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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lus 4.0 개요
• 내부구조

• Batch 작업의 Scheduling을 제공하는 Batch Scheduler 솔루션으로, 관리 툴을 통해 Batch Scheduling 정보를 관리하고
Scheduling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Batch 수행 기능을 제공
• 는 Java 기반의 Daemon 으로 동작하므로 별도의 미들웨어 없이 플랫폼 독립적인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Batch 수행은 Multi
Thread 방식으로 수행 하므로 동시에 여러 Batch 를 동시 수행
• 관리 툴을 제공하여 Batch 정보 등록 및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Batch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Batch 수행 제어, 수행 결과에 대한
Reporting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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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lus 4.0 개요
• 관리콘솔

BatchPlus는 이클립스 플러그인 기반의 관리 콘솔 UI를 제공한다. 관리 콘솔을 통해 Schedule 및 Job을 등록, 관리 하며 모니터링 화면
을 통해 Schedule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Schedule을 중지, 재 수행, 즉시 수행 등의 액션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관리콘솔
에는 간단한 Reporting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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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lus 4.0 개요
• Job의 의미

• Job은 하나의 배치 프로그램
BatchPlus에서는 Batch 프로그램을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Batch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Shell(window의 CMD)을 수행시킨다.
BatchPlus는 Job에 대한 성공/실패 여부를 Process Return 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Caller로 리턴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는 Shell
을 호출함으로써 Batch 프로그램을 기동시킨다
Job에 포함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batch 수행 Shell 경로
• batch 수행 클래스명(Java batch일 경우) 또는 Shell의 입력 argument명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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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lus 4.0 개요
• Job의 의미

Batch 서버
BatchPlus
/batch/sh/run.sh com.tys.JavaBatch param1 param2

shell

Job

java -cp … $1 $2 $3
Return 0(성공) or 1(실패)

JavaBatch

Return 0(성공) or 1(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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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lus 4.0 개요
• Schedule 의 의미

• Schedule은 Job들의 수행 순서 및 수행 시간 정보를 모은 배치 수행 단위.
•
•
•
•
•
•
•
•

수행되어야 할 Job들
Job의 수행 순서
등록된 개별 Job들이 필요한 입력 파라미터 값
수행 일시(Optional)
수행 요일(Optional)
수행 시간
수행 조건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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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lus 기능
1. 배치 스케쥴링
: 월, 일 , 시간, 분을 등록하여 해당 시간에 배치 job을 수행
: 요일(월~일) , 시간, 분을 등록하여 해당 시간에 배치 job을 수행

2. 자동 스케쥴링
: 특정 시간(Order Time)에 금일 수행되어야 될 모든 스케쥴 정보를 서버로 로딩하여 수행 시간이 되면 배치 job을 수행

3. 스케쥴 수동 수행
: 바로 수행시키고자 하는 스케쥴링 된 JOB을 사용자가 직접 구동시킬수 있음.

4. job 스킵 기능
job1->job2->job3 으로 등록된 스케쥴이 있는데 특정 job을 스킵하여 스케쥴 수행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Job2를 스킵했을 경우 배치스케쥴러는 Job1->Job3의 순
서로 수행시킴.

5. 스케쥴 스킵 기능
: 특정 스케쥴을 스킵하면 자동 스케쥴링에 의해 금일 수행되는 스케쥴은 수행되지 않음

6. 스케쥴 재 수행 기능
job1->job2->job3
: 스케쥴 job이 수행 중 종료가 되었을 때 사용자가 해당 스케쥴을 수동으로 재수행 시킬 수 있다.
배치스케쥴러는 성공된 Job은 수행하지 않고 실패되었거나 강제종료된 혹은 수행되지 않은 job부터 수행시킨다.
job1이 성공하고 job2에서 실패했을 경우 해당 스케쥴을 재 수행 하면 job2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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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케쥴 수행 중단 기능
job1->job2->job3
: 스케쥴 job이 수행되는 중에 중단 시킬 수 있다. 단 이미 수행 중인 배치는 강제로 종료시킬 수 없다.
job1이 수행중에 해당 스케쥴을 중단 시키면 job1은 수행이 진행되지만 job1이 완료되고 난 후 job2->job3은 수행되지 않는다.
해당 스케쥴을 재 수행 시키면 job1이 정상 수행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job2 부터 수행되고 job1이 수행실패 했을 경우 job1부터 다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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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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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lus 기능
8. 배치Job 병렬 및 병합 수행
: 배치를 동시에 수행 또는 특정 Job들이 모두 완료된 후에 배치를 수행하는 병합 지원

4-A

3-A
1-A

2-A

4-B
3-B
4-C

9. 스케쥴 모니터링 및 리포팅 기능
: 배치 수행의 실시간 모니터링
: 수행 결과에 대한 history 관리 및 리포팅.

10. 배치 Job의 리턴 코드 및 Job 실패에 대한 Skip 지원
: 실제 배치 어플리케이션의 리턴 코드 값을 관리하여 후속 Job 수행 여부를 결정
: 실패된 Job이 있어도 전체 스케쥴은 중단되지 않도록 Job 실패에 대한 Ski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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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

BatchPlus 기능 – 스케쥴 로딩 기준.
1.

자동 로딩 (휴일 체크)

•
•

등록된 스케쥴은 수행 일자 및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배치플러스의 Config에 Order Time 이 정의되어 있고 해당 시간이
되면 배치플러스는 금일 수행할 스케쥴들을 자동으로 메모리에 로
딩하여 수행 준비시킨다.
로딩된 스케쥴은 해당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

<그림>배치 플러스의 자동 로딩

<그림>로딩의 시간 범위예
• 위의 그림과 같이 Order Time이 16시로 정의되어 있고 금일이 5월 31일 목요일일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하는 스케쥴이
로딩되어 수행된다.
• 5/31일 16시~24시
• 매주 목요일 16시~24시
• 6/1일 0시~15시
• 매주 금요일 0시 ~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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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lus 기능 – 스케쥴 로딩 기준.
2. 수동 로딩 (휴일체크)
•자동 로딩과 다르게 사용자가 관리 콘솔을 통해 특정 스케쥴을 수동으로 로딩시킨다.

<그림1>로딩 시간 범위의 예 1 – 자동 로딩 시간 전에 수동 로딩
• 위의 그림과 같이 Order Time이 16시로 정의되어 있고 금일이 5월 31일 목요일일 때 10시 시간대에 수동로딩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하면 스케쥴을 로딩.
• 5/31일 10시~16시
• 매주 목요일 10시~26시

<그림2>로딩 시간 범위의 예 2 – 자동 로딩 시간 후에 수동 로딩
• 위의 그림과 같이 Order Time이 16시로 정의되어 있고 금일이 5월 31일 목요일일 때 19시 시간대에 수동로딩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하면 스케쥴을 로딩.
• 5/31일 19시~24시
• 매주 목요일 19시 ~ 24시
• 6/1일 0시 ~ 15시
• 매주 금요일 0시 ~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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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리스트
•Job 수행 실패 시 정상 진행 기능 추가
•배치 수행 결과 Return Code 관리

•병렬 처리
•모니터링 개선
•관리콘솔 통합
•일자 파라미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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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1
• 배치 Job 수행 실패 시 스케쥴 정상 진행 기능 추가
Fail
1

3

2

4

정상 진행
• 기본적으로 Job 이 수행 실패했을 경우 전체 스케쥴은 중지.
• 특정 Job은 수행 실패하더라도 스케쥴을 중지하지 않고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Job별로 수행 실패에 대한 후속 진행 옵션을 지정해줄 수 있
다.
• 관리 화면에서 옵션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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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1
• 배치 Job 수행 실패 시 후속 수행 체크 시 모니터링 결과화면

스케쥴 double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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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2
•배치 수행 결과 리턴 코드 관리
•
•
•
•

BatchPlus에서 수행된 배치Job은 수행 리턴코드가 0 일 때 정상으로 인식(System 정상 리턴 값)
기본적으로 0이외의 값은 오류로 인식하나 특정 리턴 값은 오류가 아닌 정상 수행으로 인식하도록 기능 추가.
관리 콘솔에서 리턴 코드 값을 등록 및 관리.
호출될 실제 배치 어플리케이션에서 BatchPlus에 등록된 리턴 코드를 리턴 하면 BatchPlus 서버에서 해당 값을 확인
하여 정상 또는 실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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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2
•배치 수행 결과 리턴 코드에 따른 결과 화면

스케쥴 double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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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3 - 병렬처리
•병렬 & 병합 수행
4-A

3-A
2-A

4-B
3-B

1-A

4-C
2-B

5-A
4-A, 4-B, 4-C 배치가 모두
정상 수행된 후에 수행 시작.

3-C

• Job의 병렬 수행 지원.
• 선행 Job들이 모두 정상 완료된 후에 Job을 수행하도록 병합 수행 지원.
• 관리콘솔에서 Job 수행 바로 이전의 Job(부모 Job) 을 지정함으로써 병렬 및 병합 수행 가능.
• 지정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수행할 Job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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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4
• 모니터링 개선.
• 담당자 조건 추가 : 스케쥴 및 Job 등록 시 담당자명을 지정하여 담당자 별로 필터링하여 모니터링

담당자 조건

스케쥴 double click 시 스케쥴의Job 모니터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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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4
• 모니터링 개선.
• 스케쥴 모니터링 외에 스케쥴 내의 수행되는 Job 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화면 추가.
• 스케쥴 모니터링에서는 특정 스케쥴을 Click하면 해당 스케쥴의 Job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했으나 Job 중심의 별도
화면을 추가

Job 단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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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5
•일자 파라미터 처리 – 정미화 C 요구사항.
• 수행할 Job의 파라미터 값은 상수를 등록하지만 특정 키워드를 등록하면 스케쥴 수행 시 BatchPlus 서버에서 금일 서
버 시간으로 값을 치환하여(yyyymmdd) 배치 호출.
• 영업일자를 위해 특정 키워드“@sysdate” 로 Job의 파라미터를 등록.
• 최초 수행 스케쥴 수행 시 수행 시점의 서버 Time을 얻은 후 치환하여 배치 호출
• 재 수행 시 최초 수행 때 얻은 서버 Time 값으로 치환하여 배치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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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5
•BatchPlus 로그 상에서 일자파라미터 처리 확인 – 최초 수행

1

2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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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5
•BatchPlus 로그 상에서 일자파라미터 처리 확인 – 재수행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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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요구사항 추가 기능 6 – UI 통합
•관리콘솔 UI 통합
배치플러스 통합Admin Console
Eclipse Plugin UI

Admin Server
Batch plus
Admin서버

배치 A
Batch plus
Server

배치 B
스케쥴링 DB

Batch plus
Server

• BatchPlus 는 통합 DB로 운영되며 각각의 배치서버는 Server ID를 통해 구분.
• 관리자는 하나의 관리콘솔 UI를 통해 모든 BatchPlus 서버를 통합 관리.
• Admin 서버는 통합 관리 콘솔의 명령을 수신하여 각 서버로 명령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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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2차 추가 요구사항 리스트
•Schedule 재 수행 시 특정 Job만 수행 또는 특정 Job 이후 부터 수행
•Job 개별 수행

•병렬 처리 Schedule의 Job 추가/삭제에 따른 Job Seq 재정렬
•Job의 선 후행 Job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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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추가 요구사항 기능
•Schedule 재 수행 시 특정 Job만 수행 또는 특정 Job 이후 부터 수행
• 기본적으로 Schedule 재 수행 시 Schedule 단위로 재 수행
• Schedule 내의 Job 1개만 재 수행 가능.
• Schedule 내의 특정 Job 이후부터 재 수행 가능.

실패 Job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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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추가 요구사항 기능
•Job 단위 개별 수행
•
•
•
•
•
•

기본적으로 BatchPlus는 Schedule 단위로 수행.
Job 단위 개별적으로 수행 가능.
Job 관리 화면에서 직접 수행시키며 Schedule 등록 시 사용된 파라미터 값을 즉시 입력 받은 후 job 호출 시킨다.
수행내역은 Job 모니터링 화면에서 가능
Schedule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History 내역은 관리되지 않음.
수행 예는 job1(파라미터 2개 입력)
Button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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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추가 요구사항 기능
•Job 단위 개별 수행
• Job 단위 모니터링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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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추가 요구사항 기능
•병렬 처리 Schedule의 Job 추가/삭제에 따른 Job Seq 재정렬
• 병렬 처리 Schedule에 등록된 Job 들은 [수행레벨-구분키 값] 형태로 Sequence가 부여됨
• Job을 중간에 추가하거나 삭제 시 모든 Job들의 Sequence를 다시 재정렬 시키는 기능 추가.

Job 추가

2-A
(job2)
3-A
(job4)

1-A
(job1)

2-A
(job10)

1-A
(job1)

2-B
(job3)

3-A
(job2)
4-A
(job4)
3-B
(job3)

원본 Schedule
1-A Job 삭제
2-A
(job2)
3-A
(job4)

1-A
(job10)
2-B
(jo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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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세대 추가 요구사항 기능
•Job의 선 후행 Job 보기
• Job이 어느 Schedule에 등록되어 있고 몇 번째에 수행되며 수행 전 Job과 수행 후 Job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
추가.
• Job 관리 화면에서 개별 job에 대해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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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구사항 데모 시연

• 병렬& 병합 스케쥴 등록 및 수행.
•Job 수행 실패 시에 후속 Job 수행 데모
• 리턴 코드 데모
•모니터링 데모.
•@sysdate 수행일자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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