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인프라에장애가발생하면분당 5,600달러라는 막대한재정적타격을
입게됩니다. 

따라서잠재적인 IT 시스템운영장애를예방하는데, 꼭필요한 Sendquick
Cloud Service를권장합니다.

SENDQUICK CLOUD

이제, 전산시스템장애도

Public 클라우드로모니터링

하고문자를받게됩니다.

고객의서비스중단, 생산 중단을최소화

하여 기업의 경쟁력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퍼블릭클라우드사고가비즈니스에영향을
미칠때알림받기

SendQuick Cloud는 클라우드용 시스템 가용성 모니터

링 및 알림 관리 플랫폼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

스와 함께 작동하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근무 중인 직원에게 문제를

표시합니다.

어떻게동작하나요?

SendQuick Cloud는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내

IT 모니터링 서비스와원활하게통합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시스템 성능, 대기 시간 및 가용성 메트릭을 추

적합니다.

필요한 방식으로 쉽고 편리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

니다. 시스템 문제 발생 시 SendQuick Cloud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일련의 정보를 수신하고 이 정

보를 매개변수로분해합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조건으로 매개변수를 클릭하고 경고

를 트리거하는 임계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

가 선호하는 형식으로 귀하의 장치에 바로 즉각적인

알림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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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알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알림을 즉시 보내 전체 IT 인

프라 상태를파악할 수있습니다.

목록관리

근무중인관련직원에게만알림이전송됩니다.

퍼블릭클라우드통합

Azure Cloud, AWS Cloud, Oracle Cloud, Alibaba 

Cloud, Huawei Cloud, Google Cloud(출시예정), IBM 

Cloud(출시예정)를포함한퍼블릭클라우드서비

스와원활하게통합됩니다.

알림피로방지

알림이대량으로 유입되어중요한 알림을놓치

지 않도록합니다. 이제모니터링 빈도, 트리거

모드 및경고 모드를구성하여 비즈니스에가장

적합한알림을 유연하게수신할 수있습니다

사용자관리

원하는통신모드를통해알림을받을수있도

록메시징서비스를구성합니다.

SendQuick Cloud가여러분의비즈니스를
지원하는방법

SENDQUICK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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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Quick Cloud가여러분의비즈니스를
지원하는방법

애플리케이션가용성보장

Ping, Port, URL 검사를사용하여응용프로그램의가

용성을적극적으로모니터링하고문제가발생할경

우이를알려줍니다.

소셜메신저앱통합

Line, Facebook Messenger, WhatsApp Business, 

Telegram은물론Microsoft Teams 및 Slack과같은협

업도구에서알림을받을수있습니다.

텍스트이메일(SMS)메시지

전자메일을보낼수있는모든응용프로그램에대해

SMTP에서텍스트(Email-to-Text)를지원합니다. 전자

메일은관련메시지만전송되도록정책필터를사용

하여텍스트(SMS) 메시지로쉽게변환됩니다.

모든애플리케이션과통합

모든애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및애플리케

이션)은물론모든인프라관리툴(DCIM, SIEM, 

NMS, ITSM 등)과통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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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ndquickcloud.com

02 – 566 – 7655

sales@gingkos.co.kr

www.gingkos.co.kr

gingkos

WeChat work

Text Message

http://www.sendquick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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