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unA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SOLUTION PARTNER FOR SMART TECHNOLOGY 

- Development tool

-Framework

-System Software

TunA

.LGCNS 



TunA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직관적이고 심플한 APM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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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란? 
사용자 관점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APM
솔루션 도입이 필수입니댜

최근 들어 IT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l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바탕이 되는
IT 인프라 환경도 냐날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복잡성 증대로 인하여 시스템 성능관리가 IT투자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장애 조치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APM 솔루션의 중요성이 게속 강조되고 있습니댜

TunA Enterprise는 최종 사용자, OS, Application, DBMS 등 다양한 IT 구성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모니더링을 제공하는 APM 솔루션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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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장점 

End-to-End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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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관점에서의 성능 모니터링은 End-to-End 성능 

모니터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재로 느끼는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 합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사용자 응답 시간 분포 그래프 (XLog) 제공 
• Page Loading time, Dom rendering time 등 Page 처리 성능 정보 재공 
• Ajax 호출 응답시간 추적 기능 
• 사용자 브라우저에서의 스크립트 에러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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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Response time AppTime DBTime 

일반APM 모니터링 영역 

TunA를 이용한 E2E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성능관리 

陶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응답 지연 시 상세 추적을 

위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재공합니다. 

• 어플리케이션 옹답 시간 분포 그래프 (Xlog) 제공 
• 상세 추적을 위한 대용량 프로파일링 및 요약 정보 제공 
•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처리 지연되고 있는 Thread 실시간 모니터링 
• 로딩 클래스 검색과 소켓, 쿼리 추적 가능 

다양한분석&통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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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에 대한 문재 분석을 위한 다양한 

유틸리티와 성능 데이터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재공합니다. 

• Thread 상세 정보 (Thread Dump, Status) 

• JVM Heap Memory 정보 (Heap Histogram, Dump) 

• 서비스 유형 및 응답시간 분포 
• 실시간/과거 통계 데이터 재공 (일자, 분, 초 단위) 
• 스택 빈도 분석 기능 제공 (SFA, : Stack Frequency Analysis) 

인프라통합모니터링 

m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레거시 영역에서의 가상화, 시스템, 미들웨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환경을 재공합니다. 

• 가상화/시스템 : KVM, RHEL, CentOS, AIX, HP-UX, Solaris 
• 미들웨어 : Tomcat, JBoss, Resin, Jetty, Weblogic, Websphere, JEUS 
• 데이터베이스 : Maria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