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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기술 노트에서는 Transaction Analyzer가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를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Transaction Analyzer 1.95 이상●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트랜잭션 분석기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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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Analyzer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보고서를 실행하여 Transaction Analyzer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음 단
계를 완료하십시오.

보고서 서버(일반적으로 http://<report_server>/reports에 있음)로 이동합니다.1.
Home(홈) > Tidal Transaction Analyzer <report_server> > Tidal Transaction Analyzer
Status(Tidal Transaction Analyzer 상태)에서 찾은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2.

보고서를 실행하면 마지막 날 한 SAP 서버에 대해 처리된 레코드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3.

방법 2

또 다른 확인 방법은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검토하는 것입니다.다음 단계 완료

Transaction Analyzer 서버에서 레지스트리 편집기(regedit.exe)를 엽니다.1.
일반적으로 HKEY_LOCAL_MACHINE > SOFTWARE > Wow6432Node > Tidal Software >
Tidal Transaction Analyzer > SAP for a 64 bit machine에서 특정 SAP 서버의 레지스트리 키
로 이동합니다.참고: 시스템이 32비트이면 레지스트리 경로가 Wow6432Node 구성 요소를 뺀
값과 같습니다.

2.

이 키 안에는 많은 GUID가 표시됩니다.추적하려는 서버의 SystemId 키에 있는 각 키를 확인
합니다.LastAuditPollTime 키에도 날짜가 표시됩니다.

3.

레지스트리 새로 고침(F5 누르기)이 자주 발생하고 LastAuditPollTime은 계속해서 시간 앞으
로 증가합니다.

4.

시스템이 레코드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TEO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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