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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Company System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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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에이치에스는 IT 인프라 관리 솔루션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2006년도 설립 되었으며, 

클라우드/ 빅데이타/ IT융합기술 관련 사업 등을 통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상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 IT Management 전문 기업입니다.

회 사 명 ㈜쓰리에이치에스

대 표 자 김남중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차 913 

사업분야
비즈니스 시각화 대시보드, 
통합 관제포탈, IT자원 모니터링, 클라
우드, ITSM, 자산관리 솔루션 사업

설립년도 2006년 10월

종사기간 2006년 10월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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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Company System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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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영업배전정보시스템 이전 대비
인프라구축

• 서울보증보험 차세대 정보계 구축사업
• 공무원연금공단 ITSM구축
• GS리테일 ITSM 재 구축 사업
• NH투자증권 대시보드 고도화

• 방글라데시 가버넷 구축 사업 계약
• 서울지역대학 IT 관리자 협의회 신기술세미나 참여
• 인천 송도호텔 통합관제 서비스

(Smart Cloud모니터링+iVu)세미나 개최
• 코오롱베니트 개발/운영 품질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아모레퍼시픽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 아모레퍼시픽 Cloud 포털 구축
• 삼성SDS CCMS 구축(클라우드)
• BizualBuilder 비즈니스 시각화 도구 출시
• 롯데 카드 차세대 통합관제 대시보드 구축
• 한국가스공사 신사옥 IT센터 구축 및 티볼리증설
• 방글라데시 GovNet 통합관제/대시보드 구축
• GS 인증 획득 (인증번호 14-0032)

• 아이뷰센터(iVu Center) 통합관리 포탈 출시
• 한국 IBM OEM 공급계약 및 Partner 체결

(IBM Tivoli)
• 2006년 10월 (주)쓰리에이치에스 창립

2006 ~ 2007’s

• SKC&C Public 클라우드(Cloud) 구축
• 신세계 I&C 클라우드(Cloud) 포탈 구축
• 한화 S&C 클라우드(Cloud) PoC
• 2015년 01월19일 비주얼빌더 v1.2 기업용
대시보드 제작

•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등록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 한국 Oracle OVM 계약 체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등록
• 라이나생명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2008 ~ 2010’s 2011 ~ 2012’s

2016’s 2015’s 2013 ~ 201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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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에이치에스는 Proactive 한 관리를 통해 인프라 효율을 최적화하고 가용성을 확보하며, IT자원에 대한

가시성과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로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는 Self Service를 지향하며 프로세스 자동화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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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솔루션

클라우드
솔루션

비즈니스
시각화도구

(Bizual Builder)

IT자원
모니터링
솔루션

3HS
고객 만족 실현

ITSM
솔루션

통합관제
포탈

ITSM

3.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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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분담 및공동작업으로

유기적인조직체 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솔루션사업본부

기술실

정보통신연구소 경영지원실

관 리 팀

초급중급고급특급

40%

10%30%

20%

연 구 팀

기술인력구성전체인력구성

63%

15% 7% 15%

영업팀기술실 연구소 관리팀

4. 조직도 / 기술인력

CEO

”“

개 발 팀 기 술 팀 기술지원팀 영 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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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통한 진정한 End–to-End 모니터링 실현

- 서버/어플리케이션/미들웨어 장애 징후 검출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

- 자동대응 기능을 통한 관리자 업무 경감

- 다양한 플랫폼과 Plug-in 방식의 추가 모니터링 제품을 통해
혼재하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의 일원화, 효율화로
관리비 절감

- 웹,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J2EE등 다양한 IT관리 자원을 단일
Tivoli Enterprise Portal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관리 가능

- Monitoring : 유닉스, 윈도우, i5/OS, 리눅스, Linux on Z, z/OS
- Composite Application Manager for Application : DB2, Oracle, 

Sybase, Domino, SAP

- Composite Application Manager for Microsoft Applications : 
Microsoft 제품 관리

- Composite Application Manager for Transactions : 트랜잭션 관리

- Monitoring for Energy Management : 시스템 소비전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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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oli Enterprise 
포탈사용자

Tivoli Enterprise 
포탈서버

Tivoli 데이터
웨어하우스

OS Agentless
Universal Agent 
/ Agent Builder

Hub Tivoli 
Enterprise
관리서버

Operating
Custom

Agentless 
Solutions

ITM for
Virtual
Servers

ITCAM for 
Applications 

(SAP)

Operating
System
Agent

Custom
Agent

Solution

Database
Agent

Web
Resources

Agent

원격 Tivoli Enterprise 관리서버

IT자원 모니터링 솔루션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IBM Tivoli Monitoring 솔루션 제품

5. 주요솔루션 소개

IBM Tivoli Monitoring 솔루션은 쉬운 설치와 간단한 사용법으로 신속하게 설치, 구현할 수 있어
엔터프라이즈 부터 중소 환경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가용성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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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여 개의 이상의 이벤트를 수집하여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통합 관리 용이

- 통합된 이벤트들을 중요도에 따라 필터링 및 이벤트 처리 자동화

- 관리 대상의 이벤트 감소와 다양한 툴을 통해 문제 분석

- 양방향 서비스 데스크 연동에 대한 통합 이벤트 서버 사이징 가능

- IBM Netcool Operations Insight : 이벤트 통합
- IBM Tivoli Netcool/Webtop : Web 대응 인터페이스를 통해

Graphical Map, Table 및 Event List를 Real time으로 Customize
가능한 view를 제공

- IBM Tivoli Business Service Manager : 비즈니스 서비스 관리

IBM Netcool Operations Insight솔루션은 다양한 원천의 이벤트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유연
성과 다른 시스템으로의 이벤트 연동 기능을 제공 합니다. 400여 개의 이벤트 원천에 대한 수집 모듈
(Probe)가 준비되어 있으며, 향후 통합되는 모든 이벤트 원천에 대한 수집 및 통합이 가능합니다.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IBM Netcool  Operation Insight 솔루션 제품

8

5. 주요솔루션 소개

IT자원 모니터링 솔루션

모니터링 요원 기술지원 SME 관리자

통지 통합 이벤트 삼각도/그룹별 필터 커스컴 대시보드 장애 이력 보고서

이벤트 이력
데이터베이스DB

시각화/통지

통합정보 그룹웨어

녹취 자원관리

계정계 조합 AS

Database RegionSystem Region Applications Region MQ Network Region

통합 및 분석

OMNIBus
실시간 이벤트 엔진

이벤트 수집

G

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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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Netcool Operations Insight Network Management 솔루션은 장애의 최초 발생원인과 발생위치를
자동 파악하여 자동검색된 Topology 정보와 일치시켜 관리자의 보다 쉽고 정확한 네트워크 관리를 지원
하며, 특정 벤더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 Cross Domain discovery 및 Topology 상에서 표시 가능

- Discovery 엔진이 처리 단계의 정보를 저장하는 DNCIM 사용

- Perl 및 java를 지원하는 Collector개발 프레임워크 제공

- CORBA 및 EMS API와 연동 가능

- Network View Bookmark 및 Network path trace

- 양방향 서비스 데스크 연동에 대한 통합 이벤트 서버 사이징 가능

- IBM Netcool Operations Insight : 이벤트 통합
- Network Manager IP Edition : 네트워크 장비를 감지하고, 주기적인
폴링 정책을 통해 성능 및 장애를 관리

- Network Configuration Manager :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을 위한
진단 및 구성 관리

- Trap/Syslog Probe : 네트워크 장비의 Trap 메시지와 로그를 관리

기능 및 특징

IBM Netcool  Operation Insight Networ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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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솔루션 소개

아키텍쳐

JazzSM 포탈서버
Tivoli Integrated 
포탈 사용자

서비스 모델
Information

IMPACT
Analysis (optinal)

Impact

Analysis & Automation

Consolidate

DBMS

Network
Topology 

ITNIM ITM

System(UNIX, Win)
Application DBMS 

(Optional) 

Collect

SNMP
Std Trap

Polling
Syslog
EMS

junlper

SNMP
EMS
SEC
IMS

SNMP
EMS
SEC

WIMAX

SNMP
EMS
SEC

WIMAX

CMIP
EMS

Marconl
Polling

OS
Agent

DB
Agent

App

Infrastructure
Element Management System

Omnibus
Object Server

Report

IT자원 모니터링 솔루션

NOI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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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Operation Analytics – Predictive Insights 솔루션은 Resource와 Metric을 결합한 항목 간의 수학적
관계에 대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장애 발생을 감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IBM 빅 데이터 기술 활용

- 조기 문제 감지를 위한 실시간 분석

- Analytic multivariate 및 univariate 알고리즘을 사용

- IBM의 독자적인 스트리밍 분석 엔진인
InfoSpher Streams 탑재

- 어떠한 모니터링 소스와도 신속하게 통합

- Tivoli 및 Tivoli가 아닌 환경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므로 기존
투자분 보호

- 확장성이 뛰어난 서버 컴퓨팅 클러스터 및 방대한 알고리즘
사이즈를 통해 Machine intelligence 가치를 최대화

기능 및 특징 IBM Operation Analytics – Predictive Insights

Scoring Scoring Scoring

Metrics

Time

Startup / Intial data
arrival Model Build

Model Refresh Interval (e.g. 1wk)

Model Training Window or Train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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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솔루션 소개

IT자원 모니터링 솔루션

IOA-PI



LOGOCompany System

IBM Control Desk 솔루션은 하나의 단일화면에서 사용이 간편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재고관리, 재무관리, 조달, 계약 및 라이선스 정보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IT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 구성정보를 메타데이터에 저장하여 Upgrade가 용이하며 총 소유
비용의 절감 효과

- 통합 서비스데스크로의 확장을 지원 (IT, Non-IT에 대한 대응)

- 자체 운영인력을 통한 변경/조정 작업의 수행

- J2EE기반의 Web Architecture 및 SOA, Web Service, XML 지원

- Open Technology의 사용으로 기 운영시스템과의 연계 통합에
대한 용이

- 완벽한 한글화 및 다국어 지원

- 자산 이력 관리를 통한 IT자산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소유한
자산의 상태를 체크 하여 가장 최적의 자산 보유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를 통해서 규제 사항 준수와
관련된 시간, 비용 및 위험을 줄임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불법 소트프웨어
검출

타시스템

데이터 센터

Serial #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

총무시스템

PC자산

PC사용자
Serial #

자산 Discovery
정보(커스텀)

OA장비 사용자
기준정보 사용자/조직

정보

SW자산
등록/대여/반납 정보

해당자/관리자통보

관리자

사용자

자산 정보

라이선스
정보(커스텀)

인사 정보

결제

mySingle

ERP

리포트/권한관리/KPI

자기점검

자산 정보

라이선스
정보(커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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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솔루션 소개

자산관리 솔루션

I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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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ontrol Desk 솔루션은 분산형 플랫폼을 위한 고급 검색 서비스로서 설치된 분형 H/W,S/W의
최신 인벤토리 관리 및 소프트웨어 사용 데이터 수집을 지원합니다.

- 특정 서버의 H/W 및 S/W의 설치 정보를 ICD Web UI를 통해 확인

-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S/W목록 조회 및 카탈로그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 수집된 자산 데이터를 매핑하는 패키지화된 데이터 연동 모듈

- S/W 라이선스별로 구입수량, 설치수량, 사용 가능한 수량등을 파악

- 지원되는 운영 체제 : AIX, Solaris, HP_UX, Windows, i5/OS, Novell 
Linux, Red Hat Linux, SuSE Linux

TAD 관리서버

ICD DB

IT 자산관리
시스템

TAD Agent TAD Agent TAD Agent

ㆍㆍㆍ ㆍㆍㆍ

1

2

3

54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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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솔루션 소개

자산관리 솔루션

관리대상서버

① 관리서버에 ICD 설치 및 구성

② 관리 대상 서버에 ICD 설치

③ IT 자산관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ICD Database구성

④ ICD 관리서버는 수집된 정보를 ICD Database에 저장

⑤ 실제 자산 및 확인된 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영 및 유휴 자산 등 IT자산

라이프 사이클 관리

구현 작업 내역

I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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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Tivoli Application Dependence Discovery Manager 솔루션은 자원과 어플리케이션의 상관관계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어플리케이션 중심, 업부 중심의 통합 CI 관리 체계를
구현합니다.

- 관리 대상 자원이 다양하며 확장 가능

- 자원의 상세한 레벨에 대한 디스커버리

- 자동화된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 고객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OPAL을 통한
최신 디커버리 어댑터 지속적으로 제공

- 신속하고, 적은 노력으로 구축

-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 디스커버리

- 스케줄 기능 사용

- 시스템에 부하 최소화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13

5. 주요솔루션 소개

자산관리 솔루션

TAD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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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BigFix 솔루션은 IT운영과 보안 관리를 하나의 단일 화면에서 단일화된 구현 모델 및 소프트웨어
오퍼링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모든 종류의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에 대한 일원화된
시스템/어플리케이션, 파워, 보안 관리 솔루션

- 고객 환경으로의 실시간에 가까운 기능 업데이트와 보고

- 모바일 디바이스용 정보 수집 시스템(CMDB, SIEM 등)과의 연동을
통한 확장 플랫폼

- IOS, Android, Symbian, Windows Phone 등을 위한 진보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기능

- 단일 관리서버에서 25만대의 디바이스 관리

- Ficlet이란 기능으로 손쉽게 정책을 정의하고 구현

- Relay서버 기능으로 별도의 Management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짧은 시간 안에 구현 가능

- Lifecycle Client Device :  SW자산/배포, 파워관리, OS설치, 원격관리 수행

- Inventory Client Device: 자산에 대한 구성정보 및 사용량 정보 수집/관리

- Power Management : 전사적인 파워 관리 정책을 적용 및 상세 관리 기능

- Mobile Devices : 모바일 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성 확보, 모니터링

- Patch Client Device: 릴리즈 된 Fixlet으로 자동 os패치 및 업데이트 수행

- Compliance Resource : 패치 관리, 보안 구성관리, 취약점 관리 수행

- Protection Client Device: 악성 코드 및 다양한 위협으로 부터 실시간 보호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기능별 모듈 구성

Mac OS X Servers

Laptops Windows

PDAs

Mac OS XServers

LaptopsWindows

PDAs

IBM

IBM Publishing
Servers

- 여러 기능을 하나의 에이전트가 수행
- 지속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정책 강제화
- 시스템 영향 최소화 (<2% CPU) 

Lightweight. Robust Infrastructure

- 높은확장성
- 필요한 기능을 손쉽게 적용

Cloud-Based Content Delivery

- 확장성이 뛰어나고 보안위협에 안전
- 데이터통합, 분석 및 리포팅
- 다양한 정책 정의 및 배포

Single Server & Console

- 기존 관리 대상을 릴레이로 사용
- 가용성을 위한 복수 릴레이 지원
- 이동이 잦은 단말 장치 지원

Single Intelligent Agent
TEM Relay in DMZ

Mac OS XServers

LaptopsWindows

PDAs

TEM Relay

TEM Relay

TEM Console

Internet

Firewall

Remore LANEnterprise LAN

TEM Relay

TEM Relay

TEM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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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솔루션 소개

BigFix



LOGOCompany System

- 하나의 단일화된 솔루션을 사용하여 총 소유 비용 절감

- Type Ahead, Rich Text Editor, Viewer 기능 및 필수필드값
미입력시 표시 기능

- 사용자별로 직접 초기 화면 레이아웃 설정 기능

- TCR(Tivoli Common Reports) 보고서 툴 기본 내장으로 추가/편집/삭제

-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 서비스 요청을 등록/자산현황/
조회 가능

- 인시던트 입력시 관련 CI 및 서비스를 연계 등록하여 추적

- 변경관리 프로세스 및 복합적인 변경 일정을 관리

- 비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자에게 Cost Analysis 
데이터 제공

- DML(Definitive Media Library)화면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H/W,S/W 목록을 통합관리

- CI Topology 맵을 통해 컴퓨터시스템, Application, Application 서버, 
DB서버 등을 그룹별, 색상별로 관리하기 용이

- 구매/계약/요청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혼재되어 운영되는 IT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합 운영

- 형상관리 솔루션(Rational Team Concert, Clear Quest)과의 연계로
개발팀 과 운영팀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지원

IBM Control Desk 솔루션은 종합적인 IT 및 엔터프라이즈 도메인에서 자동화된 서비스 요청처리,
효율적인 변경관리, 최적화된 자산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합니다.

Database
Server

J2EE server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Directiory
Server

IBM Control Desk 

Tivoli’s process automation engine

Adminstrative
workstaion

Deployer’s
workbench

Intergration
Composer

DIS/CMS
database

TADDM OMP

I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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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 솔루션

I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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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솔루션 소개

클라우드 솔루션

- Openstack 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들을 모으고 제어하고 운영하는 클라우드 운영체제

- 클라우드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이 독립된 프로젝트로 나뉘어서 개발됨

- 6개월에 한번씩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기능이 발전하고 있음.

- Openstack의 장점은 Open Source 를 통해 라이선스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점과 거대한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

-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의 지원 가능하며 여러 종류의 하이퍼바이저를
연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음

주요 서비스 기능
- Compute(Nova) :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 Identity Service(Keystone) : 사용자 및 API에 대한 인증 및 권한 설정
서비스를 제공, Openstack 의 서비스들의 통합 인증 시스템

- Image Service(Glance) :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머신 이미지를 저장, 등록, 관리, 전달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Network Service(Neutron) :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 Block Storage(Cinder) : 가상 디스크 볼륨을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

- Object Storage(Swift) :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오프젝트 단위의 저장소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

- Dashboard Service(Horizon) : 사용자가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 환경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데시보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Openstack은 현재 IBM, HP를 비롯한 150여 개의 벤더가 참여한 클라우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며,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능 및 특징 OpenStack Components

NOVA

CRM 관리자 포털

VM관리 VM이미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VM
네트워크

VM 볼륨

GLANCE SWIFT NEUTRON CINDER

COMPUTE
IMAGE
SERVICE

OBJECT
STORE

NETWORKING
VOLUME
SERVICE

IDENTITY
SERVICE

KEYSTONE HEAT

ORCHESTRATION

METERING AND
MONITORING

CEILOMETER

포털인증 / 
권한관리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모니터링

Trove
Database service

framework

Ironic
Bare metal
Provisioning

SAHARA
Hadoop on
OpenStack

ㆍㆍㆍ

Open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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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솔루션 소개

클라우드 솔루션

- OpenStack 과의 연동을 지원하는 GUI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진. 클라우드 운영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 Chef, Docker등 Open Standard 와의 호환성, 
다양한 에코시스템과의 연동성

- 셀프서비스 포탈, 서비스 카탈로그 기능 제공

- GUI기반의 패턴 엔진을 통한 패턴 관리 및 Heat Orchestration 
Template의 자동 변환

- 패턴관리 및 자동 배포를 통한 DevOps 의 확장 용이

-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통합 관리 - VMWare, KVM, Hyper-V, 
PowerVM, zVM 지원

- 퍼블릭 클라우드 연동 – Amazon, SoftLayer, MS Azure 등의 public 
cloud와의 연동 지원

- OpenStack Kilo 지원 – OpenStack Kilo 포함 또는 고객의
OpenStack 연동 (Bring Your Own OpenStack)

- 모니터링 –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자원 모니터링

- 미터링&빌링 – 클라우드 자원 미터링, 어카운팅, financial reporting, 
chargeback

- 패치 - 패치 정책관리, 스케쥴링 관리, 패치 수행 및 롤백

IBM Cloud Orchestrator 솔루션은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에서 이기종 하이브리드 환경의
표준화와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프로비저닝,측정, 사용량 관리, 과금 기능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니터링 및 용량 관리까지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IBM Cloud Orchestrator 주요 컴포넌트

Service
Orchestration

Orchestration Workflows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워크플로우 자동화

Orchestration

A
D

Workload
Orchestration

Pattern Management
패턴 기반의 미들웨어 배포 및
다양한 패턴 에셋

Pattern Management

LB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nfrastructure Management
Public Cloud GatewayIBM OpenStack (or BYOO) 

VMWare KVM Hyper-V PowerVM Amazon SoftLayer MS Azure

Cloud Infra / Service Management - Monitoring / Metering / Billing / Patch

Web

Web

Admin

WAS

WAS

DB

DB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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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기반의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  사용자 경험(UX)과 업무 프로세스(BP)를 일원화
·  사용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승인/거부 절차 및
자동 프로비저닝 지원

- 역할기반의 서비스 제공
·  계약자, 관리자, 운영자 및 사용자 등에 따른 역할별 권한 부여
및 접근제어

- 이기종 가상화 자원 통합관리
·  다양한 가상화 솔루션들에 대한 통합된 프로비저닝 서비스 제공
·  서버 데스크톱,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에 대한 동적 할당 및 회수
·  Openstack, IBM Cloud Orchestrator와 통합 인터페이스 지원

- 서비스카달로그 관리
·  논리적 자원 풀 기반의 리소스 및 서비스 이미지 관리

IVU Center for Cloud Portal 솔루션은 서비스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자원의 프로비저닝 자동화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 포탈 솔루션으로 자동화 된 셀프서비스를 지원하며 빠르고 쉽게 클라우드
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능 및 특징 클라우드 포탈 주요화면

관리자 서비스 신청 관리자 이미지툴 관리

사용자 서비스 신청 사용자 신청내역 조회

18

5. 주요솔루션 소개

클라우드 포탈

클라우드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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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장애이벤트 성능 / 현황

- 각종 관리자원에 대한 각 영역별 IBM Tivoli 솔루션 제품에 대한
연동 기본 제공

- 트리를 통한 그룹핑 관리, 데이터 소팅 및 필터링 등 다양한
관리의 편의성 제공

- Java 및 Flex로 구현되어 있어 다양한 플랫폼 지원

- JDBC를 지원하는 Oracle, DB2, MS-SQL, MySQL, Cubrid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의 데이터 연계 지원

- SOAP, HTTP 프로토콜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연계 지원

- IT인프라 자원에 대한 운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시보드 화면 제공

- 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각종 장애, 성능 및 구성정보의 현황
통계 및 조회 화면 제공

- 화면 상의 각종 통계 자료의 파일 저장 및 다양한 정형화된 보고서 제공

- 장애 발생 이벤트에 대한 조치 가이드를 위한 장애KM 정보 제공

- 장애등록, 조치내역 관리를 통한 장애처리 보고서 생성 연계 지원

-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등으로 사용자ID 별 편집/삭제 권한 할당 제공
- 사용자ID 별로 관리대상 자원 별도 할당 및 사용자그룹 별로 메뉴 접근
제한 기능 제공

- 사용자ID 및 데이터 연계를 위한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

IVU Center Enterprise 통합관제 포탈 솔루션은 IT자원에 대한 종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각
종 현황/통계/분석 정보 및 다양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이벤트 통합 - EMS

이벤트 분석 이벤트 통지

이벤트 수집 이벤트 처리

이벤트표준화

관제포탈/대시보드

대시보드 실시간현황

통계분석 정형보고서

데이터연계

운영자

종합현황

통계분석

보고서

운영관리

세부정보

영역별관리

MMS

네트워크감시

SMS

서버감시

JOB

배치작업

APM

Appl. 감시

영역별
관리
솔루션 ㆍㆍㆍ

Unix / LinuxIT
인프라
지원

Windows Network
운영작업

인프라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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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 포탈

통합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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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현황
·  심각도별 현재 이벤트 발생 건수 현황 정보 및 해당 이벤트 목록 이동 표시
·  그룹별 이벤트 발생 여부
·  사용자별 관심자원 설정 및 해당 자원 상태 확인
·  금일/명일 계획된 작업 현황 정보 및 세부 작업 화면 이동 표시

- 이벤트 목록
·  발생된 장애 이벤트 목록 리스트 제공
·  심각도별 색상 구분 표시 및 필터링 검색 기능 제공
·  해당 이벤트의 세부 내역 정보 제공
·  이벤트 확인처리 (ACK) 설정
·  이벤트 메시지 SMS 전달 기능 제공 및 모바일 기기 전화번호부 연동 지원

- 자원목록
·  로그인한 사용자별로 할당된 관리자원 목록 리스트 제공
·  목록 필터링 검색 기능 제공
·  관리대상 자원의 세부 구성정보 제공
·  해당 자원에서 발생된 이벤트 목록 제공
·  해당 자원의 주요 성능 추이 차트 제공

- 작업계획 목록할당된 관리자원에 대한 예정된 작업계획 목록 정보 제공
·  금일을 포함한 작업계획 일정 내의 모든 작업 계획 목록 제공
·  텍스트 입력에 의한 검색
·  사용자별로 기능 제공
·  개별 작업 세부 내역 표시

IVU Center Mobile App Service 솔루션은 IT자원에 대한 종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각종 현
황/통계/분석 정보 및 다양한 보고서를 모바일 기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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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 모바일

기능 및 특징 모바일 대시보드 주요화면

종합현황 이벤트목록 자원목록 작업계획목록

통합관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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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프라 관리 환경에 특화된 컨포넌트 제공
- 다중 Copy and Copy 가능
-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각종 기능 제공
- 각 구성요소에 대한 태그 지원
- 전문적인 저작도구 UI제공 및 Portal 제공
- 기 정의된 디자인 제공
- Tiker 컨포넌트 제공
- Site 온라인 지원 (Release/Download)
·  웹사이트를 통한 제품 다운로드 및 피드백 지원

(http://www.BizualBuilder.com)
·  체험판 30일 사용 가능

BizualBuilder 솔루션은 조직의 주요지표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시보드 저작도구 입니다. 기 정의된 스타일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집 관리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품질 향상
- 업무 효율성 증가
- 가용성의 증가
- 관리비용 절감

기능 및 특징 아키텍쳐

User

ViewBizualBuilder
Client

Data Source

도입효과

Operator
저작도구 사용자

ViewBuild BizualBuilder
Client

View

BizualBuilder
Client

BizualBuilder
Client

BizualBuilder Server

Manager
저작도구 관리자

ViewBuild

Manage

Oracle DB2 SQL Server Cubr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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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시각화 도구 (BizualBuilder)

User

저작도구
솔루션

http://www.ivu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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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intenance)는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개선하고, 사용자의 문의 및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최적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안정된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분석단계 (Analysis)

• 고객사 운영팀과 인터뷰
• System / Application 분석 및 진단

작업계획 (Planning)

• 문제발생 원인 파악
• Crash Reproduce 작업실시
• 튜닝 포인트 점검
• Debug 환경설정
•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해결 (Solution)

• 고객의 만족도 조사
•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 Check 포인트 및 운영 방안 제시

실행 (Execution)

• 문제해결
• 장애보고서 작성

System Maintenance
Application Maintenance

Emergency Cal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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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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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실적 및 주요 고객사

연도 고객사 사업명칭 비고

2016년

한국전력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NH투자증권

GS리테일

라이나생명

라이나금융서비스

영업배전정보시스템 이전대비 인프라 구축

ITSM 구축

형상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연료통합관리 시스템화 구축

대시보드 고도화

ITSM 재구축 사업

차세대 시스템 구축

2차 Common Infra 구축

Tivoli, iVu

E-Gene ITSM

BizualBuilder

BizualBuilder

BizualBuilder

Tivoli, 구축

Tivoli, iVu

Tivoli, iVu

2015년

롯데카드

신세계 I&C

라이나금융서비스

한국전력

충청남도청

기초과학연구원

포스코

롯데카드 차세대 DR 구축사업

신세계 I&C 클라우드 포털 구축

라이나금융서비스 ADS 구축

송변전 보상지원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재난안전 예보시스템

ITSM 구축

포스코 네트웍 관리 시스템 재 구축

iVu

개발

Tivoli, iVu

Tivoli,iVu

개발

E-Gene ITSM

Tiv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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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실적 및 주요 고객사

연도 고객사 사업명칭 비고

2013년

아모레퍼시픽

저축은행중앙회

롯데카드,멤버스

방사청

우리은행

방글라데시

한전KDN

신세계I&C

한국가스공사

삼성카드

우리FIS

라이나생명

아모레퍼시픽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차세대 대시보드 구축 사업

방사청 EA 고도화 사업

글로벌 표준시스템 구축 사업

방글라데시 가버넷 TOSS 구축 사업

NAS 엔진 시스템 구축 사업

차세대 시스템 매출분석 솔루션 구축 사업

IT자원 최적화 구축 사업

삼성카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IBM BASIC 계약 사업

Tivoli 구성관리 구축 사업

SSP,IVU

ITM

IVU

TA,SA

ITM

ITM,IVU

NAS

Cognus

ITM,INN

IVU

License

ITM

2014년

방글라데시

라이나생명

서울보증보험

CJ시스템즈

방글라가버넷 TOSS 구축 사업

구성관리 구축 사업

ISIS 고도화 프로젝트

자산관리구축 프로젝트

ITM,ITNM

TADDM,SCCD

ITM

TADDM,TAD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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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실적 및 주요 고객사

연도 고객사 사업명칭 비고

2012년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신협중앙회

KDB생명

금호석유화학

현대상선

서울대학교

LIG

엠피씨

현대로지엠

코오롱베니트

서울 재우 빌딩 SSC센터 아이뷰 시스템 구축 사업

대우재단 스트리밍 고도화 사업

광주 TM센터 아이뷰 시스템 구축 사업

DG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본사 Ilisa&ipro 시스템 구축 사업

대외 계 통합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외부시스템 연동 인프라 구축 및 Tivoli 고도화 구축 사업

신협중앙회 SVC 시스템 구축 사업

KDB생명 Dashboard 시스템 구축 사업

금호석유화학 Tivoli 시스템 지원 사업

현대상선 서울 Tivoli 서버 추가 사업

서울대 차세대 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손해보험 통합계정관리 및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개발 사업

서버 추가 및 모니터링 구축 사업

품질강화를 위한 IBM SW솔루션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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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실적 및 주요 고객사

연도 고객사 사업명칭 비고

2011년

대상정보기술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SDS

한국야쿠르트

국세청

라이나생명보험(광주)

동부CNI

LG U plus

서버 통합화 DB체계 고도화 시스템 구축 사업

라이나생명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삼성전자 MSC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야쿠르트 차세대(ERP) 시스템 구축 사업

국세청 통합관제 고도화 사업

광주센터 Tivoli 고도화 사업

동부CNI TSA 및 CCC 시스템 구축 사업

LG유플러스 유무선 플랫폼 Tivoli Omnibus 구축 사업

2010년

한국투자증권

한국신용카드결제

라이나생명보험(대우)

국세청

IBK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빙그레

한국전력

수협

STEG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신용카드결제 Tivoli SW 구축 사업

라이나생명 대우센터 Tivoli Momitoring 시스템 구축 사업

국세청 소득조건부 대출(ICL) 시스템 구축 사업

IBK 대외계 NMS 시스템 구축 사업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통합모니터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통합모니터링 관제시스템 대시보드 시스템 구축 사업

대시보드 시스템 구축 사업

수협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그룹 서버통합화 및 DB체계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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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실적 및 주요 고객사

연도 고객사 사업명칭 비고

2009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한국가스공사

씨에스테크놀러지

대구대학교

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원

GIS

한국전력

삼성SDS

에스넷

현대제철

경인방송

대림산업

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신용카드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증권

현대상선

대우증권

ASPN

현대스위스 Tivoli / 아이뷰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가스공사 Tivoli 시스템 구축 사업

SMS 시스템 구축 사업

대구대 SMS 구축 서비스 사업

신협 SMS 안정화 시스템 구축 사업

금융감독원 SMS 및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

GIS NDIS 서버 Tivoli 시스템 구축 사업

한전 ERP시스템용 컨텐츠서버 및 티볼리 시스템 구축 사업

삼성SDS ITAM 시스템 구축 사업

국가정보통신망 IPNMS 시스템 구축 사업

현대제철 MACIMO 시스템 구축 사업

경인방송 Tivoli 고도화 및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사업

대림산업 Tivoli 구축 서비스 사업

하이닉스 Tivoli 유지보수 및 IBM Rational Products

전산센터 전력 및 발열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신용카드결제 Tivoli 시스템 구축 사업

예금보험공사 Tivoli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투자증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

현대상선 부산항 Tivoli 시스템 구축 사업

대우증권 데이터 이관 및 DB 튜닝서비스 사업

에이에스피엔 TSM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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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실적 및 주요 고객사

연도 고객사 사업명칭 비고

2008년

STX

KOSCOM

우리투자증권

빙그레

KAL(대한항공)

씨에스테크놀로지

한국가스공사

육군C4I

워크힐

국방과학연구원

SKT

한국전력

린정보기술

청주시청

서울메트로

한국석유공사

정부 제5163부대

한국전력

STX IDC센터 Tivoli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KOSCOM Tivoli 고도화 사업 구축

우리투자증권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빙그레 서버/스토리지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KAL Tivoli 고도화 사업 구축

데이터 백업 및 SMS 서비스 구축

한국가스공사 Tivoli 시스템 구축 사업

육군 C4I NMS 시스템 구축 사업

워크힐 ISP 시스템 구축 사업

국방과학연구원 Tivol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SKT 무선통신 과금처리시스템 SMS/WDB 구축

한전 배전 준공처리서버, GIS서버 Tivoli 시스템 구축 사업

린정보기술 Tivol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청주시청 NMS 시스템 구축 사업

서울메트로 9호선 SMS/NMS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석유공사 ITA 컨설팅 시스템 구축 사업

정부 제5163부대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개발

한전 전자입찰 ITA 컨설팅 서비스 사업

한전 정전통계 Tivoli Agent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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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실적 및 주요 고객사

금융권 기업 / 계열사

관공서/공공기관 기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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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서

우수협력사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LOGOCompany System

31

7. 인증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특허증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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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차 913  ㈜쓰리에이치에스

Tel : 02-866-2012  Fax : 02-866-2013

E-mail: sales@3hs.co.k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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