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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ISOR(Elevation Advisor)는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 성능관리 솔루션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품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LEVISOR for DASHBOARD     : 서비스, 도메인 별 WEB-WAS-DB-BACKEND 통합 관제 대시보드

✓ ELEVISOR for J2EE      : J2EE 표준을 준수하는 WAS(Web Application Server) 의 성능관리 솔루션

✓ ELEVISOR for ORACLE : ORACLE DBMS 의 성능관리 솔루션

✓ ELEVISOR for TIBERO : TIBERO DBMS 의 성능관리 솔루션

✓ ELEVISOR for SYSMON : 시스템 관리 솔루션 ( SMS : System Management System )

✓ ELEVISOR for I-DASHBOARD : ELEVISOR 통합 서버를 사이트 별로 관리 하는 통합 관제 대쉬보드

모든 ELEVISOR 제품군은 ELEVISOR IS(Integration Server) 를 통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Web server
(apache-option)

WAS Servers
Integration Server

(jetty)

DB Servers

1. Elevisor 란? I. 제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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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구조

Elevisor Server

Elevisor 는 단일 Elevisor 서버에서 단일 콘솔창을 통하여 WAS 및 DB에 대하여 통합 성능관리를 제공합니다.

WAS 및 DB에서 수집된 성능데이터를 가공 후 레포지토리 DB에 저장되며, 최근 30분 데이터는 실시간 모니터링용으로 서비스 됩니다.

Elevisor Gateway

대규모의 사이트의 경우 관리대상이 많아 Elevisor Server를 다수 운영하게 될 경우 Gateway를 통한 단일화된 이벤트 연동이 가능합니다.

I. 제품 개요



✓ ELEVISOR Server는 거의 대부분의 OS 환경에 설치가 가능하며 ORACLE 10g이상의 Repository DB를 사용합니다.

✓ RDBMS는 ORACLE, TIBERO, CUBRID, MySQL, MariaDB, SQL Server를 지원합니다.

✓ ELEVISOR for J2EE 는 거의 대부분의 WAS에 설치가 가능하며 JDK 1.3에서 부터 1.8까지 지원됩니다.

3. 지원 환경

Console WAS Database SMS
(System Management System)

Web Browser(3.x)
ㆍChrome

Web Browser(2.x)
ㆍIE 10.x 
ㆍIE 11.x (권장)
ㆍFireFox (권장)
ㆍChrome

JRE(2.x)
ㆍJRE 1.7(권장)
ㆍJRE 1.8(권장)

Web Application Server
ㆍTomcat
ㆍWeblogic
ㆍJEUS
ㆍWebSphere
ㆍORACLE Application Server
ㆍJrun
ㆍJboss
ㆍiPlanet

…

JDK
ㆍSun 1.3,1.4,1.5,1.6,1.7,1.8
ㆍIBM 1.3,1.4,1.5,1.6,1.7,1.8
ㆍHP 1.3,1.4,1.5,1.6,1.7,1.8
ㆍBEA JRockit 1.3,1.4,1.5,1.6

ORACLE RDBMS
ㆍORACLE 9iR2
ㆍORACLE 10gR2
ㆍORACLE 11g R1,R2
ㆍORACLE 12C

TIBERO RDBMS
ㆍTIBERO 4.x
ㆍTIBERO 5.x

Operating System
ㆍWindows 
ㆍLinux
ㆍAIX
ㆍHP-UX
ㆍSunOS

I. 제품 개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 인증 성능시험 결과

➢ Elevisor for J2EE  : CPU 사용률 1% 증가 ➢ Elevisor for ORACLE  : CPU 사용률 0.17% 증가

Elevisor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에서 엄격한 품질 및 성능테스트를 통과하여 GS 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성능테스트에서 CPU 사용률이 1% 미만 증가로 성능이 탁월함이 입증됨.

4. 제품 성능 I. 제품 개요



Elevisor 제품군( J2EE, ORACLE, TIBERO, SYSMON )을 통하여 하나의 Elevisor IS(Integration Server) 서버에서

WAS-DB 및 시스템에 대한 통합 성능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1. 통합 성능관리 체계 구축 II. 제품 특장점 – 공통

단일화면 WAS-DB-OS 통합관리



도메인 및 서비스 관점의 WEB-WAS-DB–BACKEND 간의 End-to-End 기반 토플로지를 통하여 구간별 응답시간을 제공하며 대시보드를 통해

엘리바이저 제품군에 대한 통합관제가 가능합니다.

1. 통합 성능관리 체계 구축

통합 대시보드 - 토플로지 자동 매핑 및 관제

II. 제품 특장점 – 공통



1. 통합 성능관리 체계 구축

End-To-End 모니터링

엘리바이저 솔루션은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부터 Web, WAS, DB, Back-End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간에 대한 각각의 응답시간을 모니터링 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능 병목 구간에 대한 즉각적인 식별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II. 제품 특장점 – 공통



주기적인 성능관리 체계 수립

Elevisor에 축적된 성능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 추이 분석을 통하여 과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개선이 가능하고,

과거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기적인 성능관리 프로세스 수립 필요.

문제점

ㅇ 시스템에 대한 성능정보 관리 안함

ㅇ 주기적인 성능분석 프로세스 없음

ㅇ 성능관리SW 미적용 시스템 다수 존재

ㅇ WAS/DB 성능데이터 부재

ㅇ 과거 현황을 알 수 없어 미래 예측 및 장애 예방 불가

ㅇ 성능 이슈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안됨

ㅇ 장애 발생시에만 시선 집중

ㅇ 일상적인 성능관리 프로세스 부재

현황

WAS/DB/OS의

성능데이터를

Elevsor에서 실시간 수집

Elevisor를 활용한 성능관리 프로세스

성능 및 트랜잭션 분포도

특이 구간 식별

1주일 단위로

과거 1주일치 성능추이 조회

( 관리대상 1개당 1분 소요)

세부 분석 및 개선 작업

미래 예측

특이사항 보고서 작업

1주일 단위
반복 수행

결과 보고
특이사항

전문분석팀
전달

1. 통합 성능관리 체계 구축 - 계속

Elevisor Repository DB
에 성능데이터가 축적됨

II. 제품 특장점 – 공통



장애 사전감지 체계의 필요성

✓ 운영 상황 파악 불가

✓ 운영자 스킬에 좌우되는 운영관리

✓ Hang 장애 사전감지 불가

✓ 장애 예방 및 분석이 어려움

✓ 즉각적인 대처 불가

✓ 주도적인 운영관리 불가

✓ 시스템이 증가할수록 대처 불가

✓ WAS/DB 통합관제

✓ Hang 장애 사전감지, 자동통보

✓ 자동통보를 통한 SMS 이벤트 감지

✓ 24 * 365 실시간 감지

✓ 현실적인 이벤트 발생

✓ WAS/DB 1:1 연계 분석

✓ 시스템이 많은 센터 환경에 최적화

✓ WAS/DB 통합 관제 불가

✓ Hang 장애 사전감지 불가

✓ APM 콘솔에 의지한 육안 감지

✓ 24 * 365 감지 불가

✓ 무분별한 이벤트 발생

✓ WAS/DB 1:1 연계 분석 불가

✓ 시스템이 증가할수록 대처 어려움

관제 체계 없음 기존 APM 관제 체계 Elevisor 장애사전감지 체계

➢ 먼저 알아야 한다. → 장애사전감지 시스템 필요

2. Hang 장애 사전감지 체계 II. 제품 특장점 – 공통



Elevisor를 통한 장애 사전감지 영역 확장

최근에는 기존 관제 체계(SMS,NMS,등..)로는 관제 불가능한 Hang 장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관제가 되지 않아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고

조치에 많은 시간이 소모됨.

Elevisor는 WAS 및 DB 프로세스 메모리 내에서 각종 성능정보 추출하여 시스템의 이상징후를 장애 전에 사전에 감지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하

여 장애 사전 예방 및 조치시간 단축으로 시스템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

기존 관제 영역 Elevisor 관제 영역

물리적 관제 논리적 관제

프로세스 다운 관제

자원 사용량 임계치 초과

오류 로그 감지

서비스 이상 징후 사전감지

장애 사전 예방/예측

장애 조치시간 단축

2. Hang 장애 사전감지 체계 - 계속
II. 제품 특장점 – 공통



기존 성능관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실질적인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못함.

무분별한 이벤트 발생 및 문자메시지 연동

이벤트 라이프 사이클 관리의 부재
SMS 연동?

대형 모니터링 전용 화면 또는
PC 화면에서 육안 관제

현실은? 문제점?

이벤트 SMS연동 불가

✓ 관제 공백 발생

점심시간? 야간? 주말? 공휴일? 

✓ 업무에 집중 어려움

✓ 운영자의 인지 능력 필요

2. Hang 장애 사전감지 체계 - 계속
II. 제품 특장점 – 공통



Elevisor 의 이벤트 Life-Cycle - 실질적인 이벤트를 발생시킴.

➢ 이벤트 Life Cycle 로 이벤트 관리

➢ 동일 이벤트 반복 발생 없음

➢ 일시적인 임계치 초과 Skip

➢ 실질적인 이벤트 발생

➢ 이벤트 제어 기능 존재(확인,확인 취소, 강제해제)

임계치초과 체크

확인

강제해제

확인취소

자동해제 알림
지속시간
초과

임계치
초과

Y

N

Delay(10초)

이벤트
존재여부

운영자
알림 제어

Y

N

N

Y

알림
ON

개별알림 끔

개별알림 켬

운영자
이벤트 제어

N

이벤트 발생

이벤트 알림

중복이벤트

발생 방지

동일
이벤트
존재여부

Y

N

Y

➢ 장애 사전 감지 메시지

[기관명-Hang예상] 14:04 was2/WL01  95/90 [Active ervice]

➢ 장애가 자동해제 될 경우

[기관명-Hang 자동해제] 14:17 was2/WL01 54/90 [ActiveService]

➢ 장애 이벤트를 사용자가 해제할 경우

[기관명-Hang 사용자해제] 14:17 was2/WL01 92/90 [ActiveService]

< 장애 사전 감지 이벤트 메시지 예 >

2. Hang 장애 사전감지 체계 - 계속

장애 자동 감지 이벤트 Cycle

II. 제품 특장점 – 공통



로그 관제 및 이벤트 발생 - 로그도 Life-Cycle에 의하여 실질적인 이벤트를 발생시킴.

로그 Aggregation

➢ 오라클 Alert 로그 – 이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Fri Nov 14 02:00:05 2014
Errors in file 
/oracle/diag/rdbms/linux11g/LINUX11G/trace/LINUX11G_j000_15445.trc:
ORA-12012: error on auto execute of job 3
ORA-00001: unique constraint (PERFSTAT.STATS$MUTEX_SLEEP_PK) 
violated
ORA-06512: at "PERFSTAT.STATSPACK", line 5661
ORA-06512: at "PERFSTAT.STATSPACK", line 105
ORA-06512: at line 1

“ORA-” 로 시작하는 오류 발생에 대하여 이벤트화 하였을 경우 5개의 개별 이벤트가
발생. 또한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5개의 이벤트가 계속 발생됨.

Elevisor는?

( ORA-12012, ORA-00001, ORA-06512, ORA-06512, ORA-06512 )

이벤트
Life-Cycle

동일 이벤트 발생 없음

이벤트 수동 해제시까지
동일한 유형의 이벤트 발생 방지

로그
통계화

이벤트
관리

로그 이벤트 수동 해제

2. Hang 장애 사전감지 체계 - 계속
II. 제품 특장점 – 공통



일반 로그 관제 - 로그도 Life-Cycle에 의하여 실질적인 이벤트를 발생시킴.

➢ WAS(JEUS) 로그 – 이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GROUP1][S] [2014.10.21 13:42:55][1][b288] [container1-141] [WEB-3346] worker(webtob2-hth0(localhost:19900)-w61:null) : failed to reconnect because of [java.io.IOException: Connection refused]
[GROUP1][S] [2014.10.21 13:43:45][1][b288] [container2-142] [WEB-3346] worker(webtob2-hth0(localhost:19900)-w62:null) : failed to reconnect because of [java.io.IOException: Connection refused]
[GROUP1][S] [2014.10.21 13:43:05][1][b288] [container3-143] [WEB-3346] worker(webtob2-hth0(localhost:19900)-w63:null) : failed to reconnect because of [java.io.IOException: Connection refused]
[GROUP1][S] [2014.10.21 13:43:50][1][b288] [container4-144] [WEB-3346] worker(webtob2-hth0(localhost:19900)-w64:null) : failed to reconnect because of [java.io.IOException: Connection refused]
[GROUP1][S] [2014.10.21 13:43:25][1][b288] [container5-145] [WEB-3346] worker(webtob2-hth0(localhost:19900)-w65:null) : failed to reconnect because of [java.io.IOException: Connection refused]

WAS로그에 “Java.io.IOException” 오류가 발생될 경우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설정된 상황.

관제 문자열스레드개수 만큼의 경우의수 존재로그 발생 시간 정보

이벤트 내용은 동일하지만, 로그 발생시간이 다르고, 스레드가 서로 달라서 각각 다른 이벤트로 발생됨.

로그 관제 문자열 설정

이벤트 패턴 : Java.io.IOException

로그 Aggregation Pattern 설정 1단계

Aggregation Pattern : [0-9]{4}.[0-9]{2}.[0-9]{2} [0-9]{2}:[0-9]{2}:[0-9]{2}

[GROUP1][S] [][1][b288] [container6-143] [WEB-3346] worker(webtob2-hth0(localhost:19900)-w63:null) : failed to reconnect because of [java.io.IOException: Connection refused]

로그 Aggregation Pattern 설정 2단계

Aggregation Pattern : [0-9]{4}.[0-9]{2}.[0-9]{2} [0-9]{2}:[0-9]{2}:[0-9]{2}|container\d+-\d+|WEB-\d+|localhost:\d+|-w\d+

[GROUP1][S] [][1][b288] [] [] worker(webtob2-hth0()-:null) : failed to reconnect because of [java.io.IOException: Connection refused]

발생 시간이나 스레드 변화에 상관없이 결국 모두 동일 패턴의 이벤트로서 이벤트가 한번만 발생하며, 이후 이벤트 Life-Cycle로 관리.

Elevisor는?

2. Hang 장애 사전감지 체계 - 계속 II. 제품 특장점 – 공통



Hang 장애 사전감지 적용 대상 및 항목

관련 제품 적용 대상 시스템 적용 이벤트 항목

다양한 성능관리 제품군
약80% 이상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
99% 이상의 장애 사전감지

( WAS 는 100% )

8개 이벤트 항목

9개 이벤트 항목

12개 이벤트 항목WAS (Web Application Server)

ORACLE RDBMS

Tibero RDBMS

Elevisor for J2EE

Elevisor for ORACLE

Elevisor for TIBERO

25개 이벤트 항목OS (Operating System)Elevisor for SYSMON

2. Hang 장애 사전감지 체계 - 계속 II. 제품 특장점 – 공통



타사제품

ELEVISOR
24 * 365
관제체계

대형 모니터링 전용 화면

장애사전감지엔진 이벤트 SMS단문문자연동

✓ 관제 공백 발생

점심시간? 야간? 주말? 공휴일? 

✓ 업무에 집중 어려움

✓ 운영자의 인지 능력 필요

✓ 24*365 관제 가능

✓ 평상시 운영자는 업무에 집중

✓ 이벤트 SMS 문자 수신시 Elevisor    

콘솔에 접속하여 즉시 분석

실질적 이벤트 연동
일시적인 임계치 초과는 Skip, 동일 이벤트 반복발생 방지

24 × 365 관제 체계

모니터링 화면을 보지 말자? – APM 관제 패러다임의 변화

2. Hang 장애 사전감지 체계 - 계속
II. 제품 특장점 – 공통



구성정보 관리 개선

문제점

연 100회 이상의
구성정보

수동 조사 실시

‘13년도 대전센터 기준

단순 반복
작업으로

운영업무 비효율

현황

Elevisor에서
자동 수집 및 관리

개선

운영 효율화 및
업무 집중 가능

효과

서비스 WAS 정보 DB 정보웹서버 정보

➢ 도메인

➢ Service Port

➢ IP

➢ Hostname

➢ 기동 및 가동시간

➢ IP, Service Port

➢ WAS 종류 및 버전

➢ 컨테이너명

➢ 홈디렉터리

➢ JRE 위치 및 버전

➢ 스레드 설정값

➢ Heap메모리 설정

➢ Dump 설정 유무

➢ GC옵션 설정 유무

➢ PID 정보

➢기동 및 가동시간

➢ IP, Hostname

➢ DB ID, Name

➢ Instance Name(SID)

➢ CPU 정보

Back-end 정보

➢ IP, Service Port

➢ Hostname

Server 정보

➢ 기동 및 가동시간

➢ IP,Hostname

➢ OS 종류 및 버전

➢ CPU 종류 및 개수

➢ 메모리, SWAP 정보

➢ Network 연결 상태 정보

구성정보 관리를 위하여 1년에 100회 이상의 수작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Elevisor 적용 시 구성정보 조사 항목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관리하여 단순 반복 작업을 줄여 운영 예산 절감 및 운영자의 운영업무 집중이 가능함.

3. 운영관리 자동화 II. 제품 특장점 – 공통



서비스 관점의 연계정보 자동화 및 모니터링
서비스(도메인) 를 기준으로 Web-WAS-DB-Backend 간의 연계 정보를 수집 및 자동 매핑을 통하여 토플로지 자동관리와

정방향 및 역방향 분석 가능.

문제점

서버 단위의관제
연계정보관리 안됨
연계 분석 불가능

연계정보부재로
인한 분석 및
모니터링한계

현황

Elevisor를통한
연계정보자동화

관리

개선

연계정보자동관리
서비스관점의관제
정방향,역방향분석

효과

3. 운영관리 자동화 - 계속 II. 제품 특장점 – 공통



3. 운영관리 자동화 - 계속

서버간 네트워크 연결 정보 자동 수집 및 관리

서버간의 네트워크(TCP/IP) 연결 및 상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관리하여 관제 및 서버간의 접속 토플로지 구현 및 분석 시 활용

WAS1
( TCP : 8080 )

DB1
( TCP:1521 )

WEB1
( TCP : 80 )

Backend
( TCP:7700 )

WAS2
( TCP : 8080 )

DB2
( TCP:1521 )

In(80)=123개

In(WEB1:8080)=50개

In(WAS1:7700)=15개
In(WAS2:7700)=10개

In(WEB1:8080)=73개 In(WAS2:1521)=30개

In(WAS1:1521)=20개

Out(DB1:1521)=20개

Out(DB2:1521)=30개

In(InBound), Out(OutBound)

실시간 Network Status  정보 수집 및 표현

II. 제품 특장점 – 공통



일일점검 자동화
단순 반복 수작업인 일일 점검 업무에 대하여 자동화를 통하여 점검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예산 절감 가능.

문제점

ㅇ 수작업 일일점검 수행
ㅇ 1인당 관리대상 많음
ㅇ 실질적 점검 불가

ㅇ 현실적으로 전체시스템 일일 점검 수행 불가
ㅇ 점검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
ㅇ 점검 시점부터 전일 점검 시점까지 점검
ㅇ 다음날 점검시간까지 점검 공백 발생

현황

WAS/DB/OS의

일일 수작업 점검

항목의 대부분을

Elevsor에서 실시간 수집

일일점검 항목 성능데이터

에대한 이벤트 설정 및

단문 문자메시지를

통한 운영자 통보

( 24 * 365 통보 )

Elevisor를 통한 실시간 점검 및 통보

개선

자동 및 수동 점검

수행 기능
점검 리포트

생성 및 관리

ㅇ 자동화 운영체계 기반 확립

ㅇ 수작업 일일 점검 자동화

ㅇ 시스템 접속 없이 자동 및 수동 점검수행

ㅇ 점검시간 획기적 단축

ㅇ 실시간 점검 및 통보체계 확보

ㅇ 점검 이력 자동 관리

ㅇ 수작업 보다 정확한 점검 수행 가능

개선 효과

3. 운영관리 자동화 - 계속 II. 제품 특장점 – 공통



개요

Elevisor 제품군을 통한 성능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WAS,DB간 양방향 상호 연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행중인 WAS의 트랜잭션과 DB의 세션간의 1:1 연계 분석 뿐만 아니라 사후 분석 시에도 수집된 성능정보를 바탕으

로 동일하게 연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WAS-DB 양방향 연계도

WAS DB

DB 세션 상세 정보

Active Session 정보Active Service 정보

요청 URL에대한 Trace 정보

4. WAS-DB 연계 분석 II. 제품 특장점 – 공통



수행된 SQL에 대하여 AWR, Statspack, V$SQLAREA 성능정보 연계 분석

WAS에서 수집된 SQL Text를 Elevisor가 자체적으로 ORACLE DB가 관리하는 SqlValue(hash value) 를 계산하여 매핑된 DB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DB의 AWR, Statspack, V$SQLAREA로 연계 분석을 합니다.

➢ 트레이스에서 SQL을 클릭하면 SQL정보가 Text 형태로

보여지며,  해당 SQL에 대한 DB 연계 분석을 위한 아이

콘을 선택할 수 있다.

➢ SQL Summary 를 선택하면 해당 SQL 에 대한

V$SQLAREA 정보로 연동되며,

➢ AWR SQL Summary를 선택하면 해당 SQL에 대한 AWR 

SQL 정보로 연동된다.

4. WAS-DB 연계 분석 - 계속 II. 제품 특장점 – 공통



5. 사용자 인터페이스 II. 제품 특장점 – 공통



접근제어 및 보안감사

6. 보안 기능 II. 제품 특장점 – 공통



7. 제품군 상호 연동

SYSMON 제품과 JE22 & DBMS 제품군 상호 연동

✓ OS 리소스 : CPU/메모리/SWAP사용률

✓ Process Group : Process 개수, CPU점유율, 메모리 점유율, 스레드수, OpenFile수

✓ FileSystem 여유량 : File System별 Free 임계치 설정

✓ Disk I/O 사용률 : Disk 별로 사용률 설정

✓ Network 상태별 : ESTABLISHED, TIME_WAIT, CLOSE_WAIT, 접속 IP수

✓ Log File : 로그 파일에 대한 이벤트 설정(동일 로그 파일에 대한 이벤트 분리 가능)

✓ Ping : 서버에서 다른 장비로 Ping 테스트 설정 및 이벤트화

SMS(System Management System) 제품인

Elevisor for SYSMON에서 수집하는 OS의

각종 성능정보를 Elevisor 모든 제품군의

대시보드 및 분석 화면에 자유롭게 배치하

여 상호 연계 모니터링 및 분석 가능

Elevisor for J2EE 대시보드에 SYSMON 성능항목 차트 배치 하여 OS 성능과 비교 분석에 활용

OS의 각종 성능정보(약 24개 항목)

II. 제품 특장점 – 공통



URI 각종 성능정보 및 호출 파라미터, 리턴값 수집

1. 강력한 트레이스 III. 제품 특장점 – J2EE

프런트엔드

응답시간

백엔드

응답시간

호출 파라미터

리턴값 추척

CPU 점유시간

URI 성능 추이 분석

JDBC 커넥션 상태, DML 건수

DBMS

응답시간



트랜잭션 분석기를 통해 실 시간 이상패턴 감지

1. 강력한 트레이스

상세 트레이스 정보 제공

트레이스 분석 화면에서 IP ,URI, SESSION  클릭 시 자동으로 트랙

잭션 분석기에 패턴이 등록되어 손쉽게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음. 

III. 제품 특장점 – J2EE



실시간 Stack 트레이스 정보 조회

APM은 성능을 고려하여 부분적 트레이스 수행

정확한 성능 분석의 한계

기존 체계

실행중인 Stack 트레이스 분석을 위해
수동 스레드 덤프 수행 및 매핑 분석

자동 스레드 덤프 수행 및 관리

스레드 덤프 및 실시간 스레드 Stack 트레이스 정보 필요

장애 발생 시 스레드 덤프가 없어 세부 분석 불가

Elevisor 활용

실행중인 Stack 트레이스 확인을 통한 세부 분석

장애 발생 시 자동 스레드 덤프 생성을 통한 세부 분석 가능

1. 강력한 트레이스 III. 제품 특장점 – J2EE



2. 특화된 분석 기능

장시간 그룹 트랜잭션 분포도 및 성능지표 연계 분석 지원

트랜잭션 특이구간 시점분석

일주일 구간 그룹 트랜잭션 분포도 및 각종 성능추이 시점 분석

III. 제품 특장점 – J2EE



3. 기타 기능

관제용 편의 기능 차트

그룹 스피드 차트

트랜잭션 챠트

✓ 그룹 스피드 차트 : 동시접속사용자, RPS, TPS, Active Service, 평균응답시간에 대하여 현재/일일최대 값으로 시각화

✓ 트랜잭션 차트 : 컨테이너별 Active Service 와 트랜잭션 처리량(TPS) 을 복합적 표현으로 시각화

III. 제품 특장점 – J2EE



3. 기타 기능

액티브 서비스 목록

✓ 액티브 서비스 목록 : 현재 수행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처리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 그룹 스피드 차트 : 동시접속사용자, RPS, TPS, Active Service, 평균응답시간에 대하여 현재/일일최대 값으로 시각화

✓ 트랜잭션 차트 : 

컨테이너별 Active Service 와 트랜잭션 처리량(TPS) 을 복합적 표현으로 시각화

III. 제품 특장점 – J2EE



3. 기타 기능

JVM Heap Memory 모니터링

✓ JVM Heap Memory의 영역별(Major/Minor) GC 현황 모니터링하여 WAS 시스템의 GC 상태를 모니터링

III. 제품 특장점 – J2EE



3. 기타 기능

트랜잭션 분석기(Transaction Analyzer)

✓ 사용자가 호출한 개별 애플리케이션의 처리가 완료되면 트랜잭션을 분포도 형태로 표시

✓ X축 : 트랜잭션의 종료시간

✓ Y축 : 응답시간

✓ 개별 트랜잭션별 처리시간(총 소요된 시간, SQL 수행시간, Fetch 시간 등) 상세분석 가능

III. 제품 특장점 – J2EE



1. RAC 통합관제

다양한 RAC 관제 뷰 제공

✓ 다양한 RAC 통합관제 뷰를 통하여 노드간 접속세션, 부하분산, 처리량 등의 성능지표를 한눈에 비교 분석 가능

< 통합관제뷰 > < 관리자뷰 > 

< 시스템담당자뷰 > < 운영자뷰 > 

IV. 제품 특장점 – ORACLE



2. 성능추이 분석

성능추이 분석을 통한 자체 ASH(Active Session History) 매핑 연계 분석

자체 수집한 Active Session 

History 정보조회

분석구간 마우스 드레그

✓ 다양한 성능지표 추이 분석을 통한 이상구간 식별

✓ 이상 구간에 대한 마우스 드레그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자체 수집 ASH 정보와 연계 분석

IV. 제품 특장점 – ORACLE



3. ASH 기반 트랜잭션 및 성능 추이 분석

SQL 트랜잭션 분석기 – 초단위 성능데이터 분석

분석구간 마우스 드레그

Active Session 클릭

V$ 연계분석

AWR 연계분석

SQL 성능추이분석

Plan 분석Bind 값 조회 WAS 연계분석

SQL 튜닝 뷰어 튜닝 어드바이저

IV. 제품 특장점 – ORACLE



3. ASH 기반 트랜잭션 및 성능 추이 분석

Top-N 트랜잭션 분석 – 실시간

Top-N SID SQL

Top-N SQL Top-N UserName Top-N Program

Active Session( DML )

Active Session( Wait Event Class )

IV. 제품 특장점 – ORACLE



3. ASH 기반 트랜잭션 및 성능 추이 분석

Top-N 트랜잭션 분석 – 사후 분석

Top-N SQL

Top-N UserName

Top-N Program

Active Session( DML )

분석 구간 선택

Top-N Command

Top-N Module

✓ 분석 구간을 드레그하여 해당 시간대에 대한 다양한 Top-N 분석이 가능합니다.

IV. 제품 특장점 – ORACLE



4. AWR 분석기

다양한 AWR 분석기

< AWR 커스텀 차트 추이 분석기 > < AWR SQL 분석기 > 

< AWR Event 연동 ASH 분석기 > < AWR Report 생성 및 관리기 > 

✓ 인스턴스의 성능 추이 분석을 통해 특이 구간 식별 ✓ 악성 SQL 식별 및 SQL의 각종 성능 추이 분석

✓ 동일 SQL Plan 변경 이력 확인

✓ Wait Event 분석 및 해당 Event에 대한 ASH(Active Session

History 연계 분석

✓ 각종 AWR 리포트에 대한 손쉬운 생성 및 관리기능

( AWR Report, SQL Report, AWR Diff Report, ASH Report )

IV. 제품 특장점 – ORACLE



5. SQL Workspace

다양한 뷰에서 SQL Workspace 로 원클릭 연동

Elevisor for J2EE

✓ Trace 내의 SQL

Elevisor for ORACLE

✓ Session

✓ Transaction

✓ Lock

✓ SQL Monitor

✓ Active Session History

✓ AWR SQL Summary

✓ SQL에 대한 Plan, 참조 Table,Undex,Analyze 정보 조회

✓ SQL에 대한 v$ 연계 분석(Statistics, Bind Variables, Runtime Plan)

✓ SQL에 대한 AWR 연계 분석(Statistics, Bind Variables, Runtime Plan, Chart)

✓ 해당 Table을 참조하는 Top 50개의 SQL연계 분석

✓ Elevisor for J2EE의 SQL 조회 화면에서 원클릭

SQL Workspace 연계 분석

✓ Elevisor for ORACLE의 모든 SQL 조회 화면에

서

원클릭 SQL Workspace 연계 분석

IV. 제품 특장점 – ORACLE



6. 점검리포트 자동화

자동 및 수동 점검 리포트 생성 및 관리

자동점검 수행 시간 설정

수동 점검 수행

점검항목 설정

✓ 점검 리포트는 자동점검 시간을 설정하면 해당 시간에 자동으로 리포트를 생성함

IV. 제품 특장점 – ORACLE



7. 로그관리 자동화

Alert 로그 관리

Incremental 방식의 Log수집

Alert Log

필터링 및 Aggregation

Repository
DB

Indexing

✓ Incremental 방식으로 Alert Log를 수집하여 운영서버 부하 최소화

✓ 불필요 Log 필터링 및 Aggregation을 통한 “ORA-” Error 정규화

✓ “ORA-” 오류 발생시 이벤트 Life-Cycle에 의한 이벤트 문자 전송

✓ Repository DB에 저장, Indexing을 통한 일자/시간대별 관리 화면 제공

✓ 그룹별 최근 6일간 원클릭 조회로 빠른 분석 가능

IV. 제품 특장점 – ORACLE



8. 기타 기능

테이블 스페이스 증가추이 관리

DB 파라미터 변경 이력관리

Buffer Cache Object 조회

✓ Tablespace의 증가 추이 조회

✓ Tablespace의 일증가량, 1일후,1주후,한달후 사용량,Full 예측

✓ Buffer Cache내에 상주하는 Object 및 Block수, 용량 정보 조회

✓ 특정 Object의 Buffer Cache 과점유 분석

✓ DB 파라미터의 변경 이력 추적을 통하여 성능 분석에 활용

IV. 제품 특장점 – ORACLE



멀티 DB 통합 관제 뷰 제공

✓ 다양한 관제 뷰 제공

✓ 다양한 관제 뷰를 통하여 접속세션,

처리량 등의 성능지표를 한눈에 비교 분석 가능

✓ 동시에 멀티 인턴스에 대한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

가능

✓ 일량 지표가 통합된 뷰로서 인스턴스의 전체 흐

름을 파악 가능

여러 개의 TIBERO DB의 성능을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각 인스턴스 별로 실시간에 발생하

는 일 량과 대기를 일목요연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통합 콘솔로서의 역할 수행

1.실시간 모니터링 [1/7] V. 제품의 특장점 – TIBERO 



✓ Session  정보 > SQL > 플랜 정보

페이지 이동 및 스크롤을 최소화를 위한

Drill-Down Approach 제공

인스턴스에서 발생되는 과부하(일 량의 과다현상) 시에 그 원인이 되는 세션 프로그램과 SQL을 Drill-down 방식으로 추적함으로써 신속

하고 정확하게 문제 원인을 실시간 진단할 수 있다

Drill - Down  to Session 

1.실시간 모니터링 [2/7] V. 제품의 특장점 – TIBERO 



1.실시간 모니터링 [3/7]

Tibero에서 발생하는 에러 상황 등을 기록하는 DBMS log 파일을 설정 주기에 따라 감시하고, 조회 기간 대비 시간대 별 수집 된 DBMS 

log를 조회 할수 있다

DBMS Log 감시

✓ DBMS log 파일 기록되는 내용을

일정 주기로 수집

✓ DBMS log  내용 감시 가능

✓ 접속되어 모니터링 중인 인스턴

스들에 대해 동시에 감시 가능

V. 제품의 특장점 – TIBERO 



1.실시간 모니터링 [4/7]

인스턴스에서 사용중인 Tablespace 정보를 Drill-down 방식으로 확인 함으로 현재 추이를 실시간 진단할 수 있다

Tablespace 조회

✓ Tablespace 사용량 제공

✓ DataFile 정보 제공

✓ Object  정보 제공

✓ 사용량 증가 추이 정보 제공

V. 제품의 특장점 – TIBERO 



1.실시간 모니터링 [5/7]

인스턴스에서 사용중인 Session 정보를 Drill-down 방식으로 확인 함으로 현재 추이를 실시간 진단할 수 있다

Session 조회

✓ 실시간 Session 조회

✓ Session Status 별 조회

V. 제품의 특장점 – TIBERO 



1.실시간 모니터링 [6/7]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 중인 세션 중 Commit 되지 않은 상태의 Transaction 목록이며 현재 추이를 실시간 진단할 수 있다. 

Transaction 조회

✓ Commit 되지 않은 상태의

Transaction 목록

V. 제품의 특장점 – TIBERO 



1.실시간 모니터링 [7/7]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 중인 세션 중 Lock이 걸린 세션 과 Lock을 유발한 Session 의 정보를 표시 한다.

Lock 조회

✓ Lock 소유 Session과 대기 세션

간의 상관 관계를 트리 형식으로

표시

V. 제품의 특장점 – TIBERO 



2. 진단 및 분석

하루 24시간의 성능지표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성능문제가 발생한 구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능저하의 사

전 인지 없이도 빠짐없는 사후 분석이 가능하다. 

✓ 선택 구간 또는 일간의 조회의

성능 트랜트로 부터 장애 및 성능

저하 지점 손쉽게 찾을 수 있음

✓ 하루 00 시 24시까지 모든 성능

추이를 출력

✓ 일중 Peak 구간을 확인하여 그시

점대로 이동 가능

Performance Trend

V. 제품의 특장점 – TIBERO 



시스템의 각종 성능정보수집( 약 24개 항목 )

1. 시스템의 각종 성능 정보 수집 VII. 제품 특장점 - SYSMON

시스템 리소스 정보

Top Process 정보

시스템의 성능 추이 차트 제공

✓ OS 리소스 : CPU/메모리/SWAP사용률

✓ Process Group : Process 개수, CPU점유율, 메모리 점유율, 스레드수, OpenFile수

✓ FileSystem 여유량 : File System별 Free 임계치 설정

✓ Disk I/O 사용률 : Disk 별로 사용률 설정

✓ Network 상태별 : ESTABLISHED, TIME_WAIT, CLOSE_WAIT, 접속 IP수

✓ Log File : 로그 파일에 대한 이벤트 설정(동일 로그 파일에 대한 이벤트 분리 가능)

✓ Ping : 서버에서 다른 장비로 Ping 테스트 설정 및 이벤트화

Network Status 정보

Process Group  및 File System 정보 제공



2. 사후 분석

서버 별 사후 성능 추이 분석

성능 정보 특이 구간 식별

기간별 성능 추이 분석

VII. 제품 특장점 - SYSMON



3.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별 실시간 성능 추이 분석

성능 지표 시점분석

기간 설정 및 사후성능추이분석, Top N 설정 및 성능 지표 별 Sort 가능

성능 정보 특이 구간 식별

성능 추이 차트 제공

프로세스 별 사후 성능 추이 분석

VII. 제품 특장점 - SYSMON



4. 프로세스 그룹 관리

강력한 프로세스 그룹관리 지원

Process Group설정 정보

시스템 Process List 정보

✓ 프로세스 그룹 관리를 통한 Process 의 전체 프로세스, 일부 프로세스 , 유저, 유저 그룹 , 프로세스의 부모 및 자식 전체 프로

세스, 프로세스의 부모 및 자식 일부 프로세스 별 그룹화 기능 지원

✓ 프로세스 그룹 별 Process Count, CPU Util, Memory Usage, Thread Count, Open File의 성능정보 확인 및 이벤트 설정 가능

Process 그룹 ID 및 그룹패턴 지정을

통한 그룹핑 기능

Process 그룹에 대한 성능 정보 수집

VII. 제품 특장점 - SYSMON



4. 프로세스 그룹 관리 - 계속

프로세스 그룹 성능 추이 분석

성능 지표 시점분석

기간설정 및 사후 성능추이분석, Top N 설정 및 성능 지표 별 Sort 가능

성능 정보 특이 구간 식별

✓ 프로세스 그룹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성 개선 가능

성능 추이 차트 제공

VII. 제품 특장점 - SYSMON



4. 프로세스 그룹 관리 - 계속

프로세스 그룹 별 이벤트 설정 가능

✓ Process Count, CPU Util, Memory Usage, Thread Count, Open File에 대한 사용량 이벤트 설정 가능

성능 수치에 대한 이벤트 설정 가능현 시스템 성능 수치

Process  추가를 통한 이벤트 활성

VII. 제품 특장점 - SYSMON



서버간 네트워크 연결 정보 자동 수집 및 관리

서버간의 네트워크(TCP/IP) 연결 및 상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관리하여 관제 및 서버간의 접속 토플로지 구현 및 분석 시 활용

WAS1
( TCP : 8080 )

DB1
( TCP:1521 )

WEB1
( TCP : 80 )

Backend
( TCP:7700 )

WAS2
( TCP : 8080 )

DB2
( TCP:1521 )

In(80)=123개

In(WEB1:8080)=50개

In(WAS1:7700)=15개
In(WAS2:7700)=10개

In(WEB1:8080)=73개 In(WAS2:1521)=30개

In(WAS1:1521)=20개

Out(DB1:1521)=20개

Out(DB2:1521)=30개

In(InBound), Out(OutBound)

5. Network Status 관리

실시간 Network Status  정보 수집 및 표현

VII. 제품 특장점 - SYSMON



5. Network Status 관리 - 계속

Network Status 성능 추이 분석

성능 지표 시점분석

기간 설정 및 사후 성능추이분석, Top N 설정 및 성능 지표 별 Sort 가능

성능 정보 특이 구간 식별

✓ Network Status 정보에 대한 이벤트 설정가능 및 In/Out정보를 통한 Network Status관리 가능

성능 추이 차트 제공 Local IP 별 Network 성능 정보 제공

VII. 제품 특장점 - SYSMON



5. Network Status 관리 - 계속

IP 별 In/Out Bound Socket 상태 별 이벤트 설정 가능

✓ In/Out Bound Socket의 Network Status에 대한 ESTABLISHED, TIME_WAIT, CLOSE_WAIT, Foreign Ips별 이벤트 설정으로

특이사항 사전 감지

임계치 설정

Service Name 수동 입력 가능

VII. 제품 특장점 - SYSMON



VIII. 제품의 특장점 – I-DASBOARD 1. 실시간 대쉬보드(1/ 3)

Elevisor Integration Server 에서 수집한 모니터링 대상 들을 사이트 별로 구분하여 단일 화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 한다. 

Domain-Web-WAS-DB-BackEnd 모니터링 제공



1. 실시간 대쉬보드 ( 2 / 3 )

서비스 기반 관점의 토폴로지

VIII. 제품의 특장점 – I-DASBOARD 



1. 실시간 대쉬보드( 3 / 3 )

상세 모니터링 성능 차트 화면 제공

VIII. 제품의 특장점 – I-DASBOARD 



2. 중앙 통합 관제

서비스 관점의 이벤트 관제

VIII. 제품의 특장점 – I-DASBOARD 



3. 중앙 이벤트 관리

이벤트 조회

VIII. 제품의 특장점 – I-DASBOARD 



사후 분석 시 조회 안되는 문제(트레이스)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대응 안됨→ 신뢰도 저하

제품에 대한 엔지니어 지원력 부족

DB 연계분석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불가

장애 사전감지 및 운영자 인지 불가

육군 K부 – 육군XX정비정보체계

WAS 서버 3대 ( 48 Core )에 P* APM 도입 운영

AS-IS

문제점현황

Elevisor로 윈백

모니터링이나 사후 분석 기능 원활

즉각적인 제조사의 대응 → 신뢰도 향상

제품에 대한 엔지니어 지원력 원활

DB 연계분석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가능

장애 사전감지 및 문자를 통한 운영자 인지

To-Be

개선내용적용내용

WAS 서버 3대 ( 48 Core ) P* APM를 Elevisor로 윈백
WAS 서버 2대 ( 16 Core ) Elevisor 추가 적용
DB 서버 2대 ( 48 Core )  Elevisor로 추가 적용

1. Win Back – Case #1 IⅩ. 구축 사례



H기관 – 민원XX

장애 사전감지 및 운영자 인지 불가

DB 연계분석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불가

성능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연동 불가

미적용 WAS 존재

민원 WAS 서버 4대에 J* APM 도입 운영

AS-IS

문제점현황

Elevisor로 윈백

WAS-DB 통합성능관리 체계 구축

장애 사전감지 및 문자를 통한 운영자 인지

DB 연계분석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가능

WAS-DB 성능정보를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연동 활용

민원 WAS 서버 4대 J* APM를 Elevisor로 윈백

연계 WAS 서버 2대 Elevisor 추가 적용

인증 WAS 서버 4대 Elevisor 추가 적용

문서유통 WAS 서버 2대 Elevisor 추가 적용

DB 서버 20대 ( 142 Core ) Elevisor로 추가 적용

To-Be

개선내용적용내용

1. Win Back – Case #2 IⅩ. 구축 사례



K기관 – 홈페이지, 수출입XX

장애 사전감지 및 운영자 인지 불가

DB 연계분석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불가

성능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연동 불가

홈페이지 WAS서버 2대에 P* APM 도입 운영중
수출입XX WAS서버 4대에 P* APM 도입 운영중

AS-IS

문제점현황

Elevisor Mate 동시 적용

WAS-DB 통합성능관리 체계 구축

장애 사전감지 및 문자를 통한 운영자 인지

DB 연계분석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가능

WAS-DB 성능정보를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연동 활용

DB Alert 로그 실질적 이벤트 관제

홈페이지 WAS서버 2대에 P* APM과 Elevisor 동시적용

수출입XX WAS서버 4대에 P* APM과 Elevisor 동시적

용

ORACLE DB서버 30대에 Elevisor 추가 적용(100% 적용)

To-Be

개선내용적용내용

2. 기존 도입 APM과 동시 적용 Case IⅩ. 구축 사례



K1공사, K2공사

WAS-DB통합관제 시스템 부재

장애 사전감지 및 운영자 인지 불가

DB 연계분석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불가

보안 문제 발생

- 운영자 PC별로 DB서버와 방화벽 오픈

- 다양한 단순 DB 모니터링툴 사용

일부 DB에만 M* APM 도입 운영중
DB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단순 모니터링툴 사용

AS-IS

문제점현황

Elevisor 사이트 라이선스 적용

WAS-DB 통합성능관리 체계 구축

장애 사전감지 및 문자를 통한 운영자 인지

DB 연계분석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가능

운영자 PC에서 DB서버 직접 접속 배제(보안문제 해결)

DB Alert 로그 실질적 이벤트 관제

성능관리 및 사전인지를 통한 장애 발생률 감소

WAS서버 30대에 Elevisor 적용

ORACLE DB서버 20대에 Elevisor 적용

To-Be

개선내용적용내용

3. 사이트 라이선스 적용 Case IⅩ. 구축 사례



N센터

➢ 운영원이 24*365 상시 Hang 장애 사전감지 메시지를 SMS 문자로 수신을 통하여 End-User 보다 먼저 시스템의 이상 징후 인지.

➢ Hang 장애 사전 인지를 통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조치 가능

➢ Hang 장애 발생 전 사전조치를 통한 장애 예방

➢ 기존대비 80% 이상의 조치시간 단축

4. 데이터 센터 Hang 장애 사전감시 체계 구축 IⅩ. 구축 사례



Elevisor Agent

업무관리
WAS 1..n

Elevisor Agent

홈페이지
WAS 1..n

Elevisor Agent

영업
WAS 1..n

Elevisor Agent

지식관리
WAS 1..n

Elevisor Agent

웹메일
WAS 1..n

Manager
Threads

JSP/Servlet

Performance Logger

Archiver

UDP Reciever1

UDP Reciever2

TCP Agent 
Commander

JDBC Pool

Data Collector

DB #4

DB #1

DB #2

DB #3

DB #n

WAS URL
성능로그

WAS 
성능로그

ORACLE
성능로그

빅데이터
로그 분석시스템

39항목

관제전용
성능로그

이벤트
로그

128항목 88항목

103항목 16항목

자동매핑
연계정보

Elevisor 연동
연동 성능데이터

빅데이터
로그 분석 데이터

WAS 및 DB 관제

Relation 정보 활용

※ 센터 내에서 빅데이터로그분석 시스템과 연동되는 APM은 Elevisor가 유일함.

5. 빅데이터 연동 Case

N센터

IⅩ. 구축 사례

http://findicons.com/icon/86770/database_2?id=86910
http://findicons.com/icon/86770/database_2?id=86910
http://findicons.com/icon/86770/database_2?id=86910
http://findicons.com/icon/86770/database_2?id=86910
http://findicons.com/icon/86770/database_2?id=86910


개발 단계의 AP 성능검증 및 최적화

시범운영 기간에 DB 성능 문제 원인 분석 및 조치

WAS-DB 통합성능관리 체계 구축

장애 사전감지 및 문자를 통한 운영자 인지

DB 연계분석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가능

성능관리 및 사전인지를 통한 장애 발생률 감소

O가스종합정보센터 1,2차 구축

WAS서버 3대에 Elevisor 적용

1차 구축

2014년 04월

WAS서버 1대에 Elevisor 추가 적용
DB서버 1대에 Elevisor 추가 적용

2차 구축(증설)

2014년 11월

적용 효과

6. 기타 - O가스종합정보센터 구축 IⅩ. 구축 사례



K공사 전국 수처리DB 중앙 집중 관리

ORACLE 9.0 ~ 11gR2

본사관리자의 인스턴스

경남 지역 담당자의 인스턴스

Elevisor 서버

• 12개 광역 지역 서버의 통합 관제 및 성능 관리

– Elevisor Server 를 통해 RAC포함 16개 인스턴스의 통합 관제

– 각 지역서버와 중앙 서버간의 Link 를 이용한

배치 작업의 통합 관제

– 중앙 집중 성능 관리 체계 구축

6. 기타 – K공사 구축사례

• 지역 담당자의 로컬 모니터링 환경 제공

• One Solution, Multi User 로 클라우드 시스템 실현 및 비용 절감

IⅩ. 구축 사례



㈜포스윈 / www.forcewin.com
152-76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701호
TEL 070-4633-2500 / FAX 070-4015-2500

전략사업부 박영식차장
HP:010-5181-3448

E-mail:yshick@forcew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