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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 수집· 통합 솔루션

What’s
SFLOW

데이터 경제 시대의 출발점인
‘데이터 수집과 통합’을 위한 필수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SFLOW는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을 위한 솔루션으로 기업

SFLOW 란?

내 · 외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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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기업의 데이터 경쟁력, SFLOW가 “데이터 수집과 통합”을
쉽고 빠르게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내 ·외부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도입 및 운영
비용 절감

핵심가치

향상된
운영 편리성과
직관성

Configuration

Overall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닌 GUI 기반의
설정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 생산성
및 일관된 품질 보장

HTTP, FTP, JMS 등의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DB, File 및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 제공

Realtime

Enhancement

대시보드, 토폴로지 맵 중심의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하여
신속한 장애식별과 대응체계 수립

수집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직접 연동 기능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 확장

기존 데이터 수집·통합 SW의 문제점
파편화된 수집연계 환경

개발자 중심 시스템

레거시 연계, IoT 연계, 빅데이터 연계
마다 개별 시스템 운영
운영 및 관리 비용 증가

코딩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발환경

01

불편한 운영관리

건수 집계 중심 통계정보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 품질 편차 큼

02

빈약한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부족
수집·연계 대상/목록조차 파악 어려움

수정, 추가 시 개발기간이 길고,

솔루션 실행/중지에 한정된 시스템

03

모니터링
성공/실패 건수 중심의 모니터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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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포넌트와 프로토콜
레거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각종 DBMS와 File(CSV, 고정길이, 비정형 파일) 컴포넌트
FTP/SFTP, HTTP/HTTPS 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 처리 컴포넌트
메시지 라우팅 및 변환 컴포넌트, 고유 비즈니스 업무처리를 위한 컴포넌트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통합

SFLOW SW 컴포넌트
Agent (Integration Engine)

Console (Web Based Management)

routing
transformation

dashboard
mediation

topology map

monitoring

configuration

protocol

transaction

reliable message

transaction

database

legacy

data type

composition

encryption

statistics

interface

schedule

component (adapter)
protocol

HTTP컴포넌트

data source

remote control
message

deploy

start/stop

jmx

transport

transport

embedded execution engine

web container

FTP컴포넌트

JMS컴포넌트

DB컴포넌트

FILE컴포넌트 BIGDATA컴포넌트

변환컴포넌트

log

BEAN컴포넌트

설정 중심 개발환경으로 생산성 및 품질 일관성 보장
설정 중심 개발환경

GUI 기반에서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컴포넌트 별 설정만으로 인터페이스 개발
단계별 마법사 방식을 통해 메타정보 생성, 프로세스 개발, 스케줄 지정, 배포 과정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설정 누락에 의한 오류를 사전에 차단
개발버전/운영버전 관리, 무중단 인터페이스 시작/중지, 런타임 배포 등 운영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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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망분리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데이터 처리
통신 프로토콜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Open API 연동 서비스
DB, File 등 레거시 데이터를 별도의 개발 없이 수집하기 위한 전용 에이전트 서비스
공공기관 및 금융권의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에이전트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환경

업무망 -서비스 방식 연계 구간

정보제공시스템

정보제공시스템

HTTP(S)

FTP/SFTP

SFLOW
릴레이 에이전트

SFLOW 허브 에이전트
SFLOW 원격 에이전트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SFLOW 원격 에이전트

Adapter

Adapter

업무망 - 에이전트 방식 연계 구간

외부망 - 망분리 연계 구간

웹콘솔에서 개발부터 운영관리까지 A to Z 라이프사이클 관리
웹 기반
통합관리 도구

개발 툴, 관리 툴, 모니터링 툴이 하나로 통합된 웹 기반 콘솔에서 데이터 수집 · 통합에 필요한 각종 설정, 개발,
배포, 모니터링, 통계, 장애 추적 기능 수행
다수의 기관/시스템에 배포되는 수집 에이전트에 대한 원격조회 및 제어

에이전트
설정

시스템
모니터링
데이터소스
설정

인터페이스
개발

데이터
모니터링
원격관리/
제어

인터페이스
배포

통계

개발자

운영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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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24시간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 대시보드
수집 에이전트 및 데이터소스 간의 네트워크 상 연결관계와 서비스 상태, 응답시간/모니터링을 위한 토폴로지 맵
실시간 데이터 처리 건수, 시간대별 처리 건수, 트랜잭션별 소요시간, 장애발생 인터페이스 등 데이터 처리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트랜잭션 대시보드
장애 발생시 신혹한 장애 인지와 대응을 위해 Notification 및 알람 제공

실시간
통합모니터링

금일/전일 데이터 처리 건수
시간대별 처리 건수
사용자별 중점 모니터링

트랜잭션별 소요시간
장애 유형 및 Notification

이상징후 감지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통계정보
유의미한 통계정보

시간 또는 일 단위의 데이터 처리 건수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처리량, 피크타임, 인터페이스별 처리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트랜잭션 통계
에이전트 별 서버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통계

트랜잭션 통계
처리량 증감 추이 분석
피크타임(시간, 일) 분석
핵심 인터페이스 및 발생 건수
서비스 중단 인터페이스 식별

자원 사용량 통계
트랜잭션 처리량과 자원 사용량 상관관계 분석
자원 부족 장애 가능성 예측
서버 별 자원 할당 적정성 분석
자원 증설 대상 및 용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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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완벽한 보안 및 인증체계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수집 · 활용
송수신 메시지 암호화와 에이전트 및 메시지 인증을 통한 기밀성, 무결성 보장
2018년 6월 이후 보안성이 강화된 GS인증 획득을 통해 웹 콘솔에 대한 안전성 검증

완벽한
보안 및 인증체계

국가표준 암호화 알고리즘(ARIA) 기본 제공

암호화

3rd Party 암호화 툴킷 플러그인 제공
정보 유형별 암호화 여부/방식 선택적 적용

에이전트 접속 인증을 통한 비인가 시스템 원천 차단

인증

데이터 인증코드 발급 및 검증을 통한 메시지 인증
콘솔 사용자 인증

에이전트 별 인터페이스 권한 정책 관리

권한제어

콘솔 사용자 별 메뉴 접근 권한 관리
사용자 별 시스템 알람, 인터페이스 알람 발송 정책 관리

Services
서비스 영역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통합, 공유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솔루션 납품, 증설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처리 분야 국가 R&D

컨설팅

수집 · 연계 플랫폼 구조개선 및 성능 튜닝
데이터 연계 품질관리 및 운영절차 수립
정보전략컨설팅(ISP),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ISMP)

기술지원

유 · 무상 유지보수 범위에 따른 예방점검, 패치, 버전 업그레이드
개발자, 운영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
(실습 및 교육을 위한 상설 교육장 구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center W동 16층
T.02.6450.0099 F.02.6450.0095 W.www.b2en.com
제품문의. 권기섭 H. 010.5204.4285 e. kskwon@b2e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