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glight
•애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 성능
문제의 모니터링, 발견 및 해결

•단일 추적 기능을 통해 각 최종 사용자

.NET Management
심도 깊은 진단, 예외 사항 처리 및 트랜잭션 추적
기업들은 .NET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대규모 분산 환경을 위해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을

요청에서 구성 요소 및 메소드 수준의

개발하고 있습니다. .NET 기술은 정보, 사람, 시스템 및 장치를 연결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향상된 웹 서비스를

상세 정보 수집

이용하여 연결되고 보안이 강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씬 클라이언트 및
역할 기반 대시보드로 애플리케이션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성능이 취약한 경우, 기업들은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태 표시

IT 팀은 .NET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테스트, 튜닝, 구축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툴을 필요로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예외 사항 발생에
대한 주요 동향 보고

퀘스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관리 솔루션 중 하나인 Foglight는 기업들이 사전 대처적인 모니터링 및
시간 진단을 통해 .NET 서비스 수준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NET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여 서비스 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Foglight는 최종 사용자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효율적으로 발견, 진단 및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웹 서비스 성능 및 가용성의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장애 또는
느려진 응답 시간 발견

실시간 근본 원인 진단
•단일 사용자 트랜잭션 내 ASP.NET, ADO.NET, 및 웹 서비스와 같은 리소스의 성능 병목 격리
•성능이 저하된 SQL에 대한 SQL 문 및 매개변수 수집.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전체 콜 스택 및 객체 상태 수집
•개발자가 진단 정보를 위해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필요성 제거

애플리케이션 주요 이벤트 보고 및 동향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NET 애플리케이션 및 웹 서비스 내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 알림
•동향 분석 및 보고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및 안정성 검증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역할 기반 대시보드
•.NET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위한 맞춤형 뷰 작성
•사전 개발된 대시 보드 또는 개인 및 그룹의 워크플로우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형
대시보드 제공
•대시보드에 지정하지 않고도 모든 측정 지표를 즉시 그래프로 표시 가능

시스템 요구 사항

About Quest Software, Inc.

운영 체제:

Quest Software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및 윈도우 성능 관리 솔루션 전문업체로 포춘

•Windows 2000 Advanced Server
•Windows Server 2003

(Fortune)誌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75%를 포함하여 전세계 50,000여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NET Framework 1.0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운영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987년 설립 이래

•.Net Framework 1.1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www.quest.kr을 방문하시면 Quest Software를 좀 더 가까이

•.NET Framework 2.0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5.0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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