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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deem AWS Promotional Credit(if you have one) 

(1) go to redeem page : https://aws.amazon.com/awscredits/  

 

(2) ‘Redeem Credit’ Button Click 

 - input Promotion Code to text field in below screen 

 - ‘Use’ Button Click. It shows credit information added. 

 

 

https://aws.amazon.com/awscredits/


2. MFM on AWS설치하기 

(1) Browse to amazon aws marketplace : 

https://aws.amazon.com/marketplace 

 

(2) Search MFM 

 

(3) select appropriate MFM product which fits the licence model (the number of monitoring target 

databases) 

https://aws.amazon.com/marketplace


 

 

(4) Delivery Methods를 선택한다 

 - Single AMI와 CloudFormation을 사용하는 MaxGauge for MySQL&RDS Standard Edition(Entry) 

2개 중 MaxGauge for MySQL&RDS Standard Edition(Entry)를 선택한다. 

 - Continue 버튼을 클릭한다 

 

(5) Accept Software Terms버튼을 클릭한다. 



 

 

(6) 아래 화면이 나오면 Return to Product Page 버튼을 클릭한다. 

 

 

 

 

 



(7) 하단의 Launch with CloudFormation Console 버튼을 클릭한다. 

 



(8) 기본 선택을 유지하고 Next를 클릭 

 

(9) 상세 설정화면에서 다음의 설정을 입력한다. 

- KeyName : 기존에 만들어 둔 ec2 ssh 액세스 용 keypair를 선택 

- SSHLocation : ec2서버 SSH로그인을 모든 곳에서 가능하게 하려면, 0.0.0.0/0 을 입력 

- SubnetId : 기본생성된 것 선택 

- VpcId : 기본생성된 것 선택 

- WebCIDRBlock : 0.0.0.0/0 (MFM접속을 모든 곳에서 하려면 그대로 유지) 



 

 

(10) 옵션 선택화면은 기본설정으로 두고 Next 

 

(11) 최종 선택사항을 확인하고 Create 버튼 클릭 



 

(12) 생성화면에서 MFM on AWS생성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완료되면 CREATE_COMPLETE로 상태가 바뀐다. 

 

(13) Stack Name 링크를 클릭하면 생성된 상세 내역이 나온다. 

- Resources를 클릭하여 세부 내역을 표시한다. 

- 하기 화면의 파랜색으로 표시된 MaxgaugeServer의 Pysical ID를 클릭한다. 



  

 

(14) 생성된 MFM EC2서버가 표시된다. 

 

(15) Public IP주소를 이용하여 MFM서버에 접근 

http://xxx.xxx.xxx.xxx:8170 

ID: Administrator 

Password : EC2서버의 instance id값 



(16) MFM관리화면이 표시되며, Server설정 Tree를 선택하여 모니터링 대상 DB를 등록한다. 

- Add버튼을 클릭하여 서버를 추가한다. 

 

- 입력값은 아래와 같다. 

[mysql DB 모니터링 정보] 

- IP : 

- port : 

- select 권한이 있는 db user id/password : 

- Service Type : RDS or EC2 : 

- rds는 security group inbound설정 : 모든 소스IP에서 db접근 가능하여야 함 

 

[클라우드 watch를 위한 aws IAM user 생성 및 정보 제공 필요] 

- instance name : RDS의 경우, TARGET DB의 RDS인스턴스명  

EC2의 경우, TARGET DB가 설치된 EC2의 인스턴스 ID 

- AWS Region : 

- aws IAM user access key, secret key, 

- aws user 권한은 다음 권한 부여 필요 



   . CloudWatchFullAccess 

   . CloudWatchLogsFullAccess 

. mysql이 RDS인 경우 : AmazonRDSReadOnlyAccess / mysql이 EC2인 경우 : 

AmazonEC2ReadOnlyAccess 

(17) 설정정보 Save 및 Test Connectin버튼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연결확인 

(18) 연결이 정상적이면 MFM EC2서버에 SSH로그인을 하여 서비스 재기동 

- 2개의 Shell을 실행시킨다 

 # /home/ec2-user/maxgauge/bin/all.stop.sh 

 # /home/ec2-user/maxgauge/bin/all.start.sh 

 

(19) MFM on AWS에 로그인하여 모니터링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