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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개
• 파일 공유, 검색 및 통합 기능을 갖춘 오픈 소스, 자체 호스팅 가능한 온라인 채팅 서비스
• 조직과 회사를 위한 내부 채팅으로 설계, Slack 및 Microsoft Teams 대안 솔루션

주요기능

• 다양한 채널 제공(공개, 개인 채널)
• 직접메시지 및 그룹 메시지
• 메시징(메시지 보내기, 메시지 회신, 팀원 맨션하기)
• 파일 공유 및 첨부

대분류 • 응용SW 소분류 • 협업관리

라이선스형태
• mattermost-server : AGPL-3.0
• mattermost-webapp : Apache-2.0
• mattermost-mobile : Apache-2.0

사전설치 솔루션 • DataBase(PostgreSQL, MySQL)

버전 • 5.34.2 (2021년 4월 기준)

특징

• 마크다운 지원
• 태그 검색 지원
• 스레드 지원
• 다국어 지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matterm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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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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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 글로벌 정보 보안 커뮤니티에서 검증한 보안 기능 배포

✓ 구성

• 기본 설정, 정책 및 기존 시스템에 맞게 배포 조정 가능

• 보안, 규정 준수 및 모니터링 인프라와 통합되며 다양한 앱 제공

✓ 확장성

• 고성능 기반 클러스터 고가용성 배포

• 확장 및 고급 성능 모니터링



2. 기능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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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채널 종류

• Public Channels : 업무 이외 공개 채팅 용도

• Private Channels : 비공개 채팅 용도, 그룹별 채팅 사용 시 이용

• Direct Messages : 6인 이하 채널 개설 가능

✓ 채팅에서 마크다운 사용 가능

✓ 편리한 파일 공유 기능

• 기본 최대 파일 크기는 50MB

✓ 다양한 솔루션과의 연계성, 유틸성

• Jira, git, skype, mail, elk, splunk, Jenkins, docker



3. 실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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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Qty CPU Memory Storage

Mattermost Server 2 2 vCPUs/cores 4 GB 45-90 GB

Database Server 2 2 vCPUs/cores 8 GB 100 GB

Proxy 2 1 vCPUs/cores 4 GB 10 GB

✓ Mattermost Server

• 두개 이상의 서버가 함께 클러스터링 되는 독립 실행형 또는 고가용성 모드로 배포

✓ Database Server

• 독립 실행형 또는 고가용성 모드 선택(MySQL, PostgreSQL)

✓ Proxy

• Mattermost와 함께 프록시 서버(NGINX, Apache, HAProxy, ELB) 사용



4. 설치 및 실행
세부 목차

4.1  PostgreSQL 설치

4.2 Mattermost Server 설치

4.3 Mattermost Server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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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및 실행
4.1 PostgreSQL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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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buntu Server 20.04에 PostgreSQL 설치

2) PostgreSQL 설치 중 (설치가 완료되면 PostgreSQL서버가 실행되고 ‘postgres’ linux 계정 생성)



4. 설치 및 실행
4.1 PostgreSQL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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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gres 계정 로그인

4) postgresql 터미널 실행



4. 설치 및 실행
4.1 PostgreSQL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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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베이스 생성 (mattermost 용 데이터베이스 생성)

6) mmuser 생성 (mattermost용 사용자 mmuser 생성)

노트
# daywork10 보다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세요 .



4. 설치 및 실행
4.1 PostgreSQL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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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성된 mmuser에 권한 설정

8) 종료

노트
# 사용자에게 mattermos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

노트
# postgreSQL 대화형 터미널 종료
PostgreSQL 계정에서 로그아웃



4. 설치 및 실행
4.2 Mattermost Serv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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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termost server 다운로드

2) mattermost server file 추출



4. 설치 및 실행
4.2 Mattermost Serv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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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출된 파일을 /opt 디렉토리로 이동

4) 저장소 디렉토리 생성

[노트]

# 스토리지 디렉토리에는 사용자가 mattermost에 게시하는 모든 파일과 이미지가 포함되므로 드라이브가
예상 업로드 된 파일 및 이미지 수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지 확인



4. 설치 및 실행
4.2 Mattermost Serv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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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생성 및 권한 설정

6) 설정 파일 SQLSetting

[노트]

# mattermost 서비스를 실행할 시스템 사용자 및 그룹을 설정하고 소유권 및 권한 설정
1. mattermost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
2. 사용자 및 그룹 mattermost를 Mattermost 파일의 소유자로 설정
3. 그룹에 쓰기 권한 부여

[노트]

# /opt/mattermost/config/config.json 텍스트 편집기에서 파일을 열고 노란 부분 수정



4. 설치 및 실행
4.2 Mattermost Serv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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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d 설정

노트
# 시작 및 중지를 위해 systemd를 사용하도록 mattermost 설정

1. sudo touch /lib/systemd/system/mattermost.service 파일 생성
2. 텍스트 편집기에서 루트 유저로 파일을 열고 상기 내용을 추가



4. 설치 및 실행
4.2 Mattermost Serv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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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ystemd 새 장치 로드

9) 서비스 상태 확인



4. 설치 및 실행
4.3 Mattermost Server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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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생성

노트
# 브라우저를 열고 mattermost 서버로 이동
1. http:// IP :8065 접속

노트
# 첫 번째 팀과 사용자를 생성
1. 시스템의 첫 번재 사용자에게는 system-admin 역할 제공



4. 설치 및 실행
4.3 Mattermost Server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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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생성

노트
# 첫 번째 팀 생성



4. 설치 및 실행
4.3 Mattermost Server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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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 url

노트
# 시스템 콘솔>환경>웹서버 열기
1. URL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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