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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솔루션을

Elastic Stack 이라는 강력한 단일 스택 기반에서

인프라 환경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배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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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License User Guide 101
Elastic을 처음 시작하는 고객들의 FAQ

Elastic 기술 지원 이용 방법 숙지  

Elastic 전문가 팀은 코드와 오픈 소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빠른 응답 시간 내에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심각도 선정 기준

• 구독 레벨 + 심각도 수준에 따른 SLA 숙지

• 기술 지원에서 제공 받는 도움 이해 – “어떤 종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나요?”  
섹션 참고

적절한 노드당 샤드(Shard) 수

• 인덱스 보관 주기

• 샤드 크기 관리 및 성능 연관성

적절한 자바힙 크기 설정 

• 적절한 자바힙 크기 설정 가이드

• 윈도우 환경에서 설정하기

SSL 설정 가이드 

• Elastic Stack의 보안 유지를 위한 SSL, TSL, HTTPS 구성

• Elasticsearch Service 클러스터 보안유지 팁

테스트 용도 또는 개발 용도의 Non-Production 라이센스

• 구매하신 노드 수만큼의 Non-production 라이센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 귀사 Support Portal 내의 ‘LICENSES’ 항목 참고

Elasticsearch 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의할 점 

• Elasticsearch는 다운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단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면 이전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  
반드시 업그레이드 직전에 스냅샷을 이용해서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https://ela.st/support
https://ela.st/cluster
https://ela.st/heapsize
https://ela.st/ssl


고객 여러분의 스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워크샵
Getting Started Lunch & Learn - Elastic Stack 기초 교육

분기별 진행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한 Elastic Stack(Elasticsearch, Kibana, Logstash, Beats)
에 대한 입문/기초 세션 및 워크샵입니다.

Cloud 101 - Elasticsearch Service 기초 교육

격월(짝수월) 진행

Elasticsearch Service(Elastic Cloud)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자
용 교육 워크샵입니다. Elasticsearch Service 소개에서부터, 샘플데이터를 활용한 
Kibana 대시보드 만들기까지를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Logging Workshop - 로그분석 기초 교육

격월(짝수월) 진행

Metric Beat, Alerting 설정, 머신러닝 기본 설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로깅 업무에 대한 적용 밥법까지를 데모 및 핸즈온 실습과 함께 안내합니다.

Machine Learning Deep Dive - 머신러닝 유저 대상 심화 교육

격월(짝수월) 진행

Elastic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Supervised 머신러닝, 싱글/멀티 메트릭, 프로
파일링 및 레어이벤트 실습, 데이터 변환 및 데이터 프레임 분석 실습 등. 심도 있는 머
신러닝 사용에 대해 데모와 핸즈온 실습을 통해 제공합니다.

워크샵 참가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언제든지 kr-mktg@elastic.co,  
또는 Elastic의 귀사 담당 영업팀에게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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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세요
Elastic 가이드 북(한글판) 

• Elastic 김종민 에반젤리스트의 ‘처음 Elastic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한글 가이드북

Elasticsearch Service

AWS, GCP, 그리고 Azure의 호스트형 Elasticsearch와 키바나

• Elasticsearch Service

• 전혀 다른, AWS-ES와 Elasticsearch Service  

• 신용카드가 필요 없는 무료 트라이얼

• 요금제 보기

Elastic Consulting Service

Elastic 컨설팅 전문가들이 고객 현장에 상주하며 시간을 단축하고,  
까다로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Elastic 컨설팅 서비스 소개

• 컨설팅 서비스 상세개요 및 정책

Elastic 공식 교육 프로그램

Elastic 엔지니어로부터 실무 지식을 배워 Elasticsearch, Kibana, Beats 또는  
Logstash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한국어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lastic Training 소개

• Elastic Training 일정 확인

Elasticsearch 엔지니어 - 종류: 엔지니어 I & II / 공식인증 교육

데이터 애널리스트 - 종류: 키바나 / 공식인증 교육

Observability - 종류: 로그&메트릭&APM / 공식인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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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sbook.kimjmin.net/
 https://ela.st/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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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la.st/tria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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