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nge V7
제품 소개서

Together, Tomorrow
We are best global brand Warevalley.

소개

Orange란?
종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솔루션
오렌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단순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관리 솔루션입니다.

관리자
성능의 병목 현상을 진단하고
필요한 해결 도구를 지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변경과 테스트,
데이터 이관과 백업, 자원 관리 등 일
상적인 관리 업무도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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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실용적인 편의 기능을 갖추었
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충족을 위
한 설계, 개발, 디버깅, 튜닝에 이르는
전반적인 싸이클을 단축시켜 스마트
한 업무 환경을 구성하십시오.

분석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품질 관리 기능
을 제공합니다. 프로파일링 중복 및
패턴 검사로 테이블을 분석하고 정
리와 변경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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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Feature

모니터링
개발
 구조 개발
 SQL 작성
 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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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ssion
Lock
Transaction

DBA
튜닝
 악성 SQL
 성능 향상
 Top-N 분석






계정관리
스페이스 관리
Health Check
통계정보

DQ
 품질진단
 Data Profile
 Busines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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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Toolsets

Trace
Tool
Script
Generation
Tool
Row
Viewer
Data
Generation
Tool

ER-Viewer
Table
Editor
Query
Builder
Plan Tool
Description
Tool
PL/SQL
Tool

Database
Information
Data
Dictionary
Tool
Schema
Browser

SQL
Tool

Object
Report

Data Quality
Manager
Transaction
Monitor
Lock/Latch
Monitor
SQL
Monitor

Instance
Monitor
Wait Event
Monitor
ASH
Monitor
Session
Monitor

Space
Manager
Export/
Import Tool
Load/Unload
Tool
AWR
Manager

Health
Check
Security
Manager
Stats
Manager
Graph
& Report

LogMiner

SQL 개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관리
모니터링 성능 진단
데이터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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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eatures

+

Data
Quality
Manager

ASH
Monitor

Graph &
Report

[ new 3 tools ]
Support Showing Image and Binary Format
Support Real-time SQL Monitor
Support Auto Tuning
Support Plan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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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V5, V6, V7 비교
Orange v5

Orange v6

Orange v7

Schema, Template Browser

○

○

○

SQL Tool

○

●

PL/SQL Tool

○

Plan Tool

Orange v5

Orange v6

Orange v7

Instance Monitor

○

○

○

●

Wait Event Monitor

○

○

○

○

○

ASH Monitor

X

X

○

○

●

●

Space Manager

○

○

○

Table Editor

○

○

○

Security Manager

○

○

○

Trace Tool

○

●

○

Stats Manager

○

○

○

Description Tool

○

○

○

Health Check

○

○

○

Database Information, Data Dictionary Tool,
Query Builder

○

○

○

AWR Manager

○

○

○

ER-Viewer

X

○

○

Log Miner

○

○

○

Net Config. Manager

○

○

○

Data Quality Manager

X

○

●

Object Report Tool

X

○

○

Graph & Report

X

X

○

File Editor

○

○

○

Orange v5

Orange v6

Orange v7

SQL/ Session/ Transaction Monitor

○

○

○

X

○

○

Lock/Latch Monitor

○

○

○

Export/Import Tool, Load/Unload Tool

○

○

○

Data Generation Tool

○

○

○

Script Generation Tool

○

●

○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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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Reorg
Reorg Manager

X : 기능 없음
○ : 기능 지원
● : 기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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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DBMS 및 운영 환경
지원
DBMS

Oracle 7.3 이상

운영

Tibero 3 이상
Altibase

환경
HDB 5 이상
XDB 6.5.1 이상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

IBM DB2 UDB 9.1 이상

Windows server 2008

Sybase IQ 12.6 이상

Windows server 2008 R2

Sybase ASE 12.5 이상
SQL Server 2000 이상
PetaSQL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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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6
Windows server 2016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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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eature

LOB 형식 관리
Row Viewer
 CLOB 데이터의 inline edit 지원
 BLOB 데이터의 시작화 제공
 내부 편집기를 이용하여 직접 CLOB 데이터를 보고 수정하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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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가이드
Plan Tool
오렌지는 실행 계획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튜닝 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Workspace 기능은 서로 연관된 문서와 튜닝 과정, 결과를 하나의 파일 안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의 연속성 및
문서화를 쉽게 합니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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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SQL(Query, DML) 실행 계획 제공
SQL 단위의 튜닝 결과를 Workspace 형식(.ptd 파일)으
로 저장, 관리하는 기능
SQL(Query) 실행 결과를 Grid 형태로 출력 및 정렬, 포
맷 기능
바인드 변수(Bind Variable)값의 입력 창 제공
힌트 템플릿 기능 및 사용설명 제공
미려한 SQL 포맷기능(SQL Formatter)
Syntax Highlight 기능
다양한 Edit 기능
(Block Comment/Uncomment, Find & Replace, Goto
Line, Match Bracket, Bookmark, …)
SQL을 Visual Basic, PowerBuilder, C/C++, Delphi, Java,
Perl, PHP 코드로 변환 및 역변환
DBMS_XPLAN을 활용한 실행 쿼리 Plan 조회 기능(V7
새기능)
Tuning Advisor(Query weak point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기능(V7 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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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ASH Monitor
 최근 1시간 내의 Active Session History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구간 선택하여 수행된 Top SQL, Session, Wait Event 정보를 확인

DB상태 그래프

 과부하 구간을 식별하여 상세분석 수행

과부하
구간
선택구간의 Top SQL
Plan Tool로 연계하여
튜닝 수행!

선택구간의 Top Session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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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관리
Graph & Report
 시스템 자원사용에 대한 통계 데이터 및 Document 정보 제공
 다양한 성능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사전 정의 쿼리를 제공
 성능 분석 결과를 차트로 시각화
 통계 정보의 결과 내보내기 제공
 사용자가 작성한 SQL 을 User-Defined Group 에 등록 가능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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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진단
Data Quality Manager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Table, Column에 대해 데이터의 값을 분석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할 수 있는 Report를 보여줍니다.

Pattern 값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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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 값 분석

•

데이터 값을 분석하여 컬럼별로 다음 내용
을 분석
 유효 건수
 Distinct 건수
 최대/최소값
 공백/NULL 건수
 Pattern
 고유값
• Business Rule 등록 및 실행으로 오류 추
세 그래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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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진단
Data Quality Manag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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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에 속하는 Business Rule에 대해 등록, 삭제, 수행 기능
Business Rule 결과값에 대한 Chart 제공
Business Rule에 대한 Profile별 Schedule 기능
여러 종류의 Business Rule Sampl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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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리스트 1/3
Standard Edition(1/2)
Schema Browser

Table, Index, Trigger, Constraint, View, Synonym, Sequence, Procedure, Function, User, Tablespace를 비롯한 모든 객체의 조회, 생성, 변경, 삭
제 기능 제공

Template Browser

DML, DDL 문장과 함수, 힌트에 대한 설명과 예제 제공

SQL Tool

SQL 문장 일괄 실행, 선택 실행, 현 위치 이후 실행, 단계 실행 기능
SQL 플랜 정보 제공
이미 실행한 SQL 문에 대한 History 기능
특정 폴더 아래 저장해둔 파일로부터 SQL 문장을 불러오는 Named Script 기능
프로그래밍 언어<->SQL 문장 상호 변환 기능

PL/SQL Tool

PL/SQL 작성과 컴파일, 실행, Server Output 제공, 동시 사용자 Lock 기능 제공

Plan Tool

SQL 실행계획, 실시간 트레이스 분석, 관련 스키마 정보 제공

Table Editor

테이블 데이터의 조회, 편집, 저장 기능 제공

Trace Tool

트레이스 파일을 분석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트레이스 파일의 내용을 제공

Description Tool

DBMS에 존재하는 모든 Object 중에서 특정 Object 찾기 기능과 상세 명세 제공

Database Information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Data Dictionary Tool

오라클에 존재하는 동적 성능 뷰와 딕셔너리를 성격과 역할에 따라 카테고리화하고 관련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쉽게 뷰를 이해하
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Query Builder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오브젝트의 논리적인 모델을 GUI 환경에서 작성
오브젝트의 추가 및 오브젝트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쿼리 생성

ER Viewer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RD)을 표기 및 분석
Object에 대한 상세정보 조회, Compare 기능 제공

Network Configuration Tool

tnsnames.ora 파일의 저장/로드, 편집, 테스트 기능 제공
TNS 추가 등록 마법사 기능 제공

Object Report Tool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들에 대해 다양한 Report를 사용자가 지정한 Template(양식)에 맞게 생성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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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리스트 2/3
Standard Edition(2/2)
File Editor

스크립트 및 텍스트 파일 편집기로써 스크립트 작성 시 언어에 따른 Syntax Coloring과 북마크, 폰트/탭 설정, Bracket 매칭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

SQL Monitor

다양한 기준에 의한 SQL 통계 정보 조회 및 악성 쿼리 추출 기능

Session Monitor

DBMS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세션의 자원 사용 현황 조회 기능
세션과 관련된 여러 상세 정보 조회 기능

Transaction Monitor

트랜잭션 발생 상황 조회 기능
세션과 관련된 여러 상세 정보 조회 기능

Lock Monitor

Lock/Latch 발생 상황 조회 기능으로 세션과 관련된 여러 상세 정보 조회 기능 제공

Export Tool

EXP와 DATAPUMP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export 하기 편리한 UI 제공

Import Tool

IMP와 DATAPUMP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import 하기 편리한 UI 제공

Unload Tool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Load Tool

파일에 저장해 둔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하는 기능

Data Generation Tool

임의의 데이터를 칼럼 타입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

Script Generation Tool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객체의 생성 스크립트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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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리스트 3/3
DBA Edition
Instance Monitor

DBMS의 주요 지표를 9개의 그래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Wait Event Monitor

대기 이벤트를 모니터링하여 주요 대기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있는 세션과 SQL 문을 찾아주는 기능

ASH Monitor

ASH(Active Session History) 정보를 이용하여 세션 레벨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차트 제공

Space Manager

테이블스페이스의 사용량 조회 및 생성, 변경, 삭제 기능 제공. 테이블스페이스별 오브젝트 조회 기능
리두 로그 그룹 생성, 변경, 삭제 기능

Security Manager

사용자 정보 조회, 생성, 변경, 삭제 기능, 권한 부여/회수 기능

Stats Manager

Analyze 명령어 혹은 DBMS_STATS 패키지를 이용하여 테이블과 인덱스에 대한 통계정보 생성 기능

Health Check

데이터베이스의 각종 성능에 대한 수치와 가이드라인 제시

Graph & Report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현황 및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Pre-defined/User-defined SQL의 수행을 통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Graph와 Report
로 제공

LogMiner

리두 로그의 변경사항을 쉽게 조회하고 DML 문장을 재실행/복구할 수 있는 기능

AWR Manager

ADDM Report와 AWR Report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스템 성능 보고서를 텍스트 혹은 HTML 형식으로 제공

Data Quality Manager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할 수 있는 리포트 제공

Reorg Edition
Reorg Manager

Online Reorg 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제공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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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접근제어 연동
Orange with Chakra Max

DB접근 통제 Chakra Max 소개
WAS, APP Server

DBMS

SAS / OLAP 사용자 통제
(작업결재 및 마스킹)

우회 접속 통제
Software TAP

Oracle, IBM DB2, MS SQL, Sybase IQ,
Sybase ASE, Teradata, Altibase, Tibero,
Cubrid, Informix, Netezza, Mysql,
PostgreSQL, Mainframe DB2
SAP HANA, Kairos

System / Server

DBA, Developer
1.
2.
3.
4.

DB 접근통제 및 작업 결재
System 접근통제
동적 데이터 마스킹
로그 분석 및 리포트

SQL, Telnet, SSH, (s)FTP, Rlogin, R-command
Windows Terminal, TN3279, TN5250

2-Factor 인증
패스워드 통제
가상계정
파일 저장 통제 및 결재

Consol 통제
서버 접근 통제

UNIX, Linux, Windows, Mainframe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Chakra Max는 보호대상 DB/System에 접근통제를 통한 실시간 감시 및 통제, 접근이력 100% 기록, 기록된
자료의 재분석을 통해 기존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모든 위협 요소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합니다.
고성능 SQL Parsing에 의한 접근통제로 정확한 보안정책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최고의 DB 접근통제
제품입니다.(운영모드: Sniffing, Gateway, Hybrid,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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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kra Max 주요 기능
구분

내용

구분

 접근 형태별(시간, IP, 어플리케이션, DB 계정 등) DB 접근통제 및 System 접근통
제
접근통제

 OTP 등 DB 접근 시 추가 인증 수단 연동을 통한 인증 강화 - * Customizing 협의
 DB 접속 및 조회 시 암호화 통신(G/W => DB 구간 암호화)
 DB 접근통제시스템 로그인 시 비밀번호 정책 적용(비밀번호 복잡도, 비밀번호 변
경주기, 비밀번호 오류 시 잠김 등)

 DB 접속 및 작업내역(명령어, 결과 값 등) 기록(최소 1년 이상 보관)
 보안정책 위반 접속 시도 기록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알림 기능
감사(audit)
및
보안 관리

 사전 정의 경보 정책 및 사용자 정의 경보 정책
 Central Management(CM) 기능을 통한 중앙 모니터링

 고객사 인사 DB 연동을 통한 계정(사용자)관리 – * Customizing 협의

 SQL 위.변조 및 Injection 방어 기능(Safe SQL, New SQL)

 인사 이동 등 인사 정보의 변경 시 권한통제 자동 변경 – * Customizing 협의

 데이터베이스 내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Scan 기능

 SQL 명령어(DML, DDL)에 대한 실행 권한 제어
 고객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등 주요정보 마스킹 처리
(전체 또는 부분 마스킹, 사용자별 마스킹)
 단건, 다건별 선택적 마스킹 처리
 주요 SQL 실행에 대한 결재∙승인 기능
결재.승인

 조회 데이터의 마스킹 예외 시 결재∙승인(데이터 조회 시 마다 결재 기능 포함)
 다단계 결재 및 결재권자 부재 시 긴급 결재(사후승인 등)

 주요 정보 변경(DML) 시 전 ∙ 후 데이터 기록

 보안관리자 검색 기능 및 보고서 기능

 사용자별 권한통제 정책 적용 편리성 제공(관리자용 UI 및 툴 제공 등)

데이터
보호

 기록되는 로그에 대한 위 ∙ 변조 방지, 무결성 검증 등 안정성 확보 방안

 다양한 종류/버전의 DBMS 및 Platform 지원

 DB 접속 사용자별, DB 및 테이블별 권한통제

권한통제

내용

기타

 WAS, APP Server를 경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최종 사용자(3
Tier) 추적
 DB 접근통제 이중화 구성을 통한 Fail-Safe
 SAS/OLAP 등 대량의 고객정보 조회 시 고객정보 보호방안(마스킹 처리
등)
 DB 접근통제시스템 장애 방지 및 가용성 확보, 백업/복구 방안
 기존 운영환경 및 시스템 변경 최소화
 DB 접근통제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임계치 초과 시 알림 기능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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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kra Max 연동 기능
1. 가상 계정 통제 및 ID/PASSWORD 저장 통제
ID/PASSWORD 저장 통제 기능
• DB Tool에서 접속한 DB 계정과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DB 접근통제시스템에서 통제하는
기능
(2013년 3.20대란 이후, 금융감독원 지시 사항)
• ID/PASSWORD 통제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DB Tool 사용 시 차단 기능 제공

2. 데이터 반출 통제 및 이력 관리
파일 저장 통제
• 전체 파일로 결재를 받지 않고 부분 데이터로 결재 가능하도록 개선(대용량 처리 가능)
• 결재된 파일이라도 지정된 횟수 만큼만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통제
데이터 반출 시도에 대한 이력 관리 제공
• DB Tool에서의 데이터 Copy, Print 등 외부 반출 시도에 대한 이력을 DB 접근통제시스템에서 관리
• 실행 시간, 대상 데이터베이스, DB 계정, 조회 문장, 작업 내역, 시도 결과를 저장 및 조회
• 데이터 반출 시도에 대한 이력 보고서
파일 저장 시 저장 디스크 및 디렉토리 통제 기능
• DB Tool에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 시에 DB 접근통제시스템에서 지정한 위치에만 저장 가능하도록
통제
• 사용자별, 데이터베이스별, 쿼리별 통제 정책 적용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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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valley
Database Management & Security

웨어밸리 소개
업체명

㈜ 웨어밸리 WAREVALLEY

대표자

손삼수

설립일

2001년 1월 31일

자본금

15억원

사원수

70명

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2층

소

연락처

업종/업태

Tel : 02-743-4910, Fax : 02-743-4912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정보 보안 솔루션 제조
(감사, 접근통제, 암호화, 작업결재, 취약점분석, 개인정보 탐색)

솔루션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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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2008.07
2009.01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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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2010.05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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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2011.12
2013.06
2015.03
2016.03
2017.01
2018.02
2018.03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Chakra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
다산 기술상 수상
Chakra v3 CC인증 국제 EAL-4 등급 획득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백만 불 수출의 탑
제1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Chakra Max CC인증 획득
하이테크어워드 수출 1천만달러 달성 수출 대상
IR52 장영실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KOTRA 보증 브랜드 기업 선정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최우수상
지식경제부장관 세계일류상품인증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Orange
TTA 시험인증대상 우수상 Chakra Max v2.0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R&D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선정
대한민국 산업대상 소프트웨어 대상
Galea v2 CC인증 획득
미래창조과학부 IR52 장영실상 수상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Chakra Max V3 CC인증 획득

[CC인증] Chakra v3, Chakra Max v1, Chakra Max v2, Galea v2, Chakra Max v3 5건 인증 획득
[GS인증] Orange, Galea, Cyclone, Chakra, Chakra Max, PetaSQL 등 총 18건 획득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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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밸리 포트폴리오

Data Management
Information Security
Database
Data Hub
provide total toolset for Vulnerability, eDiscovery,
Column-oriented
Real-Time Replicating
developer, administrator Access Control, Audit,
database
Data System across
and data analyst
Security Dashboard, for Data Warehouse and Heterogeneous Data
Data Masking,
OLAP
Sources
Encryption

웨어밸리는 2001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그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직후 데이터베이스 개발부터 성능 관
리와 DBA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툴 시장을 확보하였고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정보보안
요구에 맞춰 적극적으로 보안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였고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검출, 개인정보 저장소 관리, 접근제어,
감사, 중요정보 자동 마스킹, 암호화, 작업결재 그리고 이러한 보안 기능들의 통합 운영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정보보
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입지를 갖췄습니다. 한편 고객의 Big데이터 관리 요건에 따라 Data Warehouse와 OLAP용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고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에 데이터 이관과 동기화를 지원하는 솔루션까지 라인업을 갖
추고 있습니다.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25

웨어밸리 솔루션
솔루션

제품명

데이터 보안 진단

데잍

설명
데이터보안진단 / PC, Server, DB 개인정보 Scan / 취약점 분석
Enterprise급 규모의 DB 및 Server 접근통제/감사

DB/서버 접근통제
SMB급 규모의 DB 및 Server 접근통제/감사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및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DB Tool, DB 종류에 상관없는 강력한 DB 작업결재

DB/서버 작업결재
Orange 사용자 기반의 강력한 DB 접근제어와 작업결재
DB 관리 및 개발
DBMS
통합 정보보안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DB 관리, 성능 모니터링 및 개발 지원 도구
대용량 DW 구축을 위한 칼럼 레벨 데이터베이스
정보 보호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한 통합 정보보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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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밸리 소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성능
관리 솔루션
Orange 출시

국내 최초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분석 및
보안 감사 솔루션
Cyclone 출시

데이터베이스
작업 결재 및
사전 통제 시스템
Trusted Orange 출시

데이터베이스 및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Galea 출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Orange Ade 출시

Orange
Ade

2002
2001

201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내 최초 무 부하
100% 로깅 솔루션
Chakra v1 출시

웨어밸리
설립

2009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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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
진출

대만시장
진출

2015

Data Warehouse와
OLAP용 칼럼 기반
데이터베이스
PetaSQL 출시

데이터베이스 , 서버
접근제어 및 작업 결재
정보보안 솔루션
Chakra Max 출시

일본 시장
진출

2018

2014

중국시장
진출

2016

2017

웨어밸리
통합 정보보안
솔루션 Suite
WISS 출시

중국 상해과학원
합자법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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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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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Chakra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
다산 기술상 수상
Chakra v3 CC인증 국제 EAL-4 등급 획득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백만 불 수출의 탑
제1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Chakra Max CC인증 획득
하이테크어워드 수출 1천만달러 달성 수출 대상
IR52 장영실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KOTRA 보증 브랜드 기업 선정
대한민국 IT Innovation 대상 최우수상
지식경제부장관 세계일류상품인증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Orange
TTA 시험인증대상 우수상 Chakra Max v2.0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R&D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선정
대한민국 산업대상 소프트웨어 대상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Galea v2 CC인증 획득
미래창조과학부 IR52 장영실상 수상
Chakra Max V3 CC인증 획득

[CC인증] Chakra v3, Chakra Max v1, Chakra Max v2, Galea v2, Chakra Max v3 5건 인증 획득
[GS인증] Orange, Galea, Cyclone, Chakra, Chakra Max, PetaSQL 등 총 18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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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밸리 특허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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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확장 패킷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 방법』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복제 방법 및 시스템』
『접근 제어 시스템으로 가상 패치하여 공개된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장치』
『OLTP와 OLAP의 동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시스템 및 그 방법』
『과거 DB 접근 패턴에 기반한 이상 징후 감지 방법 및 시스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방법』
『스트림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법』
『SQL 변조 공격을 감지하기 위한 자동 학습 방법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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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Gartner) 보고서

2012-2017년 6년 연속 선정
 Leader of Database Security in ASIA
 One of Global Top 7 Vendors
 Owns Full Portfolio of Database Security and
Management
 Appears on 8 Reports related with Data
Security

[ 출처 : https://www.gartner.com/ ]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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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arevalley
http://www.gbridgedata.com

http://www.jawasoft.net

http://www.teamsun.com.cn

http://www.warevalley.co.jp/

https://www.necplatforms.co.jp/

http://www.kknst.com/

http://www.fujitsu.com/global/
http://www.iri.com

https://tw.systex.com/

2004년 글로벌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본 내 300여 고객을 비롯하여 대만, 중국,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까지 파트너를 보유하며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치
는 글로벌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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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고객사
공공 부문

서비스/ 제조/ 통신 부문

그 외 유통, 온라인 서비스, 병원 등 다수 기업
그 외 시/ 군/ 구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

교육 부문
금융 부문

그 외 대학교, 대학 다수 교육기관

의료 부문

그 외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다수 기업

© 2018 WAREVALLEY. Co. Ltd. All Rights Reserved.

그 외 다수 의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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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best global brand Warevalley.

Contact :

031-698-2066
sales@dsdata.co.kr
https://www.dsdat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