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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지연의 영향도는 …

애플리케이션 지연 고객 전환율 고객 만족도

1초 7% 16%

<Source> Aberdeen Group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곧 비즈니스입니다.

AI 기반 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끊임없이변화하는
수요에따라…

혼잡/과밀은어느
계층에서나발생할수
있습니다.

4

Performance Risk

Inefficient

Transactions | Response Time | Memory | CPU | …

애플리케이션실행환경은점점더복잡해지고있습니다.

AI 기반 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경합
Congestion

인적관리 한계
Human Management 

Cannot Scale

초과자원사용
Overprovisioning

그결과…

AI 기반 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47%
향후 12개월동안
클라우드지출증가

1/3rd 지출의 1/3은낭비

7%
1초지연시간동안
고객전환율 7% 감소

애플리케이션
1시간중단비용420k

8.2% 수익의 8.2%가
IT에지출

Source:  https://venturebeat.com/2021/06/04/the-cost-of-cloud-a-trillion-dollar-paradox/)). 
Source:  https://www.forbes.com/sites/rogerdooley/2012/12/04/fast-sites/?sh=5fbada053cf7

Performance

IT Costs

애플리케이션성능은안정시키면서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상상해보세요

AI 기반 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 애플리케이션수요기반자원사용결정

• 애플리케이션수요기반인프라자원연관상태
지속적일치

• AI 분석기반추천에따른자원사용결정자동화

Turbonomic ARM(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Turbonomic ARM(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Full Stack 가시성제공

- application, service, container, pod, nodes/VM, host, 
storage 등 관리 대상 모든 자원을 한 눈에 파악

- Dev, Ops, Management에 공통 컨텍스트 제공

✓자원현황파악대쉬보드

- 각 자원 유형 별 최적화 작업 유무 쉽게 파악

- 각 자원 별 성능 메트릭 정보 기반 상태 확인

Full Stack 자원통합가시성제공으로
의상태와 최적화작업

유무를 할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1.최적화 추천을 위한 Full Stack 자원 통합 가시성 제공



✓AI 분석기반자원최적화작업추천
- 구체적인 작업 추천 및 작업 별 경중 표시

- 성능, 효율성 등 작업 추천 배경 표시

- 추천 작업 실행 후 자원 상태 변화 및 비용절감 정보 제공

✓Over-Provisioning 방지
- 멀티 클라우드 환경 인스턴스 일관된 성능 보장

- 개발자 추측에 의한 리소스 할당 배제

✓운영효율성향상
- 애플리케이션 성능/안정성 보장하며 클라우드 비용 최소화

- 성능 사고 및 서비스 중단 감소로 운영 인력 전략적 재배치

각자원별 최적화작업추천을통해
과이에 따른 를

하고 시킵니다.

주요기능 > 2.자원 최적화 작업 추천



✓클라우드자원및비용최적화
- K8S 클러스터, Private, Public IaaS의 자원 최적화 작업 추천 및
자원 사용율, 비용 관점 효과 시뮬레이션

- 최적화 작업에 따른 비용효과 시뮬레이션

✓Public Cloud 전환계획지원-전환위험최소화
- Private ➔ Public 또는 CSP 간 전환 시작업 추천 및 자원
사용율, 비용 관점 효과 시뮬레이션

- Lift&Shift  vs.  Optimized

- 애플리케이션 기반 구체적인 전환 계획 지원으로 전환에 따른
위험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인스턴스최적화작업과 하고
자원사용및 비용관점의

할 수있습니다.

주요기능 > 3.자원 계획 지원



✓쉽고빠른추천작업수행
- container, VM/인스턴스, storage등의 자원에 대한 정책 기반
작업 자동화

- 자동적용 작업 : 추천 작업 발생 즉시 자동 작업 수행

- 수동적용 작업 : Turbonomic UI에서 직접 작업 수행

✓최적화추천작업자동화
- Operation API를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최적화 작업 발생 시
자동/수동 작업 수행(자원 별 작업 자동화 정책 관리)

- Operation API 미제공 시는 추천만 가능

추천된 은
자동화정책에기반하여 하거나

직접운영자가수행할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4.자원 최적화 작업 자동화



Susan, 
Application DevOps Team Leader

담당 애플리케이션 장애는 무엇보다 신경쓰이는 문제입니다.

가능한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회복 시켜야 하죠.

코드 에러의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상대적으로 빨리 발견하고 이전 버전으로 재배포 함으로써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문제는 관련자원들이에요.

연관 자원들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고

저희팀만으로는 어떤 자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 확인할 수 없어 원인 파악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 자원의 문제로 인한 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최고죠.

Demo 1. 애플리케이션 운영 관점



상세사례보기
https://www.ibm.com/case-studies/carhartt-
turbonomic

BlackFriday 같은수요급증까지

고려한연관자원최적화관리를

어떻게했을까요?

미국의의류회사인Carhartt 사례를

통해성능과효율성을모두최적화할

수있었던방법을확인하세요.

성수기인휴가시즌동안발생하는성능문제를방지하여기록적인판매유도

Turbonomic의
애플리케이션 기반 자원
최적화 작업 추천 및적용

AI 기반자원최적화로효율성향상

사례

Turbonomic 대표 사례 소개



Banking Technology Insurance Healthcare Communications Consulting Consumer Goods Education GovernmentFinancial Services

3,300 이상의 세계적 기업 사례 보유



1300 앱성능위험식별

95% 성능문제감소

40% CPU 경합감소

56.8% VM/Host 운용율향상

$27M $1M+ DB licensing 비용절감

$ 37M 비용절감$6.6M 클라우드비용절감

$3.7M 과잉자원회수$7.3M 절약

앱성능향상과티켓감소

ROI 효과

37,000 운영시간감소

14,000 월별 TICKETS 감소

(자원 요청 80% 감소)

숫자로 확인하는 Turbonomic 도입 가치



IBM Turbonomic 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변화하는사용자요구사항을수용하고목표대응시간을제공할수있도록애플리케이션을동적으로리소스화합니다. 

Why Turbonomic ARM?

• 24/7/365 - AI 기반리소스결정

• Full Stack 통합가시성제공

• 후속대응이아닌선제적예방방식이며대응은완전자동화가능

• 수고가많이드는모니터링, 까다로운임계값및정책설정업무에서해방

Performance

CostCompliance

AI 기반의 IT 자원 최적화 관리



ARM (Application
Resource Management)

Engagement

Turbonomic의

애플리케이션수요기반

자원관리를실환경에적용하고

자원최적화효과를확인하세요.

Scale and Manage Turbonomic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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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아키텍처설계 (0.5일)

• Turbonomic ARM 설치 (0.5일)

• 관리 대상자원 연결 구성 (1 일)

• 주요 기능동작 확인* (0.5일)

• Value Engagement Plan 

• ARM 보고서
(Resource Optimization Action 및 기대효과)

• 고객의실제환경에 Turbonomic ARM을

설치/구성적용하고결과확인

• 소요 기간 : 약 2주

• 대상 : 애플리케이션 1개, 인프라환경 1개

무료 무료 30 days SW subscription AIOps Specialist, Consultant

• 관리 대상자원 추가 구성

• ARM 추천작업 중 적용 범위정의

• 추천 결과실제 적용과 이후확인/추적

• 자원 최적화 Policy 정의 및 반영

• 자원 최적화개선 프로세스 정의

• 자원 최적화대상 확장

• ARM 적용보고서
(실적용 Action 및 효과)

• 고객의실제환경에 Turbonomic ARM의

추천결과를적용하고효과확인

• 소요 기간 : 약 1개월 이상 (별도 논의)

• 대상 : 애플리케이션/인프라 단계별 확장

상세프로그램내용은 IBM Automation 사업부

영업담당자에게문의하세요.

• Jiseon.Lim@ibm.com

* 연결구성후 7일 이상데이타수집및 분석필요

유료 SW Subscription, AIOps Expe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