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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ps의 태동

AIOps는 2014년 Gartner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 AIOps = AI for IT Operations

🔎 IT 운영에 AI (기계 학습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적용

🔎 주요 기능

• Causal Analysis (인과관계분석)
• Anomaly detection (이상탐지)
• Performance analysis (성과분석)
• Prediction(예측)
• Correlation and contextualization (상관관계와 맥락화)
• Intelligent Remediation (지능적 복구) 

🔎 AIOps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비율이 2018년 5%에서

2023년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출처: Gartner, 2017>

디지털 전환에 의한 운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급부상



디지털 전환 – 애플리케이션, 즉 IT가 곧 비즈니스 입니다.

애플리케이션 1초 지연의 영향도는 …

1초

애플리케이션 지연

7%

고객 전환율

16%

고객 만족도

애플리케이션 수요의 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

<출처 : Aberdeen Group>



디지털 전환 - IT 환경은 더욱 더 복잡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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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유연성을 위한 동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로

점점 더 복잡 해지는 Hybrid Multi Cloud 환경

< * Gartner, IDC, IBM Research>

58%의 기업이 6-40개의 서로
다른 모니터링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레벨 1 지원에는
일반적으로 3-4 명이
참여하며, 평균 5-7 
Man/Month 가량이
소요됩니다. *

애플리케이션 관련 문제에
대한 MTTR은 종종 3-6 시간
*

긴 해결 시간

너무 많은 도구와 경고(Alert)

불확실성과 혼란

2021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90% 이상이 인프라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온프
레미스/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및 레거시 플랫폼의 혼합
에 의존할 것입니다. *



Evolution

다양한 기술과 인센티브

• Siloed
• 반응적(Reactive) 대응
• 인프라 중심
• 기술별 SLA
• 구성 요소에 한정된 기술

• 통합된 End to end,
• 사전 예방
• 비즈니스 중심의 앱과 인프라 운영
• 서비스별 SLA
• 광범위하고 깊은 기술
• 클라이언트와 밀접

Traditional Delivery

“SysAdmins”

• 낮은 복잡도

• 낮은 변경율

• 클라이언트와 단절

Modern Delivery 

”SRE”

• 복잡도 증대

• 동적인 변경

(Dynamic)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

가용성 가용성, 신뢰성, 속도 및 품질

Infrastructure 지향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 지향

Cost Speed

Quality

Cost Speed

Quality

Cost Speed

Quality

Cost Speed

Quality

Traditional
VMs/Bare Metal

Cloud hosted/ready
클라우드에서 실행

Cloud Enabled
클라우드 활용

Cloud-Native
클라우드의 모든 이점 향유

디지털 전환 - Delivery 모델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서 풀스택 애플리케이션 DevOps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운영 환경의 변화는

IT 운영팀이

환경 전반 에 걸쳐

데이터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도록

역할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기존 도구와 프로세스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DevSecOps( ex. Shift Left/Right)
는 역할 수렴으로 공유된 비즈니
스 결과에 중점을 둔 Multidisciplin
ary팀 구성을 견인 ( IDC, Gartner, 

Forrester)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리는 테
이블 스테이크가 되고 있음. (I

DC)

AI가 없이 사일로 팀으로
DevOps의 closed loop 지

원이 부족(Gartner).

보안 및 규정 준수 지출이 다른
제품 지출을 앞지르고 있음
(Forrester, Morgan Stanley).

가용성 및 성능 모니터링, 이
벤트 상관 관계 및 분석, IT 서
비스 관리 및 자동화를 포함
한 모든 기본 IT 운영 기능을
향상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

필요( Gartner)

하나의 사일로 기능의 자
동화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결합하고 자동화

하여야 함(Gartner)



16%

비즈니스 채널 중
디지털로 대체된 비율(%)

디지털 전환 속도
팬데믹 1년 > 과거 10년

34%
2020

2019

THE GREAT DIGITAL 
SHIFT 

ATTRITION & SKILL 
GAPS

GROWING 
COMPLEXITY

80%의 조직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1,000개 까지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IDC, Worldwide Application Services, 2021, 
Doc # US47588016, April 2021>

팬데믹 대 유행이였던
작년 8월에 430만명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력의 약
2.9%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agnifyMoney Report, 2021>

<The Washington Post, 2021>

8

<McKinsey & 
Company> 



• 보다 진화된 새로운 도구를 채택하고, 기존 도

구 및 이 새로운 도구 세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

한 프랙티스 (ex; DevOps, SRE Practice) 확립,

• 운영 효율과 신속한 혁신 촉진,

• DevOps, 현업 부서(LOB) 및 중앙 운영 팀 간에

조화로운 워크플로우 운영을

급격한 디지털 전환 (The great 
digital shift)으로 기업의 IT 운영
조직은 더욱더 시급하게

요구 받고 있습니다.



AI 기반 자동화를 적용한 IT 운영 및 서비스 관리 기반 구축의 전략 및 진화 방향

IT 운영에 대한 인프라 중심
접근 방식

비즈니스 결과와 가치 중심의 접근 방식
비즈니스 결과 및 주요 이해 관계자(개발자, IT 운영자, 앱 소유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애플리케이션 중심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IT 데이터 급증 :  기존
방식으로 관리 할 수 없음

AI를 활용한 IT 통찰력의 확보 ( AI for IT insights)
통찰력을 위한 지능형 예측 솔루션을 도입, 필요한 신호를 적시에 파악하여
IT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DevSecOps 문화와 자동화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느리고
자동화되지 않은
프로세스가 확장성에
영향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혁신
AI가 장착된 도구 및 자산을 갖춘 데이터 기반의 동적 자동화 프로세스와 필수
클라우드 기술을 갖춘 인력으로 디지털 재창조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시각화 및 옵저버빌리티 (Observability, 
관찰역량)을
각 사일로를 제거하고, 탐색을 자동화하여 운영자와 개발자가 실시간으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문제를 격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팀간, 도구간 , 
프로세스간의 단절로 인한
옵저버빌리티 (관찰역량)의
부족

Today Tomorrow



AI기반 자동화 의 주요 구성 요소

Collect / Discover 
Collect from and integrate with Various data sources - logs, incidents, tools, pipelines, 

telemetry sources like ELK/Kafka, etc.

Observe
Instrument Observability

Detect
Detect anomalies, causalities, topology, 

blast radius, threats, exceptions and 
event correlations

Predict
Identify trends, predict failures, capacity, 
resource, utilization, leading indicators, 

similar incident analysis

Act (Remediate)
Automated resolution & Self-Heal

Visualize
Observability of key metrics, analytical reports, Remediation results, Automation status

Prescribe
Next Best Actions and possible run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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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bility Prediction Resolution

Observability

Prediction

Resolution

전체 시스템 ( 풀스택)의
활동 및 성능, 시스템
성능과 사양을 실시간
확인하고 위험 감지

AI/ML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 계층을 포괄하는 IT 
시스템 장애나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분석
및 예측

워크플로 기반 자동화를
활용한 NBA, 런북등을 통한
자가 치유, 디지털
작업자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해결

Analyze
Curate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for analysis



전형적인 유즈케이스 별 적용 솔루션

요구사항 또는 유즈케이스 AI 개입이 낮거나 중간인 일반적인 솔루션 Advanced AI 개입으로 향상된 솔루션

1 운영 이벤트 노이즈 감소 및 사고 감지
시간(MTTD) 개선

구현된 운영 도구들이 통합되어, 모니터링 매개변수와
임계값이 최적화되고, 중복 제거를 구성.

운영 도구들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되고, 상관 관계 분석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감지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
감지 (Observability)

2 보다 빠른 이슈 상관 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이슈 식별 평균 시간(MTTI)을
개선

이벤트 상관분석을 위한 이벤트 관리솔루션을 구성. 
일부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 도구가 포인트 데이터
소스에 대한 OOTB 기능을 제공.

알려진 문제 패턴이나 유사한 과거 인시던트를 식별하기
위해 지식 리포지토리, 인시던트 데이터 및 관련 채팅에 대한
마이닝을 지원하는 AI 및 자연어 처리 기능이 적용된 이벤트
관리 솔루션 적용

3 더 나은 협업, 더 빠른 진단, 드릴다운
및 RCA(Root Cause Analysis)를 강화

통합 서비스 관리, 알람 및 에스컬레이션 관리, 온라인
협업 채널,  장애 토폴로지 뷰를 위한 맞춤형 Grafana 
대시보드

중요한 문제를 위한 Digital War room 등을 지원하는
ChatOps 기반 고급 협업 채널, RCA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자연어 지원 봇, Service Now 연계, AI기반 이상징후
위치및 폭발 반경 분석, 이상 감지등

4 자동화를 통한 평균 수리 시간(MTTR)
단축

알려진 문제 패턴에 대한 런북(Runbook) 자동화
스크립트를 개발하고, 명확한 유즈케이스에 대해서
해당 런북 스크립트를 기동하여 자동 복구

AI를 통해 높은 신뢰도 점수로 분류된 알려진 문제에 대한
자가 치유 및 자연어 지원 ChatOps 내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통한 더 빠른 수정 조치

5 더 나은 측정 및 협업을 통해 평균 해결
시간(MTTR) 개선

문제를 모니터링, 경고, 분류 및 (자동/수동) 해결하기
위한 통합된 운영 도구 체인. 다중 공급자 IT 운영을
오케스트레이션하기 위한 통합 서비스 관리

이슈 예측, 더 빠른 감지, 분석 /해결 및 이슈 방지를 위해,
기존 DevSecOps 솔루션에 Observability, AI 적용 Ops 기능
및 ChatOps 기능을 추가

6 단일 창을 통해 거버넌스 및 가시성
향상

DevOps 텔레메트리, 맞춤형 운영 대시보드 구현 또는
개별 도구에서 out of box 대시보드 기능 구성

가치 흐름 가시성, IT 컨트롤 타워를 통한 KPI 대시보드, 
데이터 분석 활용, 토폴로지 기반 영향 시각화 등을 통해 SRE 
및 운영 팀 지원

7 IT 지출 분석 제공, TCO 절감 및 IT 
지출 ROI 개선 방안 제시

KPI 기반 운영 효율성 평가, 매뉴얼 보고 및 인프라, 
서비스, 프로그램별 분산 보고

IT 컨트롤 타워 기반 FinOps 대시보드, SRE 주도 No-Ops로의
변환



IT 운영에 AI 기반 자동화의 적용 효과

비용절감, 효율성, DevSecOps기반 수립 등 IT 운영으로 부터 의미 있는 비지니스 가치 달성

장애 시간을 1시간 줄여
42만불(약 5억원) 절약

saved*
$420k

AI 기반 인사이트로 인한 IT 
운영자의 기술 향상으로
워크로드 50% 절감

less workload
50%

빠른 작업 완료로 25% 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집중

more initiatives
25%

*Potential impact

“… 데이터에 묻혀 있는 문제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로그 및 기타 비정형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빠르게 다루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구에 있는 데이터와 대화내용을 결합하고
작업해야 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Watson AIOps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엔지니어가 더
빠르고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David Almendros,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or at CaixaBank



AIOps Adoption은 적용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구성요소 아키텍쳐를 수립하고 어플
리케이션 우선 순위에 따라 반복적인 Agile Approach 로 확산하는 모델을 추천합니
다

Discover & Collect 

Data

1 – 2 Week

s Operationalize  

AIOps

6 Mos – 2 Year

sActionable              

Insights

2 – 4 Weeks

Observe & Analyz

e Data

2 – 4 Weeks

Discover & Collect
Collect data from various sources - logs, incidents, tools, pipelines, telemetry sources l

ike ELK/Kafka, etc.

Observe & Analyze
Instrument Observability and curate structured / unstructured data for analysis

Detect
Detect anomalies, causalities, topology, 

blast radius, threats, exceptions and 
event correlations

Predict
Identify trends, predict failures, capacity, 
resource, utilization, leading indicators,  

similar incident analysis

Act (Remediate)
Automated resolution & Self-Heal

Visualize
Dashboards of key metrics, analytical reports, automation status, etc. for SREs

Prescribe
Next Best Actions and possible run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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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enarios

APP Group 1

APP Group2

APP Group n

운영 환경의 사고를 사전예방적
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
고 IT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미
래 지향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
다.

Applications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실행
비용을 분석하고 최적화를 위
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
이 필요합니다.

내 어플리케이션 자원을 관리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이 필요합니다.

멀티 벤더 에코시스템에서 위
험 관리, 거버넌스 및 규정 준
수 개선을 위한 전사적인
Observability 지원이 필요합니
다.

AI를 사용하여 ITOps의 전반적
인 효율성을 개선하고 애플리
케이션 안정성 및 복원력을 개
선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속도, 활용
도 및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
기 위해 AI 기반 자동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Proactive 
Resolution

자율적인 문제 파악, 
문제해결, 문제방지

Faster Decision 
Making

AI 기반 엔터프라이즈
옵저버빌리티 (observability)

Better Resource 
Optimization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동적
자원 관리 및 최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