEPT 
# iptables -I INPUT -p udp -m udp --dport 162 -j ACCEPT 
# iptables-save > /etc/sysconfig/iptables 



 

5 

2. SNMP 설치하기 

1) Windows에서 SNMP 설치하기 

『제어판 > 관리도구 > 서버관리자』에서 기능 추가를 통해 SNMP 서비스를 설치합니다. 

 

 

2) Linux에서 SNMP 설치하기 

아래 설치 명령어를 통해 SNMP를 설치합니다. 

yum install net-snmp -y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HmKiPzLvRAhXBT7wKHXRPB0sQjRwIBw&url=http://www.koreaidc.com/12_monitor/pop_monitor_1.html&psig=AFQjCNGM1KZeMaM-BlFsv_Mnh9LffixRRQ&ust=14842756764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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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MP 설정하기 

1) Windows에서 SNMP 설정하기 

『제어판 > 관리도구 > 서비스 > SNMP Service > 속성 > 보안』 탭에서 읽기전용 선택 후,  

아래와 같이 임의의 커뮤니티 이름 및 호스트(222.122.42.157)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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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nux에서 SNMP 설정하기 

net-snmp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snmpd.conf 파일의 편집을 통해 허용정책을 설정합니다. 

/etc/snmp/snmpd.conf 

 

snmpd.conf 파일을 편집하여 SNMP 커뮤니티 이름, 서버 IP, SNMP 버전 등을 추가합니다. 

 

SNMP 시작, 중지 및 재시작 명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etc/rc.d/init.d/snmpd start    (시작) 

/etc/rc.d/init.d/snmpd stop    (중지) 

/etc/rc.d/init.d/snmpd restart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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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니터링 등록하기 

1. 웹모니터링(웹페이지) 등록하기 

Search A 로그인 > 모니터링 설정 > 웹모니터링(웹페이지) > 등록 

 

2. 웹모니터링(도메인) 등록하기 

Search A 로그인 > 모니터링 설정 > 웹모니터링(도메인)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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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버 모니터링 등록하기 

Search A 로그인 > 모니터링 설정 > 서버 모니터링 > 등록 

 

4.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록하기 

Search A 로그인 > 모니터링 설정 > 네트워크 모니터링 > 등록 

 

 

모든 설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되며, 알람수신 설정을 통해 이

메일, SMS 및 일일보고서가 발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