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MPc 7.2 주요주요 기능기능
• 타사타사 NMSNMS와의와의 연동연동

•• MOMMOM구성구성(Manager Of Manager)(Manager Of Manager)

•• 간단한간단한 디바이스디바이스 정보확인정보확인

•• 다양한다양한 리포트리포트 형식형식

• FailFail--Over Over 기능기능

•• 데이터데이터 백업및백업및 복구복구

•• 다양한다양한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감시감시

•• SNMPcSNMPc Online Online 소개소개



■SNMPc는 타사NMS와의 연동을 지원합니다.

타사타사NMSNMS와의와의 연동연동

로그 윈도우

맵 윈도우

① 타사 NMS가 설치되어있는 IP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연동가능. (복수 설정 가능)

②연동의 활성화



■SNMPc는 Primary / Standby 백업서버 구성이 가능합니다. 

FailFail--Over Over 기능기능(1)(1)((리던던트리던던트 백업구성백업구성))

Primary 가동중

정기적으로
Primary 서버에 Polling을 수행

감시 대상

Standby 가동

Primary  
SNMPc서버

Standby 
SNMPc서버

Primary  
SNMPc서버

Standby 
SNMPc서버정기적으로 백업의

동기화를 수행

SNMPc 하위서버1 SNMPc 하위서버2

Primary 서버의 폴링 응답이
없을 경우 감시를 Standby
서버에 이동합니다

정상 가동 서비스 다운 발생

서비스 다운



■SNMPc의 Primary / Standby 백업서버 구성설정

FailFail--Over Over 기능기능(2)(2)((리던던트리던던트 백업구성백업구성))

【 Primary측 설정】 【 Standby측 설정】

① 서비스 활성화 체크

②Primary / Standby 의 서버 어드레스를 입력

③ Standby측에서는 오브젝트
폴링 서비스를 선택안함.



■SNMPc는 다수의 하위SNMP메니저를 통합하는 MOM구성이 가능합니다.

MOMMOM구성구성(1)(1)(Manager Of Manager)(Manager Of Manager)

하위서버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수시로 송신함

정기적으로
Primary 서버에 Polling을 수행

Primary  
SNMPc서버

Standby 
SNMPc서버

정기적으로 백업의
동기화를 수행

SNMPc 하위서버 SNMPc 하위서버

감시 대상 감시 대상



■MOM 통합감시 설정방법

MOMMOM구성구성(2)(2)(Manager Of Manager)(Manager Of Manager)

Primary  SNMPc서버

SNMPc 하위서버의 정보를 입력

SNMPc 하위서버

Primary  SNMPc서버에서 하위서버를
추가등록하여 하위서버의 정보를 수집,
통합감시를 실현.

감시 대상



■SNMPc는 데이터의 정기백업및 복구 기능을 지원합니다.

데이터데이터 백업및백업및 복구복구

【수동 백업 및 복원】 【정기 백업 설정】



간단한간단한 디바이스디바이스 정보확인정보확인
(1) 포트정보확인

(2) 포트 이용도(BPS)

(4) 라우팅 테이블

(3) ARP 테이블

맵상의 디바이스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여, 
간단하게 다양한 정보를 확인가능.



다양한다양한 리포트리포트 형식형식(1)(1)
■SNMPc는 트랜드 리포트 기능으로 다양한 리포트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트랜드 리포트 추가

② 카테고리별로 구성된
MIB테이블을 선택

③작성된 리포트는 기간및
시간대별로 확인 가능



다양한다양한 리포트리포트 형식형식(2)(2)

누적그래프

원 그래프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CSV파일로의 출력

Click!
작성된 리포트는 다양한

형태로 확인가능



다양한다양한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감시감시
■SNMPc는 Ping의상태감시(ICMP)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포트를 대상으로한 감시도 가능합니다.

감시 가능 어플리케이션
FTP, SMTP, Telnet, AnonFTP,
Apache, DNS, ECHO, HTTP,
IMAP, MSSQL, NNTP, POP3,
SNPP, SSL, HTTPS

스크립트를 작성한 WMI툴 등을
실행시켜 SNMP를 지원하지않는

장비들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SNMPcSNMPc Online 2009 Online 2009 소개소개
■SNMPc Online은 SNMPc의 add-on제품으로, SNMPc를 보다 강력한 리포트 분석 툴로 진화시킬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대시 보드

SNMPc Online은 리얼타임으로 Web베이스를
통한 감시를 실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