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TOMS-SOL Concepts & 진단항목 

 구분  진단 항목 갯수 

운영 
표준 
(15) 

•백업정책 - 백업 주기 감사 외 2항목 3 

• 로그관리 정책 
- OS 백업로그 저장위치 표준 감사 외 2항목 

3 

• Naming 정책 - Host naming 표준 감사 외 2항목 3 

• 계정 정책 - root의 Direct Terminal 접속 불가 설정 
감사 외 2항목 

3 

• 주요 Configuration 정책  
- SW License Expire Config. File 관리 감사 외 항목 

3 

보안1) 

관리 
(39) 

• 계정 정책 - root 권한 관리 외 7항목 8 

• Network 설정 정책 - RPC 서비스 정정 외 8항목 9 

• File System 정책  
- 주요 구성 홖경 및 파일 권한 설정 외 15항목 

16 

• 기타 보안설정 정책 
- FTP 서비스 사용자 제한 외 5항목  

6 

일일 
점검 
(19) 

•OS 영역 - CPU 사용량 체크 외 11항목 12 

•DB 영역 - Table Space 사용량 체크 외 3항목 4 

•MW영역 - Process 체크 외 2항목 3 

구성/ 
자산2) 

(22) 

•HW 정보정합성 - OS 명 외 10항목 11 

• SW정보정합성 - Oracle 외 10항목 11 

 합계 95 

TOMS-SOL 진단항목 TOMS-SOL Concepts 

• TOMS-SOL Concepts & 특허 
- 인프라 운영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량적 평가 어려움 
    OO 시갂 無 장애", "OOO 대의 서버를 24x365 무 중단 서비스 
       제공 등의 갂접적인 잣대로 운영수준 표현 
    운영 규정  준수 여부 감사가 제한적임 (Sampling /인터뷰 등) 
 
- “Infra 운영수준지표” 방법롞 개발 

 운영수준의 정량적 평가 자동 수행 (서버, DB, WAS 등) 
-      2012년 10월 특허등록  

      
 
 

• 운영자동화 아키텍처 內, TOMS-SOL Positioning 

 

 

 

 

 

 

 

 

운영자동화 포탈(MiDAS) 
   관리자/운영자 interface 시스템 (midas.skcc.com) 
   Dash Board, 자동화 작업 수행, AMS, HR 연동 등 

자체
개발 

운영 서버 

운영자동화 
(22개영역, 355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 

u.Key Batch 
자동화 (선양) 

시스템 접근차단 TOMS-SOL 



 
 
 

자산관리 시스템 및 인력정보 시스템 연동 

2. TOMS-SOL Flow 

Command, 
& Scripts 

95개 감사 Script 
(매월 마지막 주말)  

    감사 프로그램 전달 

운영 Infra  

각 항목별 기준과 비교 

     감사 프로그램 실행 

MiDAS 시스템으로 취합 

    감사 결과 송출 

감사 결과 통계처리 담당자별, 조직별, 
고객사별 통계 정보 

     감사 결과 공지 

매월 초 확인 / 
Feedback 수행 

결과 확인/조치 

서버 운영자 

HR 시스템 



2 

주요 현황분석 내용 실행 Activity  

일일점검 
현행화 

 서버 특성에 따른 최적의 점검항목 현행화로 신뢰도 향상 필요 

 일일점검 “Fail” 항목 주요 원인 4가지 

   1) 시스템 조치 필요 
      -  지속적인 발생 시 장애로 발젂 가능성이 있는 항목 

   2) TOMS-SOL 오류 조정  
      - 일일 점검 프로그램 오류 또는 수정이 필요한 항목 

   3) 임계값 조정 
      - 시스템 특성을 반영하여, 일일점검 기준 값 변경 

   4) 예외처리  
      - 시스템 특성상 불필요 항목  

일일점검 현행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점검 결과와 일일점검 활용도를 높여 장애 사전 예방 효과를 도모 

 최근 1주일간 Fail 항목 현행화 

    1) 담당자/서버별 오류 Fail 항목 통지 

    2) 각 Fail 항목 別  1)~4) 선택 후 회신 

    3) 일일점검 프로그램 반영 

 

 1차 수행: 7/9 ~ 7/19 (완료) 

 2차 수행: 7/22 ~7/26 (완료) 

3. 활용 보고 자료 예) 

결과 

 주기적인 보고 

    1) 월갂 TOMS-SOL 현황 위클리 보고 

       - 팀/업무단위/개인 현황 

       - 우수운영자/최고향상자 공지 

 

    2) 지속적인 관리 (매월 마지막주) 

       - 일일점검 (2~3일 소요) 

       - 보안/운영표준/구성영역 분석 

        

 현행화 적용 (총 334건) 

  - 임계값 설정, 점검 script 
    보완, 예외처리  

 일일점검 9점 상승  

  - 운영자 점검 오류 확인 時  
    효율 향상 

<수행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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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젂 

수행후 

※ Unix 상대적 낮은 원인 
  - File System 임계값 현행화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