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시대, 인공지능과자동화
기반의새로운 IT 성능관리전략

Dynatrace Korea

나 성운



Confidential 2

The world is changing

혁신이 그 어느때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멀티클라우드가 시대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89%의 CIO는 지난 12개월동안 디지털혁신이 굉장히 가속화됐다고 생각합니다. 
86%의 조직들은 현재 쿠버네티스, 마이크로서비스, 컨테이너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사용중입니다.

Global CIO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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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술 회사

라는 것을 알고 있다.

“

- Michael Corbat, CEO C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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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모든것이 컨테이너형이며동적으로변화

이전데이터센터환경보다훨씬더많은복잡성과확장성을
제공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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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다양한데이터가빠른속도로대량발생

대시보드에서관리할수있는수준이상으로확장되었습니다.

모든것이 컨테이너형이며동적으로변화

이전데이터센터환경보다훨씬더많은복잡성과확장성을
제공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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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변화의속도와빈도가급격하게증가

기존방식의모니터링, 릴리스및변경관리, 보안체계로는더이상
원하는효과를얻을수없습니다.

다양한데이터가빠른속도로대량발생

대시보드에서관리할수있는수준이상으로확장되었습니다.

모든것이 컨테이너형이며동적으로변화

이전데이터센터환경보다훨씬더많은복잡성과확장성을
제공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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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어플리케이션의중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높음

모든비즈니스가디지털화됨에따라비즈니스와고객은
소프트웨어의완벽한작동을기대합니다.

변화의속도와빈도가급격하게증가

기존방식의모니터링, 릴리스및변경관리, 보안체계로는더이상
원하는효과를얻을수없습니다.

다양한데이터가빠른속도로대량발생

대시보드에서관리할수있는수준이상으로확장되었습니다.

모든것이 컨테이너형이며동적으로변화

이전데이터센터환경보다훨씬더많은복잡성과확장성을
제공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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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

어플리케이션의중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높음

모든비즈니스가디지털화됨에따라비즈니스와고객은
소프트웨어의완벽한작동을기대합니다.

변화의속도와빈도가급격하게증가

기존방식의모니터링, 릴리스및변경관리, 보안체계로는더이상
원하는효과를얻을수없습니다.

다양한데이터가빠른속도로대량발생

대시보드에서관리할수있는수준이상으로확장되었습니다.

모든것이 컨테이너형이며동적으로변화

이전데이터센터환경보다훨씬더많은복잡성과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관리인력및리소스는여전히제한된상태

복잡성이증가면서문제해결에많은시간을빼앗기고, 이로인해
혁신에투자할많은시간이낭비되고있습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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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Cloud Complexity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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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Apps in Cloud Early Cloud Platform Dynamic Multicloud Native

More apps 
on single 

cloud  
platform

Early adoption with 
dev teams

Single apps 
lift and shift

Refactored 
legacy apps 

on cloud

Time

From static 
VMs to 

dynamic 
container 

orchestration

From lift & 
shift to
cloud 
native

From 
single-

cloud to 
multi-
cloud

Cloud native 
development 

begins

Releases 
accelerate 

from months 
to weeks

Data volume, 
velocity, 
variety 
outstrip 

dashboards

Customer 
expectations

increase, 
tolerance of 
issues drops

Scale grows 
exponentially

Resources can’t 
keep up.  Time 

stolen from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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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I
Mean Time to Innovation

MTTR
Mean Time to Remediate

4.8 days

4 hours

~ 10min

12.5 days 2 days ~ 1 hour

Only < 5% is „Cloud Native“

Cloud 환경에서의 자동화 수준 – Dynatrace survey

여러툴을
조합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걸림

IT구성
이나

연결관계
파악이
어려움

분석이
오래걸림
부정확함

~ 1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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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complexity cloud wall 해결 방식

Do-It-Yourself
고급개발자를하여금오픈소스툴

들을활용하여자체적인웹스케일

관찰플랫폼을구축. 처음에는쉬워
보이지만, 시간이지나면서매우

복잡해지고시간이많이소요됨.

플랫폼 활용
다양한디지털혁신요구사항을

지원하기위해확장가능하고최신

멀티클라우드환경의규모, 복잡성및
변화속도에맞게설계된플랫폼을

찾아활용

현상 유지
이전환경과기술을위해제작된

전통적인툴이빠른변화와최신

멀티클라우드환경의복잡성
가속화에보조를맞출수있기를

기대하며계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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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인력 필요. 중요한 혁신에 투자할 시간 소모. 
변경이나 업데이트, 확장에 대응하기 어려움

Do-It-Yourself Multi-tool Approach

3. 데이터 정리

관계, 베이스라인, 문제
패턴을 지속적으로 파악

4. 부정확한 경고 제거

지속적으로 베이스라인을
조정하고, 경고 필터링 및
연결관계 수정 진행

1. 다양하고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별도의

스크립팅, 구성 작업 필요

6. 시스템 확장

더 많은 앱, 구성 변경, 새로운
기술, 방대한 데이터 흐름, 
새로운 연관 관계, 새로운

베이스라인 등 작업 추가

5. 대시보드 구축, 리포트 추가

개발, 운영, 비즈니스에 대한 보고서
– 역할, 어플리케이션, 팀별

2. 빅데이터로 데이터
저장

컨텍스트 없는 단순 데이터

저장은 데이터의 양, 속도 및
다양성 증가에 대응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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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동, 업계 최고의 Observability, 즉각적인 가치 실현. 대규모 확장 가능. 
혁신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는데 다시 집중하세요!

6. 웹 스케일 반영 설계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구성 변경 및 기술
도입, 대규모 데이터 흐름 및
신규 관계, 동적 베이스라인

등을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설계

2. 자체 빅 데이터 모델
활용 컨텍스트 지속 분석

자체 빅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연결 및 상관 관계를 유연하게
분석

1.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스크립팅, 구성 및 별도

특수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
및 변화 추적

3. 자동으로 정리된
데이터

IT 환경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지속적인 변경 부분을 검색
하여 변경된 부분 반영 및
다른 연결 관계 매핑

4. 불필요한 경고 감소, 
핵심 문제 집중

여러 연관된 문제를 하나로

종합하여 영향 범위를 파악
하고 정확한 원인을 제공하여
핵심에 집중

5. OOTB 대시보드 및 사용자 정의
가능

팀에 필요한 대시보드는 즉시 자체적으로
쉽게 생성,  다른 팀과 공유

자동화된 지능형 플랫폼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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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 자동화 지능형 플랫폼 - Transform faster, smarter & easier

Legacy

DEM

Infrastructure

APM

Network

AIOps

Log

Costly, do-it-yourself approach Automatic, all-in-one approach

Simplicity

Speed 

Efficiency

Exte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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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자동으로추적관리되는 IT 성능모델

업무
Browser, Mobile Device

서비스
코드 레벨 성능

프로세스
미들웨어 및 컨테이너

호스트
OS, VM 인프라 성능

데이터센터
서버 위치, DC/clou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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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몇분만에약 600여 가지 기술에대한 IT 기술현황자동파악
대상파악준비에걸리는시간과노력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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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마이크로서비스호출관계자동추적
아키텍처검증및문제구간파악에걸리던시간단축!



Confidential 18

인프라, 서비스, 고객상호연결관계상시자동추적
몇달동안많은인력소요되던문제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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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성능과 만족도 중심 IT 관리

Adobeid: 5398762..

cartvalue: $14.50

loyaltystatus: Gold

Successful conversion

viewname: page.autopay..

producttype: coffemug

Rage clicks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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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대시보드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Dynatrace는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학습하면서 문제를
자동적으로 파악합니다. 
(심지어 고객이 모르는 부분도)

Causation - not correlation

No alert storms

Trigger self healing

Prioritized by business impact

Precise root cause explained

Automated problem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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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AIOps 기능은 비교할 수 없는 속도, 효율성 및 단순 명확함을 제공

Continuous Dependency Mapping
Smartscape는 다양한 분석 정보가 포함된
실시간 연관 및 종속관계 모델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Automatic Data Capture
OneAgent는 역동적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자동화된 풀스택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Automatic Distributed Tracing
PurePath는 복잡한 대규모 환경에서 코드
수준의 상세 정보와 다양한 연결 정보를

포함하는 분산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Explainable AI Engine
Davis는 지속적으로 이상 상황에 대한
답변, 인사이트 및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자동화와인공지능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데이터에서해답을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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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무 담당자에게 다양한 가치 제공

높아진 운영 효율성
- SAP60%
지원 티켓 감소
- Kroger99%
더 빠른 이슈 해결
– Porsche Informatik80%

장바구니 건수 증가 -
Mitchells & Butlers 20%

전환율 증가
– BT32%

고객 불만 감소
- Vitality65%

더 많은 혁신 성과달성
- AGII 4x
시간을 매년혁신에 더투자
- TIAA42k
건의 운영 전환 코드 에러
– Rack Room Shoes0

더 좋은 품질로
혁신 가속화

더욱 효율적인 운영

비즈니스 성과 극대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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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ss multicloud
environment

eliminated by
Davis AI

collaborating using one 
common data platform

100%
COVERAGE

99%
OF FALSE POSITIVES

180
TEAMS

• 역동적인멀티클라우드환경

• Azure, AWS, GCP, Kubernetes, OpenShift, Pivotal 및서버리스기반의아키텍처
환경에분포해있는 100여개의애플리케이션

• 다양한전통적방식의레거시모니터링솔루션들을운영하였으며, 매일같이
전세계적으로 1000개이상의 Alert가생성됨

복잡한멀티클라우드환경을도입한글로벌선도은행,
BizDevOps 팀간의협업증진

Dynatrace impact:

- Global CTO

“Dynatrace는우리의
디지털혁신을뒷받침하는

킬러앱입니다..”
전체멀티 클라우드

환경
Davis AI에 의해

제거됨
하나의 공통데이터
플랫폼으로협업

100%
COVERAGE

99%
OF FALSE POSITIVES

180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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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ss multicloud
environment

eliminated by
Davis AI

collaborating using one 
common data platform

100%
COVERAGE

99%
OF FALSE POSITIVES

180
TEAMS

Dynatrace impact:

• AWS, GCP, Azure, Kubernetes를포함하는최신멀티클라우드환경

• 전세계 34개국지점, 40,000여명의직원, 호주/뉴질랜드시장점유율
40%, 국민대비고객비율 50%

• “시스템성능이안정되면직원들이더쉽게고객을도울수있습니다.”

멀티클라우드환경에서 DevOps 체계향상및멀티클라우드
환경성능자동관리체계를구성한호주/뉴질랜드최대은행
- ANZ

“Dynatrace는 Cloud 성능
관리에대한자동운영
체계를제공하여우리의

Release 시간을단축
시켰으며 DevOps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 Senior Manager - Operational Tools & 
Services at ANZ Banking Group

성능 개선으로 인한 중요
업무중 하나인국제송금

소요 시간 단축비율

팀간 상호책임전가 및
다툼현상 감소로 인한

문제 해결 시간 단축비율

업데이트에따른
치명적인 문제발생 건수

50%
DECREASE

75%
DECREASE

0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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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도입효과예

Operational 
Resilience

Productivity/
Collaboration

ROI/
Cost Savings

Business Agility

*311% ROI 
à $2.4M 절감 - 운영비용

à $5.7M 절감 - 개발비용

à $4.5M 개선 - 최종 사용자 생산성

*Forrester TCI (Total Economic Impact) Study/ 7개 기업 대상/ 3년간 average

Westpac (은행)
95% - More releases
80% 장애감소

Experian (신용정보)
70% SLA penalties 감소
85% 전체장애시간감소

Verizon (통신)
3배더빠른 release cycles
50% 더빠른구축
50% 이슈감소

SAP (소프트웨어)
21,000+ Hosts/ 10명의 Team

Dish (방송)
400여명의직원이 Dynatrace 확인

Coop (유통)
500개의슈퍼마켓폐쇄위기를막음

Air Canada (항공)
고객의이슈관련문의전화가오기전에
선제적으로고객에게먼저이슈관련공지를
할수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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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Dynatrace

공개 상장
2,800 명 글로벌 팀 & 

최고의 조직 문화
마켓 리더로 선정

전세계 3,000 개

이상 기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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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