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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개
• 기업공급망 관리를 위한 바이너리 및 빌드 아티팩트 저장소로서 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부분의 빌

드 툴 및 IDE와 연동되며, 컴포넌트의 품질, 라이선스 및 보안 이슈를 탐지하며, 내부 컴포넌트 공유로
생산성을 최적화한다

주요기능
• 외부 리포지토리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 프록시 역할
• 메이븐에 존재하지 않은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개발팀에서 사용하는 공통 라이브러리 공유

대분류 • 시스템SW 소분류 • 스토리지

라이선스형태
• EPL 1.0
(https://github.com/sonatype/nexus-
public/blob/master/LICENSE.txt)

사전설치 솔루션 • 없음

버전 • 3.29.x (2020년 12월 기준)

특징

•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 UI
• 빠르고 쉬운 설치 – war 파일 형태의 배포 파일
• artifact에 대한 index 기능 및 효과적인 search 기능
• WEB UI를 통한 artifact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회사/커뮤니티 • https://twitter.com/sonatypeDev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onaty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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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sonatypeDev
https://reactnative.dev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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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us는 Sonatype에서 만든 Maven을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 Nexus는 Maven을 사설로 구축하여 공통 라이브러리 배포 용도나

다른 Maven Repository를 캐시하여 빠르게 다운로드하여 사용

✓ Nexus버전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많은 타입의 저장소를 구축



2. 기능요약

•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 개인 또는 그룹에 의무가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수단

✓ 시스템 기반 제어를 통해 활성화 되거나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통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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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us Repository3의 스토리지

✓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서 관리되는 저장소 데이터의 다운로드 및 저장을 최적화

✓ 디스크 최적화, 정리 및 저장 장치 연결에 대한 지원

•  동적 스토리지

✓ 전체 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Blob 저장소가 새 저장소 위치로 확장되도록 리포지토리

관리자를 구성

•  저장소의 가용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배포

✓ 시스템 중단 및 데이터 무결성 유지와 관련된 예측 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모두 방지할 수 있음



3. 실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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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운영 체제

✓ Java버전을 실행할 수 있는 Windows, Linux 및 MacOS

✓ 가장 잘 테스트된 플랫폼은 Linux

•  전용 운영체제 사용자 계정

✓ NXRM프로세스 사용자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nexus(보안 예방 root 사용하지 말 것)

•  CPU

✓ 최소 cpu 4core, 권장 cpu 8core 이상

•  Memory 요구 사항

JVM 힙 JVM 다이렉트 호스트 물리적 / RAM

최소 (기본값) 2,703MB 2,703MB 8GB

최고 4GB (물리적 호스트 / RAM * 
2/3)-JVM 최대 힙

제한 없음



3. 실행환경

•  일반 메모리 지침

✓ 호스트의 최소 물리적 / RAM 메모리 8GB

✓ 최소 힙 (-Xms)은 설정된 최대 힙 (-Xmx)과 같아야합니다.

✓ 최소 힙 크기 2703MB

✓ 최대 힙 크기 <= 4GB

✓ 최소 직접 메모리 (-XX : MaxDirectMemorySize) 크기 2703MB

✓ 가상 메모리 스왑을 허용하려면 할당되지 않은 최소 호스트 물리적 / RAM 메모리가 전체

물리적 RAM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대 힙 + 최대 직접 메모리 <= 호스트 물리적 / RAM * 2/3



3. 실행환경

•  인스턴스 메모리 크기 조정 프로필

✓ 저장소 관리자를 실행하는 전용 서버 호스트에 필요한 일반적인 물리적 메모리

요구사항을 측정하는 데 도움(지침으로 만 해석)

프로필 사용 사례 물리적 / RAM 메모리

작고 개인적인
저장소 <
총 Blobstore 크기 20GB <20GB
단일 저장소 형식 유형

최소 8GB

중간, 팀
리포지토리 <
총 Blobstore 크기 50 개 <200GB
, 몇 가지 리포지토리 형식

16 기가 바이트

대기업
리포지토리>
총 Blobstore 크기 50 개> 200GB
다양한 리포지토리 형식 집합

32GB 이상



3. 실행환경

•  최대 메모리 구성 예

물리적 / RAM 메모리 최대 메모리 구성 예

8GB -Xms2703M 
-Xmx2703M 
-XX : MaxDirectMemorySize = 2703M 

12GB -Xms4G 
-Xmx4G 
-XX : MaxDirectMemorySize = 4014M 

16 기가 바이트 -Xms4G 
-Xmx4G 
-XX : MaxDirectMemorySize = 6717M 

32GB -Xms4G 
-Xmx4G 
-XX : MaxDirectMemorySize = 17530M 

64GB -Xms4G 
-Xmx4G 
-XX : MaxDirectMemorySize = 39158M



3. 실행환경

•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 임베디드 데이터 Blob 저장소 논평

XFS 지원 지원 이것은 로컬로 연결된 스토리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NFS v4 지원 지원
Nexus Repository 배포 중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프로토콜입니다.

Amazon EBS 지원 지원 EBS는 임베디드 데이터 및 바이너리 스토리지 모두에 대해 실행 가능한 선택입니다.

Amazon EFS 지원되지 않음 지원
EFS는 포함 된 데이터에 대해 충분히 반응하지 않지만 이진 Blob 저장소에는 좋은
선택입니다.

Amazon S3 N / A 지원
S3 의미 체계는 임베디드 데이터에 적용 할 수 없지만 S3는 이진 저장소에 널리
사용됩니다 .

SMB, CIFS 지원되지 않음 지원 임베디드 데이터를 위한 SMB 또는 CIFS 탑재 장치의 경우 문제가 일반적입니다.

S3 호환 지원되지 않음 일부 S3 호환 객체 저장소는 Nexus Repository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FS v3 지원되지 않음 많은 고객이 NFS v3에서 부적절한 성능을 경험했습니다.

GlusterFS 지원되지 않음 분할 브레인 문제와 느린 성능이 일반적입니다.

퓨즈 지원되지 않음
FUSE 기반 사용자 공간 파일 시스템은 Nexus Repository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실행환경

•  웹 브라우저

✓ 일반적인 정책은 NXRM 출시일에 지원되는 OS에 대한 최신 브라우저 버전을 지원

공급 업체 브라우저 버전

구글 크롬 최신 NXRM 릴리스

Mozilla Firefox NXRM 릴리스의 최신 및 ESR

사과 원정 여행 최신 NXRM 릴리스

마이크로 소프트 가장자리 최신 NXRM 릴리스

마이크로 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https://www.mozilla.org/en-US/firefox/organizations/


4. 설치 및 실행
세부 목차

4.1 Java 설치

4.2 Nexus 다운로드

4.3 Nexus 디렉토리 변경

4.4 Nexus user 생성

4.5 Nexus 파일 및 소유자 권한 변경

4.6 Nexus 부팅 시 서비스 추가

4.7 Nexus 실행 및 포트 확인

4.8 Nexus 웹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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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및 실행
4.1 java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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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o apt-get update

$ sudo apt install openjdk-8-jre-headless -y



4. 설치 및 실행
4.1 java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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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o apt install openjdk-8-jre-headless –y 
완료 화면



4. 설치 및 실행
4.2 Nexus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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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onatype.com/oss-thank-you-tar.gz파일다운로드

https://www.sonatype.com/oss-thank-you-tar.gz


4. 설치 및 실행
4.2 Nexus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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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경로 /opt이동

• FTP를이용해서 /opt디렉토리에다운로드받은파일복사
• 복사된파일의압축해제



4. 설치 및 실행
4.2 Nexus 다운로드

17

• nexus-3.29.0-02-unix.tar.gz을압축해제 후 결과
• nexus-3.29.0-02 / sonatype-work 디렉토리 확인



4. 설치 및 실행
4.3 Nexus 디렉토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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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해제된 디렉토리 명 변경
• nexus-3.29.0-02-unix.tar.gz -> nexus 변경



4. 설치 및 실행
4.4 Nexus user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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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o adduser nexus



4. 설치 및 실행
4.4 Nexus user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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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o visudo - nexus에 sudo 권한 부여

해당 라인 추가



4. 설치 및 실행
4.5 Nexus 파일 및 소유자 권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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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wn –T nexus:nexus



4. 설치 및 실행
4.6 Nexus 부팅 시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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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us.rc 파일 편집

• run_as_user 추가



4. 설치 및 실행
4.6 Nexus 부팅 시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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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init.d 등록

• Nexus 사용자 로그인 하고 서비스 시작



4. 설치 및 실행
4.7 Nexus 실행 및 포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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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init.d 등록

• 8081 포트 확인



4. 설치 및 실행
4.7 Nexus 실행 및 포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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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에서 서버IP:8081 접속



4. 설치 및 실행
4.8 Nexus 웹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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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에서 서버IP:8081 접속

sign in 클릭하여
✓ 계정은 admin
✓ 암호는 (입력)

해당 경로 admin.password

1 2

3



4. 설치 및 실행
4.8 Nexus 웹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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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로그인 후 암호 변경



5. 기본 개념
세부 목차

5.1 사용자 인터페이스
5.2 관리메뉴
5.3 감사
5.4 Blob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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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 개념
5.1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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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되며 권장 브라우저에서 가장 잘 동작

[익명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추가 기능을 사용



5. 기본 개념
5.2 관리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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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sitory
✓ 저장소 섹션에서는 모든 저장소 및 라우팅 및 대상 등 관련 구성을 관리

• IQ Server
✓ IQ서버 항목은 넥서스IQ서버에 넥서스 저장소 관리자의 연결을 구성

• Security
✓ 권한, 역할, 사용자 뿐만 아니라 LDAP, Atlassian Crowd, SSL인증서 및 사용자 토큰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인증 및 권한 부여와 관련된 모든 구성 기능에 액세스를 제공

• Support
✓ 로깅 및 시스템 정보와 같이 저장소 관리자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 액세스

• System
✓ HTTP 또는 이메일 서버 설정을 사용하여 저장소 관리자를 시작하고 실행하기 위한

일반 구성은 물론 정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작업 구성



5. 기본 개념
5.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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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기능을 활성화하면 $data-dir/log/audit/audit.log에 사용자 또는 넥서스 저장소
관리자의 구성을 수정할 때마다 업데이트

속성 기술 예

timestamp 이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 2019-02-04 18 : 12 : 07,856-0500

nodeId
NXRM 인스턴스의 nodeId ( 여러 NXRM 
인스턴스에서 감사 로그를 연관시키는 데 사용됨 )

5DF0F434-88A6F4B7-AEDCE785-
CAD9628C-8AD86154

Initiator
내부적으로 생성 된 이벤트가 아닌 경우 이벤트의
시작 자 (주로 사용자 이름 / 호스트 조합)

관리자 /172.16.0.10

domain 시스템의 기능 영역 security.user

Type 이 도메인에서 수행 된 작업 만들어진

Context 이벤트 세부 정보 식별 mynewusername

Thread
이벤트 시작 자의 스레드 이름입니다. 스레드 이름은
다른 로그 파일의 관련 로그 행을 연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25.0의 새로운 기능

Quartz-7-thread-1

attributes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키 : 값 쌍의
맵

{ "id": "mynewusername", "name": 
"John Doe", "email": 
"jdoe@emailserver.com", "source": 
"default", "status": "active", "roles": 
"nx-admin"}



5. 기본 개념
5.4 Blob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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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요소 및 해당 자산의 이진 부분에 대한 내부 저장소 매커니즘
• 하나 이상의 리포지토리 및 리포지토리 그룹에서 사용

• Name
✓ 저장소 관리에 표시되는 Blob 저장소의 이름

• Type
✓ Blob저장소는 백엔드 유형
✓ File은 파일 시스템 기반 스토리지이며, S3를 사용하면 Blob을 AWS S3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

• Status
✓ 저장소의 상태 Started : 실행중, Failed : 구성문제가 있으며, 저장소를 초기화 못했음

• Blob count
✓ 현재 저장된 blob 수

• Total size
✓ blob 저장소의 크기

• Available space
✓ blob 저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공간



6. 용어정리

용어 설 명

sonatype
Apache Maven의 핵심기여자로서 오픈소스 구성 요소 저장소 지원, 저장소 관리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maven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및 이해도구

프로젝트 개체 모델의 개념을 기반으로 Maven은 중앙 정보에서 프로젝트의 빌드, 보고

및 문서를 관리

NXRM
Nexus Repository Manager

넥서스의 모든것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권한 관리, Blob 및 Repository 생성 삭제 가능

JVM
자바 가상 머신으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클래스 로더를 통해 읽어 들여 자바 API와

함께 실행

Blob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하나인 엔티티로서 저장되는 이진데이터의 모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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