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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소개

 컴퓨웨어에서는 장애 인식 및 영향도 파악, 복구 담당자 선정 및 통계 분석 등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2세대
사용자 응답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인 DCRUM을 제안합니다.

1.1 컴퓨웨어의최신 사용자 응답시간 모니터링 솔루현

::: :::사용자응답시간모니터링

Page Load Time

단말 네트워크 서버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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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

사용자
응답시간

모든 사용자, 모든 트랜잭션 모니터링 (Agent, 가상 테스트, 장비 polling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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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를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응답시간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

 단말, 네트워크, 서버 구간의 응답시간과 네트워크 성능을 나타내는 RTT, Loss Rate, Throughput 등을
이용하여 연계 분석

1.2 웹 어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방법

1.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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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을 수집하는 AMD(Agentless Monitoring Device)와 통계 분석 장비인 CAS(Center Analysis Server), 상세
분석 장비인 ADS(Advanced Diagnostic Server)로 구성됨.

1.3 제품 구성

1.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소개

전용선

인터넷

°°°

패킷수집통계분석상세분석

구분 모듈명 기능 용량

패킷수집 AMD (Agentless Monitoring Device) 네트워크 주요 구간에서 패킷 수집
최대 12 Port, 1.5Gbps 
수집

응답시간
통계분석 – 웹

CAS (Center Analysis Server) - Web 
Analysis

웹 응답시간 관련 정보 통계 분석

1일 최대 1천만 페이지
응답시간
통계분석 – 기타

CAS (Center Analysis Server) - Analysis 
Module

웹 이외의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한 응답시간 정보
통계 분석

응답시간
상세분석

ADS (Advanced Diagnostic  Server) 응답시간 저하 원인 파악을 위한 상세 정보 분석 1일 최대 5백만 페이지

네트워크
통계분석

CAS (Center Analysis Server) -
Enterprise Analysis

트래픽 성능 관련 정보 통계 분석 최대 1.5Gbps

:::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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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 사용자 수, 응답시간, 에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 지정
기준치를 넘은 경우 관리자에게 경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1 어플리케이션사용자 응답시간 측정 및 경고, 리포트 기능

::: :::응답시간측정, 경고, 리포트기능제
공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7

 POS 어플리케이션을 중요 업무별로 Reporting Group으로 정의하여, 어느 부분의 업무가 많이 사용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느린지 확인한 후, 느린 원인을 “단말-네트워크-데이터 센터-페이지 디자인-다수의 이유”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2.2 시나리오1 :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때 (예: POS 어플리케이션)

::: :::응답시간측정, 경고, 리포트기능제
공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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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 어플리케이션의 중요 업무 중 하나인 POS Agents 업무의 느린 페이지 시간 별 발생 추이 및 응답시간 지연
원인 (“단말-네트워크-데이터 센터-페이지 디자인-다수의 이유”로 구분) 시간 별 추이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응답시간측정, 경고, 리포트기능제
공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2.2 시나리오1 :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때 (예: POS 어플리케이션)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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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될 때, DCRUM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느려졌으며, 언제 주로 느린지, 
서버/어플리케이션/고객지원/네트워크 중 어느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3 성능 저하 원인 분석 및 담당 부서별 제공 정보

::: :::성능저하원인분석및 담당부서별제공정보

Vantage delivers answers:

어떤어플리케이션?  POS agent 어플리케이션

얼마나느린가?  전체페이지중 10% 가느림

언제느린가?  하루종일

누가해결해야하는가?  Data Center & Network

성능저하?

서 버

Vantage Tells You:

어떤서버가느린가?

어떤트랜잭션이느린가?

Front 서버혹은 back-end 

서버중어디가느린가?

어플리케이션

Vantage Tells You:

어떤트랜잭션이느린가?

언제느린가?

왜느린가?

고객지원

Vantage Tells You:

주요사용자들은누군가?

어떤트랜잭션이느린가?

어느지역이느린가?

네트워크

Vantage Tells You:

네트워크때문에느린
페이지는얼마인가?

내부혹은외부네트워크
중어디가 문제인가?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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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대의 서버에서 운영되는 환경이라면 어느 서버에서 성능 지연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4 서버 팀에서 필요한 정보

::: :::서버별 성능제공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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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서버의 시간 별 느린 페이지 발생 추이 및 오류(Abort) 페이지 발생 추이를 제공하여, SMS의 서버 자원 사용
현황 정보와 연동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2.4 서버 팀에서 필요한 정보 - 계속

::: :::서버성능저하원인분석

시간별느린페이지의발생추이를제공합니다. SMS 

(System Management System)에서 제공되는

서버의자원현황 (CPU, Memory Utilization, 등)

정보와연관하여문제의원인을찾을수있습니다.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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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UM은 단말과 서버 사이의 패킷을 수집하여 응답시간을 분석하므로, 서버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서버의 전체적인 응답시간만을 제공합니다.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이 자바나 닷넷인 경우 서버 내부의 지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컴퓨웨어의 dynaTrace와
연동하여 문제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서버성능저하원인분석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2.4 서버 팀에서 필요한 정보 - 계속



13

 느린 트랜잭션이 어떤 것들이며,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트랜잭션의 성능이
느리다면 사용자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느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트랜잭션의 성능을 최적화할 때는 항상 사용 빈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5 어플리케이션팀에서 필요한 정보

::: :::서버성능저하원인분석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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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네트워크-데이터 센터-페이지 디자인-다수의 이유” 별로 느린 원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원인 별 해당
페이지 목록을 제시합니다.

 아래 자료는 “페이지 디자인”의 잘못으로 응답 시간이 느려진 페이지의 정보를 시간 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서버성능저하원인분석

하루중발생한수백만건의트랜잭션중응답시간이느린

트랜잭션의정보만자동으로추출하여제공하여분석시간을

대폭줄어들도록합니다.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2.5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필요한 정보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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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시간이 느린 페이지의 원인을 더욱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내부 컴포넌트 별 성능을 Chart로 제공합니다.

 각 컴포넌트 별로 Chart에서의 Bar 색상 및 배열을 이용하여 단말, 네트워크, 서버에서 소요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서버성능저하원인분석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2.5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필요한 정보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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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에서의 지연 시간(Latency)이 주요 원인인 페이지 발생 추이와 당신 네트워크의 Bandwidth 사용률, 
End-to-End RTT등을 비교하여 네트워크 성능이 지연의 주요 원인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합니다.

::: :::서버성능저하원인분석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2.6 네트워크팀에서 필요한 정보

네트워크지연시간 (Latency) 문제로인한
시간별트랜잭션지연건수의추이정보
제공

네트워크지연시간(Latency)이
평균 76ms에서갑자기 300ms로
증가함

네트워크지연시간 (Latency) 문제가발생할때
발생한트래픽의양은오히려적은상태임. 이는
인터넷회선의성능저하혹은서비스제공자의
장애가주요원인임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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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용자 중 체감 응답시간이 느린 사용자 및 가장 많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사용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사용자에 대하여 시간 별 트랜잭션 실행 내역 및 성능에 대한 추적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서버성능저하원인분석

2.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기능

2.7 고객 지원 팀에서 필요한 정보

성능이 좋지않은 사용자 가장 많이 사용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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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컴포넌트

Report 
sever 
core

Application
(ADS)

Application
(CAS)

SQL Server DB

DMI

Agentless
Monitoring

Device (AMD) 

Monitored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

Web
Browser

Agentless (passive)
monitoring 

▶ AMD(Agentless Monitoring Device)

- 데이터 수집 장치

- 리눅스 기반

- 모든 네트웍 애플리케이션 수집

▶ CAS(Central Analysis Server)

- Windows 2000/2003 Advanced Server

- AMD 데이터 처리

- 웹 기반의 성능 및 분석 리포트 제공

- 각종 추이 정보 저장

▶ ADS(Advanced Diagnostic Server)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 분석

- 지연 원인 및 문제 구간에 대한 상세 분석

3. DCRUM (DataCenter Real User Monitoringing) 구조

3.1 세부 컴포넌트

 DCRUM은 패킷을 수집하는 AMD (Agentless Monitoring Device)와 성능 분석을 담당하는 CAS (Center 
Analysis Server), 웹 페이지의 지연 원인 상세 분석 및 통계를 담당하는 ADS (Advanced Diagnostic Server)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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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관점 정보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미리 정의된 상용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가 정의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하여 전체 페이지 호출 횟수, 
클라이언트/서버 데이터 전송량 및 Realized bandwidth, 접근 사용자 수, HTTP요청 횟수 등을 제공합니다.

 성능 관련하여 느린 페이지 발생 수, 성능 지표, 영향받은 사용자 수, 느린 HTTP 세션 발생 수, 평균 응답시간, 
평균 페이지 크기 등을 제공합니다.

 가용성과 관련하여 멈춘 페이지 수, TCP 및 HTTP 에러 발생 수, TCP 및 HTTP 가용성 지표 등을 제공합니다.

4.1 어플리케이션 관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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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관점 정보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서버들의 서버 별 사용현황, 성능, 가용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버 별 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 정보와 동일하며 서버 관점에서 동일한 정보 제공

4.2 서버 관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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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관점 정보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3 웹 페이지 관점 정보

 각 URL 별 사용현황, 성능, 가용성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URL 별 정보는 URL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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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점 정보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4 웹 페이지 관점 정보

 각 지역 별 사용현황, 성능, 가용성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역별 정보는 지역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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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그룹 관점 정보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5 리포트 그룹 관점 정보

 리포트 그룹은 애플리케이션, 서버, URL, 지역 등을 논리적으로 묶은 집합입니다.

 각 리포트 그룹 별 사용현황, 성능, 가용성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리포트 그룹별 정보는 그룹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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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성능 차트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6 페이지 성능 차트 정보

 각 애플리케이션, 서버, 지역, 리포트 그룹별 페이지 등의 성능 차트를 제공합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크기, 평균 응답시간(각 구간별 응답시간 제공), 느린 페이지 발생 횟수, 멈춘 페이지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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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성능 차트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7 네트워크성능 차트 정보

 각 애플리케이션, 서버, 지역, 리포트 그룹 별 네트워크 성능을 차트로 제공합니다.

 Client/Server RTT (Round Trip Time), Client/Server Loss Rate, Client/Server realized bandwidth, Page 
Size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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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성능 차트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8 서버 성능 차트 정보

 각 서버 별 성능을 차트로 제공합니다.

 CP가용성, HTTP응답시간과 HTTP요청횟수와의 관계, 이미지 처리 시간, TCP 에러 발생량, HTTP 에러 발생량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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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보 차트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8 사용자 정보 차트 정보

 애플리케이션, 서버, 지역별 사용자 정보를 차트로 제공합니다.

 접근 사용자 수, 느린 페이지로 인해 영향 받은 사용자 수, User Session 발생 수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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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분포 차트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9 성능 분포 차트 정보

 애플리케이션, 서버, 지역별 성능 분포 정보를 차트로 제공합니다.

 페이지 응답시간 분포도, 페이지 크기 분포도, 서버 처리 시간 분포도, Page Hit 분포도, RTT 분포도, 패킷
손실률 분포도, Bandwidth 분포도, HTTP 응답시간 분포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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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응답시간 분석 Chart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10 페이지 응답시간 분석 차트 정보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HTTP 요청에 대한 처리 시간 분석할 수 있는 Load Sequence 차트를
제공합니다.

 각 HTTP 요청 별 응답시간, 구간별 응답시간, 요청 시간 등의 정보를 통해 문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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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사용자 목록 분석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11 접근 사용자 목록 분석 정보

 하나의 URL, 애플리케이션, 서버, 지역 별로 접속한 사용자들의 목록 제공합니다.

 각 사용자 별로 접근한 지역, 페이지 호출횟수, 느린 페이지 발생 횟수, 성능 지표, 평균 응답시간, 멈춘 페이지
발생 수, HTTP 에러 발생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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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행위 분석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4.12 사용자 행위 분석 정보

 각 사용자 별로 특정 시간 동안 호출한 모든 페이지 목록을 보여주며 상세한 성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Interval 단위로 해당 사용자가 호출한 URL목록, 접근 지역, IP, 호출 시간, 호출 횟수, 느린 페이지 발생 횟수, 
평균 응답시간, 네트워크 지연 시간, 네트워크 시간 비율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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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별 페이지 응답시간 분석

4. CAS (Center Analysis Server) 주요 화면

5.13 사용자 별 페이지 응답시간분석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호출한 URL에 대한 페이지 응답시간 분석 차트인 Load Sequence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HTTP 요청 별 응답시간, 구간별 응답시간, 요청 시간 등의 정보를 통해 문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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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어플리케이션 상세분석 Overview

5. ADS (Advanced Diagnostic Server) 주요 화면

5.1 웹 어플리케이션 상세분석 Overview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지연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줍니다.

 지연 원인을 네트워크, 서버, 페이지 디자인, 클라이언트, 기타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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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원인 별 분포 및 추이

▶ 웹 애플리케이션의 지연 원인 별 분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한 추이 정보를 보여준다.

5. ADS (Advanced Diagnostic Server) 주요 화면

5.2 지연 원인 별 분포 및 추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지연 원인 별 분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한 추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연 원인을 네트워크, 서버, 페이지 디자인, 클라이언트, 기타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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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URL별 지원연인 분석

▶ 느린 응답시간을 보인 URL들과 각 URL별 느린 페이지 발생횟수 및 지연 원인별 발생 횟수를 보여준다.

5. ADS (Advanced Diagnostic Server) 주요 화면

5.3 각 URL별지연 원인 분석

 느린 응답시간을 보인 URL들과 각 URL별 느린 페이지 발생횟수 및 지연 원인 별 발생 횟수를 제공합니다.

 지연 원인을 네트워크, 서버, 페이지 디자인, 클라이언트, 기타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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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연 원인 별 느린 페이지 분석

5. ADS (Advanced Diagnostic Server) 주요 화면

5.4 각 지연 원인 별 느린 페이지 분석

 각 지연 원인 (네트워크, Data Center, Client, Page Design, 복합적 원인)별로 느린 페이지가 발생한 URL의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연 원인에 맞는 각 URL의 성능 정보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각 URL의 지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7

::: :::Custom Care

5. ADS (Advanced Diagnostic Server) 주요 화면

5.5 고객 사용 현황 정보

 사용자 별로 지연 페이지 발생 횟수와 지연 원인 분포를 제공합니다.

 각 사용자 별로 지연이 발생한 모든 페이지 요청에 대한 원인 별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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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I (Data Mining Interface)

6. DMI (Data Mining Interface) 기능

6.1 사용자 정의 리포트 생성

 원하는 리포트를 자유롭게 생성/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생성된 리포트는 사용자 정의 리포트 (Custom Reports)로 저장됩니다.

::: :::

 원하는 리포트를 자유롭게 생성/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생성된 리포트는 사용자 정의 리포트 (Custom Reports)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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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모듈 명 지원 프로토콜 모듈 기능

Web (HTTP) HTTP HTTP 일반 웹 페이지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Web (HTTPS) SSL HTTPS HTTPS Decoding

Database

Informix Informix Informix DB 모니터링

TDS TDS MS SQL DB 모니터링

DRDA(DB2) DRDA(DB2) DB2 모니터링

Oracle SQL *Net Oracle DB 모니터링

Middleware
JOLT (Tuxedo) JOLT Tuxedo 모니터링

XML XML XML Code 모니터링

SMTP SMTP SMTP SMTP Protocol 모니터링

VPN VPN TCP VPN Gateway 모니터링

Oracle Forms Oracle Forms TCP, HTTP, HTTPS Oracle Forms  모니터링

FIX FIX FIX FIX 모니터링

Thin Client ICA (Citrix) Citrix Citrix Traffic 모니터링

Enterprise

TCP TCP TCP Protocol 모니터링

Generic TCP TCP Protocol 모니터링

DNS DNS DNS 모니터링

UDP UDP UDP Protocol 모니터링

ICMP ICMP ICMP Packet 모니터링

IP IP IP Datagram 모니터링

Non IP Non IP Non IP 모니터링

7. DCRUM 지원 가능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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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CRUM 지원 가능 프로토콜

구분 모듈명 지원 프로토콜 모듈 기능

Web (HTTP) HTTP HTTP
일반 웹 페이지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Web (HTTPS) SSL HTTPS HTTPS Decoding

SOAP SOAP HTTP, HTTPS SOAP 모니터링

Database

Informix Informix Informix DB 모니터링

TDS TDS MS SQL DB 모니터링

DRDA(DB2) DRDA(DB2) DB2 모니터링

Oracle SQL *Net Oracle DB 모니터링

MySQL MySQL MySQL DB 모니터링

Middleware
JOLT 

(Tuxedo)
JOLT Tuxedo 모니터링

SMTP SMTP SMTP, ESMTP SMTP Protocol 모니터링

VPN VPN TCP VPN Gateway 모니터링

Oracle Forms
Oracle 

Forms
TCP, HTTP, HTTPS Oracle Forms  모니터링

LDAP LDAP LDAP LDAP 모니터링

SAP SAP HTTP. HTTPS, RFC SAP 모니터링

SMB SMB SMB SMB 모니터링

구분 모듈명 지원 프로토콜 모듈 기능

Siebel Siebel HTTP, HTTPS Siebel 모니터링

FIX FIX FIX FIX 모니터링

VOIP VOIP RTP, ETCP, SIP, H323 Voip 모니터링

Thin Client ICA (Citrix) Citrix Citrix Traffic 모니터링

Enterprise

TCP TCP TCP Protocol 모니터링

DNS DNS DNS 모니터링

UDP UDP UDP Protocol 모니터링

ICMP ICMP ICMP Packet 모니터링

IP IP IP Datagram 모니터링

MQ MQ
IBM Websphere MQ 모니

터링

Exchange
Exchange RPC over 

HTTP/HTTPS

Exchange Server 모니터

링

MetFlow NetFlow NetFlow 모니터링

Non IP Non IP Non IP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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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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