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flow
ㆍInnoQuartz Designer : Talend OSS를 국내 기술로 내재화시킨 IDE Tool
ㆍInnoQuartz Server : InnoQuartz의 관제 서버로 Job 수행에 따른 모니터링과 보고, 통계, 수행 예측 등 제공

차세대 ETL 서비스의 앞선 트렌드 “Data Service Fabric”을 선도하다!

ㆍInnoQuartz Agent : ETL Job 분산 처리 및 Scale Out을 수행할 수 있는 Run Server

IQDesigner

IQServer

InnoQuartz

IQAgent
성공!

성공!
실패

Data Integration Solution
실패

ㆍ ETL 개발자 IDE Tool

ㆍ ETL 관제 웹 서비스

ㆍ ETL Job을 수행

ㆍ Window의 환경에서 ETL 개발
및 디버깅 지원

ㆍ 모니터링, 수행 예측 보고

ㆍ Multi IQAgent 가능

ㆍ Agent 관리

ㆍ IQAgent를 통한 ETL 분산처리

ㆍ HA 클러스터

ㆍ 자원모니터링 보고

ㆍ Shared Repository

InnoQuartz

ㆍ Auto Job Deploy

http://www.innoquartz.com

Reference
InnoQuartz는 데이터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삼성전자반도체/
- 디스플레이 차세대 EDM
- 구축 마이그레이션

SK Hynix 하둡 클러스터
DataLake 구축

롯데면세점

롯데쇼핑
롯데온 차세대 ETL 구축

※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

아워홈

하나투어㈜

아워홈 DW 데이터 구축

차세대 호텔 플랫폼

한화케미칼

호텔신라

KTNET

DW의 데이터 통합

호텔신라 DW 구축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TL

차세대 이민 행정
시스템

디지털증거확보체계
4차산업

롯데정보통신

베트남 증권거래소

중국 우슈

롯데인도네시아
ECM 플랫폼 구축

베트남 증권거래소
차세대 구축

SK Hynix 하둡
클러스터 데이터 적재

차세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술지원문의 devops@innoquartz.com
제품구입문의 sales@innoquartz.com

㈜이노트리
(0623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20 삼정빌딩 5층 TEL. 02-563-9066 | FAX. 02-563-9067

ㅣ주ㅣ이 노 트 리

InnoQuartz

Key Features

www.innoquartz.com

다양한 DBMS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한 데이터 통합 솔루션

InnoQuartz

비즈니스에 딱! 맞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ㆍ
ㆍData Service 연동을 위한 I/F 및 다양한 Driver 지원

ㆍJava 기반의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개발 환경 제공

ㆍ데이터, 메시지 및 RestAPI를 통한 이기종 시스템 연계 서비스

ㆍWindow 환경에서의 ETL 개발 및 디버깅 지원

ㆍCloud 접속 드라이버(AWS DDB, S3, Athena)

ㆍ900여 개의 GUI Component 제공으로 표준화된 RDB/BigData ETL 개발 가능

ㆍNoSQL(MongoDB, Kafka, RabbitMQ) 스트리밍 지원

ㆍETL 개발 업무의 형상관리를 위한 Shared Repository, Auto Job Deploy 기능 제공

물류, IoT(5G), e커머스, Smart Factory 등 최첨단 IT 기술들에 대한 혁신적인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의

Job Model Design

양과 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결정은 데이터를 수집/포맷/전달하여

GUI형식(Drag&Drop)의 개발창

깨끗하고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로 재생산 하는 업무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Job Repository

수 많은 혁신 기업들이 자사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최적화하기 위해 단순/명료/표준화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Job Designs
Contexts
Code
SQL Template
DB Connection

안정적이면서 확장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InnoQuartz는 Global OSS ETL Leader인 Talend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통합 솔루션으로서,

Pallet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 모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혁신적인 데이터 플랫폼 환경에서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개발·테스트·운영 모듈이 통합되어 있어 사용자 환경에 맞게 유기적으로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Cloud와 MSA(MicroService Architecture)에 최적화되어 있어 뛰어난 확장성 또한 보장합니다.
InnoQuartz는 전통적인 RDB/BigData ETL

서비스를 넘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을 지향합니다.

Component Configuration
개별 컴포넌트 설정창

SNS

Standard ETL+

Simple Devops

Stable Bus

Scale Out

전통적인 ETL 이상의
Data Streaming
(Kafka, RabbitMQ)과 Cloud에
최적화된 Data Lake 구축

ETL 업무 표준화와
인터페이스 간소화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 편의성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흐름 모니터링이
가능한 데이터
통합 서비스 버스 제공

One Server Many Agent
운용이 가능하여
추가 확장에 필요한
비용 절감

ㆍETL 관제 웹 서비스 제공

특허
등록

ㆍJob 수행 예측 및 모니터링 보고

*특허 제 10-18 06497호 :
ETL 잡 프로세스를 분산 수행하기 위한
미들웨어 장치 및 그 방법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현명한 선택

데이터 통합을 위한 운영과 관리/제어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InnoQuartz
주요 기능

ETL Job의 분산처리로 신속하고 안정된 데이터 통합 관리를 운영합니다.
ㆍETL 서버 무정지 상태에서 Scale Out 가능
*특허 제 10-18 06497호 : ETL 잡 프로세스를 분산 수행하기 위한 미들웨어 장치 및 그 방법

ㆍAgent 모니터링

ㆍETL Job 분산처리

ㆍ고 가용성(HA) 클러스터 지원

ㆍH/W 자원 모니터링 및 보고

ㆍOne Key Install/Backup/Restore가 가능하여 운영 편의성 극대화

ㆍ배치 Job 상태 관리 및 로깅

Why InnoQuartz?

InnoQuartz Agent

InnoQuartz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장하며, 안정적인 개발 및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Resource

98%

InnoQuartz Server

01

02

03

확장 가능한
데이터 통합 서비스로
비즈니스 가치 상승

표준화된 개발 방법론으로
생산성 향상 및
운영 비용 절감

안정적인 운영 및
데이터 서비스
품질 향상

Resource

39%

Resource

80%

Resource

ㆍ운영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ㆍ데이터 플랫폼 지원

ㆍ직관적인 Drag & Drop
ㆍ개발 방법론 제공

ㆍETL 관제 Server와 분산처리
ㆍ(Agents)로 ETL 운영 자원 확장

ㆍData Lake & Pipeline 구축

ㆍGit 또는 SVN으로 형상관리 최적화

ㆍ사업 영역에 제한 없는 맞춤
ㆍ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ㆍMSA를 지향한 ETL Job 빌드,

ㆍ자원 부족시 무정지 Agent 확장
ㆍ(별도 추가 라이선스 없음)

ㆍ배포 및 Fail Over

ㆍ고 가용성 클러스터링으로
ㆍ안정성 확보와 정지 플랫폼 구현 가능

Server Monitoring

Agent Monitoring
Time Line

20%

Resource

77%

DB Ser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