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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I 솔루션 회사 개요

솔루션 개요 > 회사개요

㈜웅진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기반으로 IT Consulting, SAP ERP, Web & Mobile, 공공사업, 인프라구축 및 운영서비스까지 IT관련 전반 업
무를 수행하는 IT전문기업입니다. ㈜웅진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수행 능력과 독보적인 전문성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
을 제시하고 고객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

Overview

회사명

㈜웅진

대표자

이수영

사업분야

컴퓨터관련(SI포함) 서비스사업, 컴퓨터 운영관련서비스, 경영자문, 컨설팅 등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K-스퀘어빌딩 6층~16층

전화번호

TEL.1588-0505 | FAX. 02-2076-4898

설립년도

1980년 04월 01일

인원수

1,048 명

주요사업영역

IT Solution l IT Consulting l SAP ERP l SAP Education l 공공 SI&NI l AWS Cloud | Naver Cloud |
WEB & Mobile | IT Outsourcing l Call Center

㈜웅진

II 솔루션 서비스 - 개요

솔루션 서비스 > 개요

㈜웅진은 계열사 와 외부 SI 등의 오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Watchcon Solution 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웅진의 Watchcon Solution은 안정적인 모니터링 및 직관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사 시스템의 장애분석과 성능 개선(튜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자와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전사적인 시스템 관리 및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
AWS 통합빌링서비스

통합서버모니터링서비스

 원화/달러직관적비용확인가능

 인프라자원/트래픽모니터링

 비용전표처리사전작업최소화/자동화

 자원사용량설정및 모니터링

 실시간/월별 비용청구서확인및제공

 모니터링내역실시간통보

 사용비용에따른비용최적화
 RI 서비스이용내역및전월대비증감여부확인

(PUSH 앱을통한알림기능)
 Alert 이력관리및발생분석

 성능현황및자원사용에대한
리포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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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솔루션 서비스 - 아키텍쳐

솔루션 서비스 > 아키텍쳐

㈜웅진의 Watchcon Solution 아키텍처는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Agent와 수집된 정보를 가공 처리 하는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 되는 정보의 구성은 데이터 베이스가 운영되는 OS 정보를 포함하여 Instance / Session / SQL 레벨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용자는 Watchcon Solution 웹서버에 접속하여 다양한 형태 (관제/모니터링/분석/튜닝/리포트)의 멀티 인스턴스 통합 감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WatchSMS
Agent

WatchSMS
Collector

INTERNET

WatchSMS
Agent

WatchSMS
초단위관제

Watch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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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솔루션 서비스 - 주요 특징

솔루션 서비스 > 주요특징

㈜웅진의 Watchcon Solution DB는 메모리 기반의 View를 이용하여 물리적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본 5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단위로 정보를 수집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세부적인 내
용이 분석 및 직관적 확인 가능합니다.
각 패널별 Object 들에 대한 분석 및 Dashboard와 엑셀다운로드를 통해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01. 정보수집
01. 정보수집

02. 모니터링

03. 알 람

01. 정보수집
02. 모니터링
03. 알 람

04. 진단

08. 리포팅

04. 진 단
05. Session 분석

06. DB 분석

07. 지표분석

06. DB분석

05. Session
분석

07. 지표 분석

08. 리포팅

•

DB Memory, OS커널 SQL/API, Alert Log

•

웹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쉬운 접근성과 재사용성 제공

•

표준화 된 장애 예측 및 장애 관리 항목 제공

•

다양한 형태의 장애 통보

•

연계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

•

과도하게 수행된 Session 추적 및 수행시간, Event,
응답시간 분포도, 수행시간 등의 성능 분석

•

SQL 분포도기반분석

•

Slow Performance SQL 추적 및 응답 시간 분석

•

DBMS에서 수행된 전체SQL의 다양한 정보 분석

•

OS, Instance, User, Log, Lock, SQL, Event 등 다양한

지표분석
•

분석을 통한 리포팅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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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솔루션 서비스 - 장점

솔루션 서비스 > 장점

㈜웅진의 Watchcon Solution은 Server DB는 메모리 기반의 View를 이용하여 물리적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하여 정보를 수
집합니다. 기본 5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단위로 정보를 수집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세
부적인 내용이 분석 및 직관적 확인 가능합니다.

Cloud Wathch (AWS) 활용
 EC2 자원최적화

Cloud Watch
(AWS)활용

 낮은활용자원정보제공

 미사용자원(ELP, EBS) 파악

서비스
사용패턴
분석

사용자
맞춤
서비스

서비스 사용패턴 분석
 향후트랙픽증가시, 인프라자원업그레이드전략수립
 EC2 자원최적화(RI 활용) -> 사용요금최적화

사용자 맞춤 서비스
 업무 특성에 따른 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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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hy Watchcon?
㈜웅진의 Watchcon Solution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Dashboard 및 통계 그래프 등을 제공하는
강력한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AWS 클라우드 비용 및 RI활용현황 분석을 통한 비용 최적화 방안 제시
전월대비비용사용에따른인상/인하청구비용을한눈에확인가능
환율계산기로 청구비용비교가능

직관적인 Dashboard 화면 제공
Watchcon은운영시점에수집된성능데이터기반으로문제점파악과신속한튜닝조치를지원
성능데이터이력화를통해장애방지프로세스및운영시스템에AWS 클라우드 항목설정과
실시간모니터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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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Bill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Bill

㈜웅진의 WatchBill Solution은 고객 업무에 최적화 된 통합 빌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월별 비용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 최적화 /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WatchBill - 통합 빌링 서비스 [ 요약 ]

 고객의직관적비용 확인가능
 매월비용 청구서확인 및제공
 예산비용 사용량분석 가능

 주요클라우드별상세비용항목확인 가능
 전월대비 주요지표Dashboard 제공
 환율, 계산기분석를통한비용최적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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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Bill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Bill - 통합 빌링 서비스 [ 월별 이용 명세서 ]

월별 이용 명세서에서 원화/USD 비용과 전체비용 노출
(VAT 별도와 포함 구분해서 확인 가능)

환율계산기

월별 이용 명세서 - AWS 클라우드 서버별 인스턴스별 비용 사용료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청구비용 전월대비 인상/인하 현황과 환율계산기로바로바로 청구비용에대한비교검색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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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Bill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Bill - 통합 빌링 서비스 [ 월별 상세 증감 화면]

월별 상세 내역에서 전월 대비 증감여부를 확인 가능
- 인상은 빨강색, 인하는 초록색으로 위아래 화살표로
표기해서 비교가능

월별 청구 비용 상세 화면에서 전월대비 증감에 따른 인상과 인하 비용을 비교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전월 사용 일수에 따른 금액에 대한 변동 추이 및 비교금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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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Bill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Bill - 통합 빌링 서비스 [ 서비스별 이용내역 현황 ]
2

1

서비스별 이용내역 현황에서 EC2 / RDS 별로 구분해서 노출
엑셀다운로드 가능

서비스별 이용내역 현황 - AWS 클라우드 서버별 인스턴스별 비용 사용료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2 / RDS 별로 구분해서 비용 확인이 가능하며,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상세 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웅진

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Bill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Bill - 통합 빌링 서비스 [ 트래픽 사용내역 ]

트랙픽 사용내역 에서 일자별 트랙픽 사용내역 구분해서 노출

트랙픽 사용내역 - 일자별 트랙픽 사용내역 추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랙픽 사용량 및 상세 내역이 추이 그래프 및 상세 테이블 영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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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웅진의 WatchSMS Solution은 고객 관제 업무에 최적화 된 웅진만의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내역실시간통보및 신속한장애대응이가능한자동화 솔루션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WatchSMS - 통합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 [ 요약 ]

 인프라자원/ 트래픽모니터링
 시스템, N/W등자원 사용량설정및
모니터링

 모니터링내역실시간통보
 PUSH앱을통한 알림기능
 Alert창이력 관리및 발생 분석
 성능현황 및 자원사용에대한 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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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전체 서버 리스트 [ 메인 화면 ]

전체 서버 상태 요약
Alert 알람기능
장애 발생시 깜박임
서버별 UP/DOWN 상세 테이블
-> DOWM되면 해당 테이블 영역이 붉은색으로 변경되어 노출

서버별
CPU Used(%)

서버별
Memory Used(%)

서버별
Disk Used(%)

관리 서버 전체의 주요 리소스 CPU, Memory, Disk,
관리 서버의 개별 요약 정보와 실시간 UP/DOWN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Alert 알람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장애 발생 시 즉각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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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개별 서버 요약 [ 메인 화면 ]

Alert 알람기능
장애 발생시 깜박임

네트워크
수신

IO

eth0

Network Traffic

CPU
Uers

CPU
System
CPU Used(%) TOP 5
Processes

CPU Used(%)

MEM
TOTAL

CPU
RunQueu
e
MEM
MEM
Used
Free

MEM
Cached

MEM
Swap

CPU
lowait
Memory Used(%)

네트워크
송신

Memory Used(%) TOP 5
Processes

MEM
Buffers
저장장치 사용률

관리 서버 개별 요약 화면으로 주요 리소스 Network Traffic, CPU, Memory, 네트워크 송/수신, 저장장치 사용률 등
서버별 개별 상세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Alert 알람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장애 발생 시 즉각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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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개별 CPU [ 상세 화면 ]

서버 CPU 사용량 현황
추이 그래프

서버 CORE별 CPU 사용량 현황
그래프 지원

서버 CPU, CPU CORE 상세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웅진

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개별 Memory [ 상세 화면 ]

Memory Used(%)
추이 그래프/상세 테
이블 지원

Memory Cached(byte)
추이 그래프

Memory Used(byte)
추이 그래프

Memory Free(byte)
추이 그래프

Memory Buffers(byte)
추이 그래프

서버 Memory Used(%) / Used(byte) / Free(byte) / Cached(byte) / Buffers(byte) 상세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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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개별 저장장치 [ 상세 화면 ]

저장장치 사용량
그래프

저장장치 사용률(%)
그래프 지원

I/O
추이 그래프

Read & Write
추이 그래프

Time
추이 그래프

Completed
추이 그래프

Merged
추이 그래프

Weighted
추이 그래프

서버 저장장치 사용률(%) / 사용량 / IO / Read & Write / Time / Completed / Merged / Weighted
상세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웅진

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DB서버 > Oracle [ 상세 화면 ]
Oracle
Status

Current
Process

Current
Active Sessions

Current
InActive Sessions

TableSpace
Usage(%)

Process

Active Sessions

InActive
Sessions

Tablespace
Used(%)

Tablespace
Used

Tablespace
Free

Execute Count
[5m]

User Commit
Count [5m]

Parse Total Count
[5m]

User Rollback
Count

Wait Time

Resource
Utilization

DB상태 및 현재 프로세스, Active/InActive세션 개수와 TableSapace 사용율을 보여주고, Sessions , TableSpace,
Activity, Wait Time등의 상세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웅진

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SAP > HANADB(1/2) [ 상세 화면 ]

Alerts 건수

Alert conuts by
rating 건수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 사용률(%)

Alerts Details 상세 내용

Total Commections

Memory usage by
service

다음장 이어짐

SAP HANADB에 대한 Alerts 건수 및 conuts by rating 건수 , CPU, Memory, Disk 사용량을 보여주고, Total
Commections, Memory usage by service 등의 상세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웅진

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SAP > HANADB(2/2) [ 상세 화면 ]
Memory
Usage(%)

CPU Usage(%)

I/O
Throughput

Latency

Requests per
Sec

Queue
Length

I/O Wait Time

Recetive Rate

Transmission
Rate

Receive/Transmission
Errors per Second

Received Requests
per Second

Trasmitted Requests
per Second

Collisions per Second

I/O Service
Time

CPU Usage(%), Memory Usage(%), I/O Throughput, Latency, I/O Service Time, Requests per Sec, Queue Length, I/O
Wait Time, Recetive Rate, Transmission Rate, Receive/Transmission Errors per Second, Received Requests per
Second, Trasmitted Requests per Second, Collisions per Second 등의 상세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웅진

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Maria/MySQL/Aurora(1) [ 상세 화면 ]

Mysql
Connec
tions

MySql
Connectio
ns(%)

Upti
me

Thread
Seconds
mysql
disk
reads vs
writes

I/O

Buffer
Pool I/O

Thread
Count

mysql
network
received vs
sent

Running
Threads

Log File
Usage
Hourly

Buffer
Pool
Content

Query
rates

Buffer
Pool
Pages

Buffer Pool
Requests

ReadAhead

Row
Operations

Row Lock
Time

Aborted
clients

mysql
aborted
Connects

Logging
Performan
ce

DB서버 가동 시간과 MySql 가동률, 가동량을 시간 그래프로 보여주고, Threads, I/O, Buffer, Row Operations, Errors등
의 상세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웅진

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WatchSMS - Kubernetes (EKS) [ 상세 화면 ]

Number of Running
Nodes(Total)

Number of
Running Nodes

Pods Running

Nodes
Unavailable

Node
NotReady

Node Pressure

Quick Summary에서 Running Nodes, Pods 수를 시간 별 그래프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노드의 Unavailable, NotReady,
Pressure 수를 시간 별 등의 상세 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웅진

Ⅲ.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주요 서비스 소개 > WatchSMS

㈜웅진의 WatchSMS Solution은 고객 관제 업무에 최적화 된 웅진만의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내역실시간통보및 신속한장애대응이가능한자동화 솔루션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SNS Slack 채널과의 API 연동이 가능합니다.

WatchSMS - 통합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 [ SNS API 연동 가능 ]
Slack에서 해당 알람 발생시 클
릭해서 WatchSMS
모바일로 바로 이동해서 확인
가능

장애 발생 시 연동된 SNS Slack 통해 즉각
적인 알람이 전달되며,
해당 SNS Slack 그룹방에서 장애 원인을 바
로 확인 후, 즉시 WatchSMS 서버 모니
터링 솔루션에 접속하여 장애 문제점 확인
을 할 수 있습니다.

Slack 연동화면

WatchSMS 화면

㈜웅진

Thank you!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또또사랑’

IT & Business Shared Service 전문기업

㈜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