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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BIT에 도입된 Oracle SIEBEL CRM 전용
APM 솔루션 개발 및 KT BIT 업무 영역에 필요한 WAS
모니터링 툴 도입

수행범위

OSS, BSS업무용 APM 구축

도입배경

KT는 통신 인프라 혁신을 위해 추진한 BIT 프로젝트 과정에서
선정된 ERP(Oracle SIEBEL) 및 각종 WAS, ESB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 검토에 착수했다. WAS 모니터링
자체 패키지를 보유하고, 선정된 업무용 ERP인 C++ 기반의
SIEBEL CRM 모니터링 개발 능력을 보유한 다봄소프트를

고객명

KT

프로젝트명

BIT 미들웨어모니터링시스템

최종 선정했다.
도입효과

포함한 전문 ERP들의 오픈시 별도의 성능 모니터링 도구

프로젝트기간 2012 ~ 2013
적용제품

KT는 BIT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업무용 ERP인 SIEBEL을
부재로 성능 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나, 다봄소프트가

Pharos JAVA

개발, 공급한 Pharos SIEBEL, Pharos RODOD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었으며 다수의 WAS 기반

(현 ENPHAROS JAVA)

업무용 인프라솔루션에 엔파로스 자바를 도입해
모니터링함으로써 OSS, BSS에 핵심적인 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목표

주유소 포탈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WAS 관리

구축범위

SK엔크린 포탈업무 WAS 성능 모니터링

도입배경

SK에너지는 전국 가맹점으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주유업의
특성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중단없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WAS 가용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WAS 성능관리 솔루션을 검토,
엔파로스 자바를 최종 선정했다.

도입효과
고객명

SK에너지

프로젝트명

WAS 성능관리 시스템

프로젝트기간 2008
적용제품

Pharos JAVA
(현 ENPHAROS JAVA)

SK에너지는 엔크린 포탈업무의 안정화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진단을 통해 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가능해져 동일한 장애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목표

ERP 개발시 WAS에 대한 관리 및 JAVA 프로그램 진단

수행범위

재무회계, 예산관리, 관리회계, 성과관리 등 ERP 업무에 대한
APM 구축

도입배경

인천공항은 세계 1등 선진 공항으로의 발전 및 유지를 위해
공항 업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 전반의 ERP
구축시 근간이 되는 WAS를 24*365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WAS 성능관리 솔루션을 검토한 결과,
엔파로스 자바를 최종 선택, 도입하게 됐다.

고객명

인천공항

프로젝트명

아우리운영시스템 APM

프로젝트기간 2012
적용제품

Pharos JAVA
(현 ENPHAROS JAVA)

도입효과

인천공항은 엔파로스 자바의 도입으로 현재 도입, 운영 중인
ERP 업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세계 일류 공항의 지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ENPHAROS

Pharos for one, Pharos for all

사람과 기술,
산업별 시스템 특성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최적화된 성능 관리 솔루션 개발에 매진해 온
APM 전문가 그룹입니다.

‘Pharos for One, Pharos for ALL’를 모토로,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 및 트랜잭션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
비즈니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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