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HAN [enterprise] 란?

KHAN [enterprise]는 최근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IT흐름에 맞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운영자가 효과적으로 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 입니다.  

웹 시스템의 특성상 빠른 확장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환경에서 자동화된 설치 및 배포, 이기종 WAS세션 

클러스터링 구성 및 웹시스템 성능 모니터링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KHAN [enterprise] 주요특징

웹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웹 시스템 설치/
구성 자동화

설치 보고서/
운영 가이드 제공

세션
클러스터링

표준운영
환경제공

1.

2.

3.4.

5.

안 정 적 인  표 준 운 영 환 경

신속/정확한 웹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웹 시스템의 

 표준운영환경 구축

이기종 WAS 및 

Application  고가용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션 클러스터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통합관리 및 배포(적용)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가능

웹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 트랜젝션

관리가능

웹시스템

 설치/구성 자동화

안정적인

 웹 시스템 운영

웹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웹 Application

 세션 클러스터링



맨텍의 KHAN [enterprise]는 표준화되지 못한 기술지원 서비스, 

오픈소스 기반의 웹 시스템 품질 및 전문가의 부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써, 

고객의 웹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비즈니스 민첩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기존방식은 지원 엔지니어의 수준에 따라 품질/안정성/성능 등의 차이가 발생함

·수작업으로 인한 기간, 비용 그리고 Human Error의 발생 빈도가 높았음

·지원 엔지니어에 따라 테스트/리포트/튜닝/운영 교육 등에서도 품질의 편차가 큼

·주요 컴포넌트에 대한 설정과 텍스트 추가작업

·IP Binding과 시스템 연결/테스트/배포 등
   수작업 필요

·웹서버와 WAS 인스턴스가 동일한 환경

·단순한 인스턴스 구성

·즉시 서비스 가능한 운영 환경 구축

·Application 배포까지의 
   웹시스템 구축의 전체 과정을 자동화

·복잡한 시스템 별 구축 요건 수용

·도메인/서버 그룹 관리 지원

가상화 Cloning
(Semi Automatic Deployment)

KHAN [enterprise]
(Fully Automatic Deployment)

웹시스템 설치 구성 자동화 전문가 수준의 최적화된 튜닝

표준 운영 환경 제공 설치 보고서 / 운영가이드 제공

가상화 Cloning과 KHAN [enterprise] 기대 효과

주요특징

기존방식
(수동 설치 및 구성)

KHAN [enterprise]
(자동 provisioning)

구 성 수 일 소요 몇 십분 이내

구축 품질 엔지니어 수준에 따라 가변적 전문가 수준의 품질

관리/감독 진행 단계별 테스트 사전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자동화

문 서 화 수작업에 의한 작성 및 품질도 가변적 자동으로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 작성

유 지 관 리 수작업을 통한 구성변경 새로운 구성정보로 신속한 설치/구성

품 질 엔지니어 수준에 따라 가변적 전문가 수준

장애발생빈도 엔지니어 수준에 따라 가변적 상대적으로 낮음

비 용 고가 저가

few weeks

웹시스템 자동화 기대효과

수작업 설치 및 구성

웹 시스템 구축 시간

90% 이상 단축

few hours

KHAN [enterprise]

기존 방식과 KHAN [enterprise]1. 3.

4.2.



· 세션 데이터별 인스턴스 지정하여 공유

· 별도 인프라 없이 가능

· 세션 복제간 성능 저하

| WAS간 구성 |

· WAS간 세션 데이터 공유

· 인스턴스와 APP. 공유 용이

· 별도 서버 구성 필요

· 웹 시스템 성능 낮음

| WAS간 + 데이터 그리드 구성 |

Use Case(적용 업무 및 기능)

KHAN [session manager] 구성 방식

기대 효과

· 데이터그리드에 세션 정보 저장하여 운영

· 별도 서버 구성 필요

· 유연한 확장 및 안정성 보장

| 세션 데이터 그리드만 구성 |

WEB WEB WEB WEB

WAS WAS WAS WAS

Session Clustering

데이터그리드

맨텍의 KHAN [enterprise]는 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WAS Level의 고가용 실현을 위한 이기종 WAS간 session clustering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 입니다. 

또한 In-memory 방식을 통한 성능 향상 및 고가의 상용WAS 대비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1.

3.

2.

> >

이기종 WAS
세션 clustering

구현 가능

WAS 고가용
세션 clustering

비용 절감

In-memory
방식으로

성능 향상

서로 다른
Application
세션 공유

중복
로그인
방지

세션
Time-out

제어

다양한
토폴로지

지원

Web
Server

모니터링

웹 기반 콘솔을 통해 GUI환경으로 

웹시스템을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수분내로 WAS 설치 및 세션 클러

스터링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WAS 및 웹 application에 

대한 세션 공유를 통해서 비용효

율적으로 웹시스템의 고가용성과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웹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모든 트랜젝션 및 관련 자원

(OS/Web/WAS)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OS커널 외 수 많은 웹 Application의 파

라미터 등을 자동으로 튜닝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및 Human 

error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합니다.

엔지니어의 Skill-set에 상관 없이 

신속하게 웹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별 정책수립 및 구축이 가능하며, 자

동으로 설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WEB WEB WEB WEB

WAS WAS WAS WAS

세션서버

Session Clustering

백업

WEB WEB WEB WEB

WAS WAS WAS WAS

Session Clustering



웹 시스템 통합 성능 모니터링

KHAN [enterprise]는 APM 기본 기능인 CPU / TCP / 

Network 외에 웹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 모니터링을 

위한 dash-board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구로써 부하량, 접속자 파악, 

장애진단, 통계 등을 통해 응용프로그램 성능관리와 서비스 

이용성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누적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웹 서비스에 대해서 웹시스템의 상태를 만족도 지수로 

표시하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직관적으로 해당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상 징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예측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상태와 설정 시간 이후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사전 알림 기능을 통해 시스템의 실시간 

통계 예측이 가능합니다. 

SQL 병목 구간 및 원인 분석, 스레드덤프 및 CPU 과점유 

스레드 분석과 오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WAS의 실시간 

상태 및 장애 발생의 원인 파악 및 분석 등 효과적인 WAS 

장애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 시스템의 스레드 덤프를 요청하면, application URL별 

스레드 덤프 시점까지 수행시간 등을 표시하고, 스레드 상태 

분석표에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여 트랜젝션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Prepared Statement의 파라미터 값이 맵핑된 쿼리문을 

가지고 test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지수 / 사전 알림 기능 (장애 예측)

WAS 장애 분석 도구

맨텍의 KHAN [enterprise]는 기업의 웹 시스템 및 관련 application에 대한 

통합 성능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웹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웹시스템을 활용한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APM 솔루션 입니다. 

Excellen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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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Unacceptable
(Unax) 0T

50T

100T

85T

94T

70T

1.

3.

2.

WAS의 장애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JVM 스레드 덤프 분석 도

구와 WAS 트러블 슈팅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웹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모든 트랜젝션 및 관련 자원

(OS/Web/WAS)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HTML 5 기

반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 지수를 UI 를 통해 직관적

으로 볼 수 있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시간 통계 분석을 통해 임계값

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꼭 필

요한 경우에만 모니터링 이벤트

가 발생합니다. 



| KHAN [enterprise] 3가지 주요기능  |

1

2

3
· 웹 시스템 통합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APM)

· HTML5 기반 웹 콘솔 제공 (다양한 디바이스 활용)

· WAS 장애 분석 도구 및 정교한 Event 처리

· GUI를 통한 실시간 예측 및 서비스 만족도 지수를 제공

운 영 체 제 Linux 계열 Linux / Windows Linux / Windows

Web server Apache / JBoss EWS Apache / JBoss EWS Apache / JBoss EWS

WAS Tomcat / JBoss EAP
Tomcat / Jboss EAP 

/ Weblogic Std.
Tomcat / Jboss EAP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12층 (04781)
TEL.02-2136-6900   FAX.02-575-4858    www.mantech.co.kr㈜ 맨텍

· 웹 시스템 설치 / 구성 및 튜닝 자동화 솔루션

· Linux / JBoss 기반 웹 시스템 표준 운영환경 제공

· OS / Web / WAS 최적 성능 튜닝 제공

· 설치 및 운영 보고서 자동 생성 및 제공 등

| 지원 환경 |

· 이기종 WAS 및 웹 Application 간의 세션 공유

· Apache/Tomcat 세션 클러스터링 구성

· 중복 로그인 방지 기능 

· Web 시스템 클러스터링의 안정적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