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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evelopment Centers 

 6개 글로벌 R&D 센터 

 연 매출의 14% 이상을 R&D에 재투자 

 60여개 이상의 특허 

Recognition 

 #1 IDC market share past 4 years 

 Deloitte 2010 Technology Fast 500 

 Fortune 100 fastest-growing companies 

 Fortune 100 fastest-growing tech companies 

 Boston Globe #1 growth company in Mass. 

 Software 500 #1 growth company (less than $1b) 

 회사 설립 : 1984년 

 본사 소재지 : 미국, Westford 

 직원수 :  1,000+ (45%+ R&D  및 기술인력) 

 지사 : 32개국 이상 

 2000년 – NextPoint 합병  

 2005년 – Quantiva  합병  

 2007년 – Network General 합병 (스니퍼) 

 2011년 – Psytechnics  합병 (Voice & Video) 

 2012년 – Simena (Intelligence TAP) 

 2012년 – Onpath (Intelligence TAP) 

 2013년 – Accanto  

 2014년 – Danaher Corporation’s Communications 

 Fortune 100대 기업의 93%가 고객 

 전세계 75개국 이상, 25,000+ 기업 고객 보유  

 전세계 46개국, 150+ 통신 사업자 고객 보유 

 75만 개소 이상의 모니터링 세그먼트 

 



01 다양한 관리 시스템에도 장애 지속적 발생 

02 업무 담당자간 문제 원인 소재 불명, 부서 내부에서만 논의 

03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 관점 부재 

04 반복되는 장애를 해결하고자 지속적 투자의 악순환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네트워크 팀 : 
장비 로그 이상 없습니다. 

보안 팀: 
차단 내역 없습니다. 서버 팀: 

CPU/메모리 이상 없습니다. 

개발 팀: 
프로그램에 이상 없습니다. 

응용프로그램 팀 : 
이벤트 발생 내역 이상 없습니다.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DNS 

AAA 

Cache 

Anti Virus Load Balancer 

WWW WAS DB Mail 

• WAN / LAN 성능 이슈 
• QoS 정책 이슈 

• 방화벽 성능 이슈 
• 보안 정책 이슈 

• DNS 정보 업데이트 이슈 
• DNS 쿼리 서비스 이슈 

• AD/RADIUS/Kerberos/LDAP 
   등의 인증 실패 이슈 

• 캐싱 데이터 서비스 지연 이슈 

• 정상 파일 차단 이슈 

• 네트워크 노드 성능 
• ACL 필터 이슈 
• QoS 정책 이슈 

• 웹서버 성능 이슈 
• 웹 서비스 지연 이슈 

• VIP 와 RIP간의 Request 변경 이슈 
• 서버 로드 발란싱 이슈 

• MX 서비스 이슈 
• 스팸  메일 처리 이슈 

• CORBA, TIBCO. WebSphere 
등 Middleware 이슈 

• IBM MQ, Oracle, MS SQL 등 
   DB Middleware 이슈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Hardware 

라우터 

보안장비 

스위치 

서버 

Visible Visible 

Running Management Running Management 

IT 서비스 성능관리 

Service Flow 

Activity Management 

Invisibl
e 

WEB 

Application 

DB 

DNS, 인증 

WAS 



DNS 

AAA 

Cache 

Anti Virus Load Balancer 

WWW WAS DB Mail 

Link / Traffic 

AAA 

ADC / SLB 

WWW 

ADC / SLB 

WAS 

ADC / SLB 

DB 

SERVICE 
www.comas.co.kr 

SERVICE 
mail.comas.co.kr 

Link / Traffic 

SPAM Solution 

MTA 

DB Application 

MAIL_1 

Storage 

MAIL_2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사용자 세션 분석 어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서비스 가시성, 
트래픽의 변동 상태, 

각종 KPI 

어플리케이션, 서버,  

네트워크 성능 

홉 단위의 세션 비교. 
각 트랜젝션 분석  

패킷 비교 분석, 
패킷 분석 툴 

서비스 통합 모니터링 상세 패킷 분석 

WHAT 
WHEN 

WHERE 
WHO 

WHY HOW 

어떤 서비스?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구간?  문제인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감지 

어떤 서버가? 언제? 어떤 문제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직관적으로 확인  

어떤 Host가? 어떤 URL이? 어느 

구간에서? 어떤 세션이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상세 분석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근거자료 제공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패킷수집장비 분석 서버 패킷수집스위치 

Auto Slicing 
(optimize) 

ASI (Adaptive Session Intelligence) 

UNIVERSAL 
Metric 

Database 
Metric 

WEB 
Metric 

DNS 
Metric 

KPI, KTI, KSI, KEI 등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미러링 

 1G/10G/40G Interface 지원 

 24 port ~ 576 port 지원 

 통합 관리 

 Drag & Drop 

 Vlan Tag, DPI filtering, N to N 

구성, 500 nano/sec Latency 

 전수 패킷 저장 

 통계 데이터 생성 

 다양한 형태의 Interface 

type지원 10G, 1G SFP, 

10/100/1000 Ethernet 

 서비스 대시보드 

 조기경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네트워크 성능 관리 

 

데시보드 성능 분석 

세션분석 패킷분석 



주요기능 및 특징 

제품명 Netsocut nGenius Packet Flow Switch 

제조사/공급사 Netscout Systems 

주요특징 

• 원본 Source 트래픽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통합 관리 제공 

• 500ns Ultra-low Latency 제공  

• 특화된 트래픽 분배 기능 제공(Many 
to Many, Load Balancing) 

• 추가 모듈 구성 없이 
1G/10G/40G를 혼합 제공 

• TAP 및 SPAN 의 Monitor port 
부족 문제를 해결 

항목 세부항목 세부규격 

시스템명  패킷 수집 스위치 

모델명  nGenius Packet Flow Switch 

제조사  NetScout Systems 

하드웨어 

사양 

포트  1G/10GbE Ports 24 ~ 576(최대) 지원 

관리용 포트  1-Port 10/100/1000 Base-T (RJ-45) 

성능  최대 17.2 Tbps switching capacity 제공 

콘솔 포트  1 x Serial (RJ45) 

크기   1~12 RU 

무게  7.6 ~ 150 kg 

전원 
 이중화 
 최대전력 184 ~ 4850W 

동작 온도  10~45℃ 

PFS 

네트워크 주요 구간의 원본 트래픽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기능 및 특징 

제품명 Netsocut nGenius Infinistream 

제조사/공급사 Netscout Systems 

주요특징 

• 전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수집 장비 
및 통계 Data 생성 

• 효율적인 스토리지 관리를 위한 패킷 
Slicing 기능 제공 

• 원격 디코딩 기능 제공 

• 통계 데이터 생성 및 제공 

• AST 기능을 통해 저장 용량 5-10배 
증가 

항목 세부항목 세부규격 

시스템명  패킷 수집장치 

모델명  nGenius InfiniStream 

제조사  NetScout Systems 

하드웨어 

사양 

Interface Type • 10/100/1000, 1G SFP, 10G XFP 

Interface 수량  2, 4, 8 Ports 

관리용 포트  1-Port 10/100/1000 Base-T (RJ-45) 

Storage  1TByte ~ 144TByte 

RAID 지원  RAID6 지원 

크기  

(D x W x H) 
 64.3cm x 43.7cm x 13.2cm (3RU) 

랙마운팅  Side Rails, 19” 표준랙 마운팅 지원 

무게  31.91 Kg 

전원 
 이중화 
 100최대전력 5.5A , 620W 

동작 온도  10~45℃ 

INFINISTREAM 

수집장비는 네트워크 주요 구간의 트래픽을 Raw Packet Data 형태로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수집/저장하여 각종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품명 Netsocut nGeniusONE 

제조사/공급사 Netscout Systems 

주요특징 

• 수집된 전수 Data 기반 모든 서비스 
트래픽 현황 분석 제공 

• 실시간, 
1밀리/1초/1분/15분/1시간/1일/주/
월간 추이 제공 

• 이상 변화 트래픽 및 신규 트래픽 
자동 감지 

•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 세션 
분석 제공 

항목 세부항목 세부규격 

시스템 명  패킷 분석시스템(S/W) 

모델명  nGeniusONE(Performance Manager, Service Delivery Manager) 

제조사  NetScout Systems 

S/W 

사양 
License 

 패킷 수집장치 Capture Port 10개 이상 모니터링 분석할 수 있는 
License 제공 

 자동학습 및 사전 알람 License 제공 

H/W 

권장사양 

 CPU :  2 X 3.6 GHz quad core processors 

 MEM : 48 GB  

 HDD : 10TB  

 OS : Windows Server 2008 STD, x64 

주요기능 및 특징 

분석 시스템은 S/W 형태의 제품으로 세션, 패킷 관리,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nGeniusONE 



주요기능 및 특징 

• 서비스 단위 모니터링 
• 성능 및 가용성 감시 
• 이슈 발생 서비스 확인 

다양한 판단 기준 조합 

• 도메인 트리구조 
• 구간, 서비스, 그룹별 모니터링  



주요기능 및 특징 

연계(종속)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Client 커뮤니티 



주요기능 및 특징 

Flow별 모니터링 매트릭스 



주요기능 및 특징 

각 프로토콜에 특성화된 지표 

서비스 맞춤 성능 지표 



주요기능 및 특징 

구간별 응답속도 확인 



주요기능 및 특징 

네트워크 응답시간 

서버 응답시간 



주요기능 및 특징 

패킷과 바운스 차트를 동시 비교 

분석 근거 자료 확보 



주요기능 및 특징 

• 이벤트 정보, 링크 분석, 호스트 분석, 세션 분석 화면에서 on-click을 통한 PDF
로 리포트 작성 

• 다양한 종류의 리포트를 원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일간,주간,월간 등 리포트를 메
일로 제공 

 

분석한 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른 팀과 공유 



주요기능 및 특징 

서비스 모니터링 

Alert 

서비스 종속성 맵 

세션분석 패킷분석 

데시보드 



주요기능 및 특징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넷스카우트 설치 목록 

장비명 비고 

패킷수집장비 10G, 12TB, 4Port 

분석 서버 nGenius ONE 

패킷수집스위치 1/10G/ 16Port 

 인터넷 관문 L4 Switch (2회선) 
 DMZ 구간 L4 Switch (2회선) 
 DMZ 구간 BackBone (2회선) 
 DMZ 내 가상서버 구간 (4회선) 
 Online 금융 결제 구간 (2회선) 
 내부 L4 Switch (2회선) 
 Wi-Fi BackBone (1회선)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요 

모바일 
Apps 사용자 

WEB 
OOO.co.kr 
XXX.co.kr 

DNS 

SMB 

NFS 

온라인 FEP 
tcp 8001 

WAS 
mcbtap01-04 

DB 
mcibdb01-02 

FTP 

- DNS name error 이슈 
- DNS 사용자 Event 급증 이슈 

-AAA.co.kr 응답지연 하위 레벨 분석 

  - 모바일 App 비정상 종료 이슈 

  - AP 백본 ~ INT_L4_DRT_A 관문 트래픽 비교 

DB 
mcirdb01 

- OOO.co.kr App Error 분석 

WAS 
mcwacm01-02 

DB 
mcwfcm01 

Wi-Fi 
 || 

Internet 

 -WEB 서버 클라이언트 접속자 수 통계 

- XXX.co.kr App Error 분석 

-Online-FEP 서비스 Timeout 지연 및 보안 취약점 분석 



Client Web DB L4 Switch 

서비스 이슈 분석 사례 

주요 서비스가 1개월에 2~3회 불규칙적으로 끊김 ⇨ L4 Switch 이상 현상 (?) 

Ack Storm 
200만 PPS 

Request 
특정 쿼리문 요청 

특정 쿼리문 요청 

요청 응답 

백본스위치내 L4모듈 Down으로  
연결된 모든 서비스 장애발생 

L4 모듈 
Down 

장애발생 

근본 원인은 DB서버의 Ack Storm  



서비스 이슈 분석 사례 

사용자의 내부 포털 서비스 접속 및 일부 서비스의 속도 지연 ⇨ 네트워킹 이슈 (?) 

Request 
특정 쿼리문 

특정 쿼리문 

응답속도 빠름 

응답속도 지연 

응답속도 빠름 

5초지연 

장애발생 

서비스  
지연 발생 

특정 쿼리문 10개에 대해  
응답속도 지연 발생 확인 

Client Web DB WAS 

지연의 근본 원인은 WAS서버의 특정 쿼리 



서비스 이슈 분석 사례 

고객 결제 관련 서비스 중단 현상 ⇨ WAS 서버 이슈 (?) 

Client Web DB WAS 

결제 데이터 요청 

결제 요청 

POST 데이터 요청 

HTTP POST 요청 

HTTP 대역폭  
사용률 급감 DNS서버 

DB서버 
URL 요청 

응답 없음 

DNS 
장애 

WAS 서버 응답 없음 WAS  
서버 이슈 

WAS 서버 응답 없음 

근본 원인은 DNS 서버 오동작 



서비스 성능 분석 사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Oracle DB 서버 HANG에 대한 원인 불명 

1초 Peak 추이 – 전체 Link 1초 Peak 추이 - Oracle 

11시 경 ConV. 추이 Oracle 서비스 추이 

OCS-WEB1 App 추이 상세 패킷 분석 1ms 단위 기준  
900Mb 트래픽 급증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Oracle DB 서버 HANG에 대한 원인 불명 

근본 원인은 특정 쿼리에 대한 DB 오작동 

서비스 성능 분석 사례 



서비스 성능 분석 사례 

콜센터 

Client Call WEB DB Web WAS 

접수 시스템 

GET /Self….. 
GET /Self….. 

GET /Self….. 

5초이상 
Thinkingtim
e 지연발생 

DB 요청 5초 지연 시 FIN 

HTTP 200 OK  
접수 No. 101 HTTP 200 OK  

접수 No. 101 

GET /Self….. 
GET /Self….. 

GET /Self….. 
DB 요청 

DB 응답 

DB 응답 
HTTP 200 OK  
접수 No. 102 

HTTP 200 OK  
접수 No. 102 HTTP 200 OK  

접수 No. 102 

1
 
차 
접
수 

2
 
차 
접
수 



Reference 

http://www.airport.kr/eng/
http://www.khnp.co.kr/


Reference 

/


THANK YOU 
㈜ 코마스 
권혁진 차장 
Tel : 010-7119-7327 / 02-3218-6323 
Fax : 02-583-8687 
e-mail : hjkwon@coma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