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무선 통합 인프라 관리 솔루션

XpertViewer

XpertViewer 특징

XpertViewer는 실시간 ICT 인프라 환경에 대한 장애 대처 및 분석, 예측을 통한

능동적인 사전 장애 감지가 가능한 유·무선 통합 인프라 관리 솔루션 입니다.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상태 모니터링

초 단위 성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가능

유연한 확장성 및 인프라 환경의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가능

다양한 모니터링 대상 정보의 직관적인 UI/UX Dash-Board View 제공

인프라 운영 상황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및 자동화된 통계 리포트 제공

XpertViewer 주요 기능

장비 CPU, Memory 사용률 초 단위 성능 데이터 수집 및 임계치 분석

회선 처리 성능, Error량 초 단위 수집 및 임계치 분석

장비/회선 성능

데이터수집 및 분석

장애 감지 및

이벤트 통보

트래픽 분석

자산정보 관리

무선 AP 관리

vCenter 연동

Health Score

장비/ 회선 상태 감시 및 Syslog, 전원, 온도, FAN, module 등 다양한 장애요소 상태 감시

분석 이벤트 SMS, Pop-up, Alarm, Email 통보

장비 자산정보 자동 수집 및 장애일지, 작업일지 관리 기능

운영보고자료 출력 및 Email, 보고 기능

무선 컨트롤러 및 AP에 대한 현황 감시 및 장애 모니터링

무선AP에 대한 사용률 / 장애 감지 및 AP별 사용자 현황

VM WARE 의 vCenter와 연동하여 심플한 토플로지 맵 제공

인프라 관리 장비에 대한 상태 Score 출력 기능

장비, 회선별 Application Top-N 정보 및 Worm, DDos트래픽 감시,

트래픽 발생 사용자 분석 및 이벤트 통보



XpertViewer Manager
● Web, C/S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Collector 중앙관리 및 데이터 관리
● Windows 기반 H/W
  (H/W를 통해 Manager + DB Server 구성 가능)

XpertViewer Collector
● 장비 성능정보 수집 빛 장애 감시, Syslog등 이벤트 수집 및 전송
● H/W + S/W 일체형 제품
● 1차 데이터 가공을 통해 분석 그래프 생성 및 임계치 위반 분석MS SQL DB Server

● 환경설정, 장비구성, 자산,기간별 분석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저장 및 관리

XpertViewer 구성

웹 환경에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Collector 중앙 집중 관리 및 데이터 관리

인프라 운영 현황 제공

XV Management

XV Data Base

XV Collector

장비 성능 정보 수집 및 장애 감시, SYSLOG 등 이벤트 수집 및 전송

초 단위 실시간 성능 수집 및 임계 분석

1분 단위 데이터 수집 시 적정 처리 용량 15,000 인스턴스

굿어스(주) Goodus, Inc.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4~15층 (06162)

www.goodus.com

영업 담당

김인호 차장  inho.kim@goodus.com / 070-7017-4136

김형진 과장  hyungjin.kim@goodus.com / 070-7017-4231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데이터 및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보에 대해

기간별 데이터 보관 기능을 제공

DB Server
Collector

Manager

Y관리자 유관 시스템유.무선 통합 인프라 관리 솔루션

<기타 사외/사내 시스템>
XpertViewer 구축범위

(WEB기반 인터페이스)

XpertViewer 관리 기능

구성관리

성능관리

장애관리

통계자료관리

장비관리

작업관리연계

Configuration

관리기능

DB서버

수집서버

구성/성능정보

장애이벤트/구성/성능정보
관리서버

장애/성능/구성 

Configuration 정보
장애/성능/구성 

Configuration 정보
DB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