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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NETWORK PERFORMANCE MANAGEMENT 
� 직관적인 User Interface 
� 확장된 Workflow & Analysis 
� 강화된 Web Service Analytics 
� Third-party integration 
� 버전 컨트롤 매니지먼트 
� Expanded Event & Audit logging  새로워진 Observer® Performance Management Platform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권한과 컨트롤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 된 포괄적인 솔루션이 되었다. 이번 버전에서는 특히 매 트랜잭션을 패킷 레벨까지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여 문제 해결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해준다는 특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직관적인 User Interface Observer APEX  모든 operational metrics를 대쉬보드와 함께 한 곳에 모아두어 쉽고 빠른 운영을 돕는다.  

� Observer Analyzer가 Observer Probe나 Observer GigaStor appliance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pre-defined dashboard와 리포트로 띄워준다.  
� 위젯 툴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원하는대로 대쉬보드와 리포트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 산출한 결과를 그래프, 차트 등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른 비즈니스 유닛과 공유할 수 있다. 
� Error와 response time을 브라우저 타입,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등을 포함한 HTTP traffic metrics와 상호 연관시켜 준다.              

APEX○R
Performance Management Platform What’s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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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Workflows & Analysis 트랜잭션 레벨의 상세한 부분가지 억세스 할 수 있어 네트워크 팀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준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방식대로 restructure하므로 플로우의 비주얼화가 더욱 쉬워졌으며 다양한 application tier를 사용자가 IT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대로 실행해 준다. 이 기능은 APEX에서 지원된다.  
� 사용자가 서버 / 서비스와 어떻게 인터랙트 하는지 쉽게 알수 있다. 
�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정확하게 트러블슈트 할 수 있다. 
� 서비스 퍼포먼스를 최적화 할 수 있다. 
� 서비스 병목 지점을 파악하여 제거할 수 있다.                  Third-Party Integration RESTful API를 통해 퍼포먼스 데이터의 관리, 쉬운 공유가 가능해져 이벤트 매니지먼트나 서비스 조화와 같은 IT 보완 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 APEX와 OMS 안의 모든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데이터에 외부에서 억세스하여 이를 자동화 방식으로 컨트롤, 수정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데이터와 퍼포먼스 인텔리전스를 다른 그룹이나 워크플로우와 공유하고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툴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 기능은 APEX와 OMS에서 지원된다.              

� Business 및 IT process와 performance monitoring을 쉽게 통합할 수 있다. 
� 퍼포먼스 데이터를 non-network team과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 
� 모니터링을 다른 테크놀러지나 계획, 즉 Cloud를 위한 service orchestration, SDN 및 virtual deployment와 자동화 통합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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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Web Service Analytics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얼마나신을 위해서는 fine-grained, end-user operating parameter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response time에서부터granular view를 얻을 수 있다. HTTP traffic metrics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제공한다. 이  Version Control Management Observer 제품 인터페이스 안에서 모든 Observer Platform 킨다. 보다 향상된 버전 컨트롤 매니지먼트접할 수 있게 해준다.       Hardware Specfication (APEX) 2U 19" rack-mountable Appliance  Windows Server 2008 Std x64 edition  Six-core processor,   메모리 64GB (* up to 128GB)  Stoarge: 8TB w/ RAID 5 (1TB x 8ea) Redundancy Dual Power Supply  Software Edition  (minimum system requirement) Quad-core Processor w/ clock speed of 3.0Ghz 32GB Memory Windows x64 edition  4TB (4-disk w/ RAID 5, 1TB disks, 72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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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고객이user operating parameter가 필요하며 Obsesrver Platform이 바로에서부터 브라우저 타입까지, 그리고 OS 정보까지, 실제 . HTTP traffic metrics는 브라우저 타입과 OS,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기능은 Apex와 Analyzer에서 지원된다.  Observer Platform 버전을 체크하여 최신 버전 릴리즈를매니지먼트 기능이 시간을 절감시켜 줄 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Software Edition  (minimum system requirement) core Processor w/ clock speed of 3.0Ghz RAID 5, 1TB disks, 7200RPM)  

www.hanvitsi.com 

고객이 항상 옳다. 완전한 서비스 확바로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response time, error 등과 
릴리즈를 다운로드 받아 업데이트 시기능과 특징을 보다 빠르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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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 샘플 스크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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