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TANA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고도화

황선희 부장

AIOps, Data AI & Automation



“Responses to COVID-19 have 

speeded the adoption of 

Modernized apps by 

several years”

Digital adoption has 
taken a quantum leap



Observability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시스템은외부에서원격측정을기반으로동작을이해할수

있을때 "관찰가능(Observability)”하다고합니다. 

"불투명한시스템"을 "투명한시스템"으로전환하여다시시작하거나

재배포하지않고도모든종류의성능이나문제를분석할수있도록하는

것입니다. 

개발자, DevOps 및
SRE 생산성

가성비최적화
빠른회복
(Rapid recovery)

높은신뢰성
(High reliability)

클라우드네이티브및
모놀리식앱을위한통합관리

출시및운영비용
최소화

Enterprise Observability Platform은

하고, 

하고,

하며, 

기업에서관찰가능성을작동시키는데

필요한기능을제공합니다.



Modernization 
increases

Complexity decreases 
visibility

complexity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 …

배포 주기 조직 다양한 기술



Excel New Reality-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에서 뛰어날 수 있을까? 

✔ Risk Reduction ✔ Accelerated Innovation ✔ Efficiency Gain

Automation Context Intelligent Action



Automation : 자동디스커버리 및모니터링

자동검색, 모니터링, 근본원인분석및피드백은소프트웨어제공파이프라인의

각단계에서애플리케이션의성능과품질에대한즉각적인피드백을통해새코드를

배포하거나시스템을변경할때스트레스를줄여줍니다.
● Data collection

● Monitoring

● Dashboards

● Knowledge

● Anomaly Detection

● Root Cause Analysis 

모든 요청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 코드 변경 없음, 샘플링 없음, 부분 추적 없음

스파이크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측정항목이 매초 수집됩니다.



Context - 데이터를컨텍스트정보로변환

모든구성요소가다른요소및서비스에미치는영향을실시간으로파악합니다.  

모든서비스의품질에대한즉각적인상황정보를통해문제발생시, 고객에게영향이

크게번지기전에상황에대한대처를할수있습니다. 

Instana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연관 관계 모델로 지속적으로 구성합니다.

구성 요소, 서비스 및 요청을 논리적으로
그룹화하여 관심 있는 서비스를 쉽게

시각화합니다.

● Dynamic Graph

● Analytics

● Stream Processing 

● Application Perspectives

● Alerting & Correlation

● Open Source & 

Logging Integrations 



Intelligent Action

근본요인을이해하여문제를더빨리해결하도록합니다. 모든관점에서모든사용자

요청(request)을분석하여병목현상을빠르게찾아해결할수있습니다. 
● Actionable Information

● Correlated Incident Report

● Intuitive

Troubleshooting

● Traverse Product

in Context

● Canary Deployment

근본 원인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가
포함된 실행 가능한 단일 알림을 제공합니다



Instana Core Capabilities

> -



1. Automated Discovery & Monitoring 

Host

Container

Middleware

Kubernetes Cluster
모든구성요소의
자동및지속적인

검색

센서가자동으로
로드, 구성및
업데이트

Service

매우복잡하고끊임없이

변화하는환경에서는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

및애플리케이션을적은

노력으로완벽하게

이해할수있어야합니다.



2. Context Guide

구성요소의모든물리적

및논리적종속성을

상황별로이해하여회귀

분석을지능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해결합니다.

Context Guide 

‘업스트림및다운스트림’ 서비스
종속성보기

전체 ‘스택’ 종속성을빠르게확인



3. Application Perspective

완전한사용자정의뷰를

통해복잡성을줄일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대상분석, 

대시보드및경고를

제공합니다.

> -



3. Application Perspective

• 서비스/ 비즈니스 단위 (ex. 물류, 자재, etc.)

• 환경 단위 (ex. 운영, 테스트, 개발)

• Zone (ex. AWS zone)

• 지역 (ex. 아시아, 미주, 유럽, etc. )

사용자 관점에 따라 다른 Application 범위 사용자 정의 ‘Application Perspective’

Finance

Billing

Payment

CRM

Finance

Billing

CRM

Deals

Fleet

• 사용자 Application 명 정의

• 포함 서비스 범위에 대한 기준 및 다수 조건을 연산자들을
활용하여 사용자 정의 설정

관점별필요와목적에따라관련서비스들을설정하여관찰하고자하는 Application 범위를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



4. Pipeline Feedback

영향과변경사항을

완전히이해하면서모든

새릴리스, 배포및버전에

대한즉각적이고

자동화된피드백을수집

합니다.
DeployTestBuildCommit



4. Pipeline Feedback

Release Marker 기능을통해배포시점을확인가능. 샘플링없는트레이스수집과결과를수초만에빠른피드백을통해새로운버전의

유지여부를신속히파악할수있습니다. 

Release 시점 Incident 비교
Release별 Time Picker

Release Marker

● 새로운배포시점을확인할수있는

Release Marker 기능제공

● 특정 Version의 Release 시점을

손쉽게선택

● 배포이전이후의 Incident 및 Health 

상태를비교

● 1초단위성능지표를통해 새로운

배포에대한영향도를정확히확인

새버전이배포된
시점으로이동

해당시점에
발생한 이슈및
Incident 확인



5. Root Cause Analysis

해결제안을통해문제를

지능적으로자동으로

이해하고기계학습, 전문

지식및상황별데이터가

3 초안에적용됩니다.

Performance & Quality

Incident 
Detection 

Alerting

Dynamic Graph

Dependency

Health

Metrics

Configuration

데이터 수집 & 
Health Calculation 

실시간 스트림 프로세싱모니터링 Data



5. Root Cause Analysis : Incidents

Dynamic Graph는종속성을파악합니다.

● 경고노이즈를제거하기위해자동으로원인및결과분석

● 하나의인시턴트에연관된여러이슈를연결

● 다양한채널을통해인시던트를전달하고

Instana dashboard로연결되는deep link 제공



6. Unbounded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요청추적

데이터의전체저장에서

새로운통찰력을생성할

수있는무한한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주1) 높은카디널리티(cardinality)수란? 비교값들이상대적으로 중복도가낮은것을 의미함



2021 EMA Top3 Award 수상

Instana가EMA Top 3 Award를수상한이유

<Source> EMA3  https://www.ematop3.com/

Enterprise Management Associates(EMA)는

제품품질, 시장출시시간, 비용및혁신능력을

최적화하여기업이디지털혁신목표를달성하는데

도움이되는소프트웨어제품에대해 EMA Top 3 

상을수여합니다.

EMA Top 3 어워드는실제프로젝트데이터, 일일

브리핑및최종사용자상호작용을통해얻은

데이터, 고객요구사항을최적으로이해하기위해

공개소스에서수집한추가데이터의통합분석을

기반으로합니다.

Instana는 조정플랫폼(일반적으로 Kubernetes)과기본데이터센터

또는클라우드인프라의컨텍스트내에서클라우드네이티브및기존

러게시애플리케이션스택을자동으로검색및모니터링하는플랫폼의기

능으로 EMA Top 3 상을받았습니다.

Instana의 강화학습모델은과거에비교가능한컨텍스트내에서감지된

문제와유사한문제를주의하는방법을지속적으로학습합니다. 

Instana는 개발자가 Git 저장소에표준구성코드를추가하여플랫폼이필

요한에이전트를자동으로배치, 구성및관리하여포괄적인관찰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새로운애플리케이션을자동으로검색합니다.



Gartner Magic Quadrant 
for APM & Observability

2022년도 MQ Report : Leaders 2021년도 MQ Report : Niche Player



Instana: APM: Rich and Flexible Solution for Cloud and 
OnPremise Performance

애플리케이션에있는 20개이상의마이크로서비스에대한로그모니터링및디버깅을

위해 Instana APM(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을사용합니다. 이는클라우드(AWS) 및

온프레미스에배포되었으며두플랫폼모두에서데이터를수집할수있는 Instana의

유연성이마음에들었습니다. 또한프로덕션지원팀에서사용하는엔터프라이즈메시징

플랫폼인 Slack과 Instana 알림을통합했습니다.

Gartner Peer Insights  "고객의소리" APM 

Gartner Peer Insights는최종사용자전문가를위해최종

사용자와전문가가엔터프라이즈기술솔루션을평가하고

검토하는플랫폼입니다.

<Source> Gartner Peer Insights ‘Voice of the Customer’: Application Performance Monitoring (July 2021)
https://www.gartner.com/doc/reprints?id=1-2801ZBIE&ct=211110&st=sb

https://www.gartner.com/reviews/market/application-performance-monitoring/vendor/instana/product/instana#reviews

Instana APM helps us to identify mission critical issues 
within seconds

Instana APM 온프레미스설치는완벽하게작동하며정기적인업데이트가적시에

설치됩니다. 제품에대한전반적인경험은매우좋으며약속한대부분을제공합니다. 

실시간으로작동하는문제감지는탁월하며우리애플리케이션의통합은수고없이

원활합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검증된 성공 사례

Retail

Finance

Manufacturing E-Business Telecommunication

Others

주1)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연평균성장률

2016년비즈니스를시작한신생기업으로서는이례적으로글로벌고객사(약400여고객사)들이인스타나를사용하고있으며, 공통적으로

마이크로서비스/컨테이너환경을모니터링하거나지속적인업그레이드및배포필요한환경에적용되어있습니다.



광범위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구성없이연중무휴 24x7로미션크리티컬서비스제공

인프라중점을벗어난실시간앱모니터링전략으로확장

TIS (Treasural Intelligence Solutions)

는전사적인 결제 및현금관리를

위한유연하고 확장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중무휴

24x7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Instana의
에이전트 설치 및
사용의 용이성

사례

상세사례보기
https://www.instana.com/customers/treasury-
intelligence-solutions-cashes-in-on-the-
benefits-of-automated-observability/



단순하고투명한가격모델 : MVS 당

Why INSTANA ? 

Hybrid Cloud 애플리케이션모니터링

1초주기의모든추적및상관관계분석자동화

자동화된 End-to-End 모니터링 : Dynamic Graph 실시간모델링

최신아키텍처에최적화된설계

설치구성용이 : 해당스택에필요센서자동설정

:기존레거시와클라우드기술기반애플리케이션(K8s, Container 등) 동시지원

: 250+ 센서, CF, ECS, EKS, Lamda 서버리스환경애플리케이션지원등

: 에이전트설치로애플리케이션, Infra, DB, EUM 모니터링동시에지원

: SaaS, Onpremise 가격모델제공

: 잘린데이터없이모든사용자의모든추적을항상캡처하고저장

: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등 서로어떻게관련되어있는지파악용이



Observability 
Value 
Engagement

INSTANA의 AI 기반 풀스텍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어플리케이션

성능보장과 비지니스 성과를

확보하세요.  

Scale and Manage INSTANABuild and DeployDiscovery

• AIOps Discovery Session
: IBM AIOps 플랫폼이해와 Use case

• 현행 ITOps에 대한이해와 개선 영역식별
: 인터뷰및 설문조사

• AIOps 솔루션범위 선정

• AIOps Discovery Workshop 수행 결과

• AIOps 성숙도진단

• 대상 애플리케이션후보 도출

• 현재 ITOps상황을이해하고 AIOps 

성숙도단계에서우선적용대상을검토

• 소요 기간 : 0.5일

• 대상 : 스폰서, IT기획, 앱/인프라 운영자

• INSTANA 솔루션 설계/설치

• Application Perspective 설정

• Custom 이벤트 적용 등

• Core Capability 기능 확인

• Value Engagement Plan 

• Observability 보고서
(Application Perspective, 이벤트 탐지등)

• 비지니스 Critical 애플리케이션(서비스)에

대해실시간, 즉각적인가시성확보, 문제

발견과해결검증

• 소요 기간 : 1주 이상

• 대상 : 주요애플리케이션 1개선정

무료 무료 유료30 days SW subscription AIOps Specialist, Consultant

• INSTANA Agent 추가 대상 설치/구성

• Application Perspective 추가 설정

• Event/Policy 적용

• MTTD & MTTR Use case 발굴

• SLO에 대한지표 유지 및 개선

• 관찰 가능대상 추가

• MTTR 개선 Use cases

• 전사애플리케이션(서비스)에대해 INSTNA 

적용으로 AI기반엔터프라이즈관찰가시성

확보

• 소요 기간 : 1개월 이상 (별도 논의)

• 대상 : 애플리케이션 단계별 확장

SW Subscription, AIOps Experts

상세프로그램내용은 IBM Automation 사업부

영업담당자에게문의하세요.

• yulhkim@kr.ibm.com

• Linked In : yulhan-kim-1a347548

https://www.linkedin.com/in/yulhan-kim-1a347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