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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션에서는…
● Datadog 소개

● Datadog X ServiceNow

● Demo

●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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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dog은 On-premise 및 Cloud 환경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보안/모니터링 서비스로, 서버, 
데이터베이스 , 다양한 솔루션 및 서비스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수집하여 End-to-End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 AWS, Azure, GCP와의 손쉬운 연동(Integrations)

•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 앱 현대화, 
DevOps/컨테이너/서버리스

• 클라우드 마이그레인 전후 비교를 위한 360º 뷰 
제공

• 100% SaaS

Welcome to Datadog



Our History of Innovation

Founded Datadog 
to break down silos

One product
One platform

Used by everyone
Deployed everywhere

20,000+ Customers
4,000+ Employees
1.5+ Billion ARR
80%+ Revenue Growth



Datadog Named 
Leader in the 
2022 Gartner 
Magic Quadrant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and 
Observability, June 2022 

2022 Gartner MQ for APM & Observability

This graphic was published by Gartner, Inc. as part of a larger research document and should b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document. 
The Gartner document is available upon request from Datadog.

- Recognized as a Leader 
in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 With the highest position 
for Ability to Execute 

2020

2021



Why Datadog?
Frontend Backend

UX Monitoring InfrastructureAPM

Log Management

Seamless한 Correlation을 통해 
완벽한 End-to-End Observability 제공



Product 
Portfolio

A Refresher

Datadog Products and Features

More



Product 
Portfolio

A Refresher

Sense - Think - Act

Sense

• End-to-End 모니터링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

• 완벽한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메트릭 및 로그

• 사용자 경험 및 행위 
기반 분석

• Watchdog (Datadog AI 
엔진기반 이상 탐지)

Think

• CI 자동 탐색 및 현행화 - 
CMDB 

• ML/AI 기반 근본 원인 
분석

• 서비스 맵핑 – Alert CI 
바인딩 

 
• 비즈니스 영향도 기반 

업무 우선 순위 선정 
지원

Act

•    서비스 관리 – 인시던트     
   자동 생성, 라우팅, 
   업데이트

• Remediation 조치 
자동화

• 배포 자동화

워크플로우 
자동화 

Custom 기반 
Event 

OOTB 및 
Custom 경보 

(Alert)

OOTB 기반 
구성 정보(CI) 
데이터



모니터링 그 이후에 해야할 일

장애 발생,
이상징후 
선감지

모니터링을 
통한

알람 발생

ServiceNow에
알람 및 구성정보(CI) 
데이터 전송

조치 및 상황 종료
담당자에 
유선/이메일
연락

- 자동화 프로세스 조치
- 담당자 자동 할당/조치

- ML/AI 기반 분석
- 비즈니스 영향도 기반 
  우선순위 선정 지원

Sense Think Act



Datadog과 ServiceNow 연동 방법

Datadog 알람을 통한 Incident/Event 정보 전송 Service Graph Connector for Datadog
- 서버 구성정보(CI)를 CMDB에 적재



Demo
● Datadog Platform Overview
● Monitors
● ServiceNow Integration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