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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olution

Why?
CloudMOA
많은 기업 IT 환경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그 구성도 컨테이너 기반의 

Micro-Service Architecture로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플랫폼의 종류에 상관없이 연관된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통합 관제 솔루션
클라우드모아

제품소개

CloudMOA(클라우드모아)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분산된  멀티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통합관제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다중 연결된 다차원 연관 관계 기반 성능 모니터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계열 데이터 세트를 평가하는 이상 탐지, 희소로그 분석 기능이 더해져, 기업의 IT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특장점

자동설치 방식으로

전사 시스템 관리 용이

MSA 환경의 복잡한 

서비스간 호출관계와 트랜잭션

상세 흐름 추적 및 분석

차원별 자동 분류된 시계열 

데이터 세트를 평가하는 분석 

알고리즘으로 이상 탐지

멀티 클러스터의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재배치 관제

다차원 토폴로지 뷰

컨테이너 기반 
Agent 설치

MSA 환경의
서비스 모니터링

AI 기반 진단

AWS, MS, Oracle, Google, 

Naver 등 다양한 클라우드를 

한 화면에서 통합 관제 가능

멀티 클라우드 지원

애플리케이션부터

클러스터까지 전체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Layer
가시성 확보

머신러닝 기반의 로그 

분석 및 희소로그 탐지

AI 기반 희소로그 분석

리소스 분배 및 사용 현항 한 

눈에 쉽게 파악 가능

리소스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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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멀티 클러스터 인프라 모니터링

토폴로지 뷰
인프라 토폴로지 모니터

 · Node/Pod 가동 상태

 · 임계치 알람

 · 애플리케이션 재배치 탐지

 · Meta 정보 / 리소스 사용량

Overview 모니터링
클러스터 주요 항목 통합 모니터

 · Node 가동 상태

 · POD/Container 배포 추이와 상태

 · Top CPU/Memory

리소스 모니터링
리소스 분배와 사용 비율 모니터

 · Request/Limit과 사용 비율

 · Node 리소스 사용 추이

 · Namespace 할당 리소스 사용 추이

 · Network/Disk 사용 추이

멀티 클러스터 서비스 모니터링

토폴로지 뷰
서비스 토폴로지 모니터

 · Node/Pod/Service 가동 상태

 · 임계치 알람

 · TPS, Response Time 주요 지표

Overview 모니터링
서비스 주요 항목 통합 모니터

 · 연관 서비스 토폴로지

 · 주요 서비스 성능 지표 추이와 통계

 · X-View(트랜잭션 패턴) 기능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상세 성능 모니터

 · 주요 서비스 성능 지표 추이

 · X-View(트랜잭션 패턴) 기능

 · Scale In/Out 추이

 · 연관 Node 추적

 · Event 발생 목록

워크로드 모니터링

Overview 모니터링
클러스터 워크로드 통합 모니터

 · 워크로드 배포 수와 가동 상태

 · Request/Limit과 사용 비율 

 · 주요 성능지표

 · Event Log

Deploy 모니터링
워크로드 리소스 소비와 상태 모니터

 · 워크로드 배포 수와 가동 상태  

 · Request/Limit과 사용 추이

 · Scale In/Out 추이

 · 연관 Node 추적

Job/Cron Job 모니터링
배치 작업 모니터

 · 배치 작업 Meta 목록

 · 시작/종료 추이

 · Event Status 

AI 기반 지능형 분석

시계열 성능 지표 이상 탐지
Node/Pod/Service 성능 이상 탐지

 · 배포 종류별 배포 수와 가동 상태

 · 자원 요청량 및 사용량 

 · 주요 성능지표

 · Event Log

희소 로그 분석
다양한 로그 패턴과 발생 빈도 탐지

 · Node CPU/Memory 요청량

 · Namespace CPU/Memory 요청량

 · Node 성능 지표

 · Network/Disk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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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대시보드

User Documents
사용자 편집 대시보드

 · 작성된 대시보드 목록 보기

 · 다양한 형식의 Chart Widget 제공   

 · 자유로운 레이아웃 편집

 · 사용자 공유 기능

 · Import/Export(Json 형식) 기능

Shared Templates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대시보드 형식

 · 공유 협업 관제

 · Export(Json 형식) 기능

Reporting Documents
빌드 완료된 보고서 보기

 · 보고서 목록 보기

 · 목차 보기와 이동 기능 

 · 프린트 또는 Pdf 파일 저장 기능

Edit Templates
보고서 형식 문서 작성

 · 보고서 형식 목록 보기

 · 자동 목차 보기와 이동 기능

 · 문서 편집/저장 기능

 · 다양한 형식의 Chart Widget 제공

 · 즉시/스케줄 빌드 기능

 · Import/Export(Json형식) 기능

PostgreSQL 모니터링

Cassandra 모니터링

보고서 편집/출력

클라우드향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Integrated Dashboards for Diverse DBMS
다양한 DBMS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대세보드 

 · 클라우드향 DBMS 주요 지표 현황 모니터링 가능

 · 다양한 DBMS 모니터링에 대한 통합 대시보드 제공

 · 지원 종류 : Oracle, PostgreSQL, MySQL, SQL Server,  

                      Cassandra, Redis 등

다양한 분석 기능

Performance Trends
다수의 성능 추이 분석

 · Cluster 자원 통계 추이 분석

 · Node 성능 추이 분석

 · Workload 리소스 사용 추이 분석

 · Pod 리소스 사용 추이 분석

 · Container 리소스 사용 추이 분석

 · Service 성능 추이 분석 

Service Traces
서비스 성능 추이 분석

 · X-View(트랜잭션 패턴) 분석

 · Call Tree 분석

 · Call 정보 상세 분석

Anomaly Score
시계열 데이터 이상 탐지 결과 분석

 · HeatMap 차트 분석

 · 이상치 탐지 목록

 · 탐지 기준 시계열 데이터 추이 분석

 · 희소로그 분석

Alert History/Analysis
알람 발생 내역과 분석

 · 레벨별 발생 추이와 내역 분석

 · TimeLine 차트 분석

 · 알람 연관 메트릭 추이 차트 분석

Container Life Cycle
컨테이너 재시작 분석

 · 컨테이너 상태 목록 분석

 · 컨테이너 Event/Log 분석

Sparse Logs
희소로그 발생 내역 분석

 · 발생 추이 Chart

 · 상세 로그 목록

Event /Log Viewer
이벤트/로그 발생 내역과 분석

 · 이벤트 발생 패턴 통계 분석

 · 이벤트 발생 내역 조회 분석

Job History
배치 작업 결과 내역 분석

 · 시간대별 배치 작업 통계 분석

 · 작업 결과 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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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MOA(클라우드모아)는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환경의 DevOps 환경 구축과 파이프라인에서 필요한 다양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Gantry(겐트리)와 연동하여 클라우드 구축 환경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관제할 수 있습니다.

DevOps 환경 통합 모니터링 

MSA 모니터링을 위한 E2E 제품(InterMax)과 연동

 · IaaS, PaaS, Service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 Service 내 애플리케이션 상세 call trace 분석을 위한 연계 제공

 · TID(Transaction ID) 연계를 통한 상세 연동으로 method level tracing 분석 제공

 · MSA 환경에 대한 End-to-End 상세 분석

주요기능

 · DevOps를 위한 개발/배포 관리
 · PaaS 운영, 로그 분석, 장애 처리
 · Infra, Service 등 통합 모니터링 
 · 신속한 ‘DAY 2 Operation’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카탈로그 제공

Gantry  |  컨테이너 서비스 관리 플랫폼
쿠버네티스 파이프라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 운영 관리 플랫폼

InterMax 연동

아키텍처

스펙

지원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
- Chrome 70 이상

수집서버 사양(X3대)
- OS: Linux Kernel 3.1.x 이상 (64bit)

- CPU: 8Core(권장) / 4Core(최소)

- RAM: 64GB(권장) / 32GB(최소)

- HDD: 모니터링 대상 수에 따라 유동적임 (최소 500GB 이상)

모니터링 대상 Agent 사양
- 지원 OS : Linux Kernel 3.1x 이상(64bit)

- 배포 형식: Kubernetes / Docker 기반 Container 

- CPU: 3% 이내

- RAM: 500MB 이내

- HDD: 100GB 이내

지원 클라우드 유형
- Public Cloud, Private Cloud, Hybrid Cloud, Multi Cloud

지원 Public Cloud
- Amazon Web Service,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Oracle Cloud, Naver Cloud

수집 데이터 종류
- Performance Metric Data, Distributed Trace Data, Container Log Data

적용 오픈소스 기술
- Docker Container, Kubernetes Orchestration, Open-Tracing, Prometheus

UI Server

Prometheus

데이터 저장

API Server

Kafka

Repository 저장 VisualizationCollector를 통한 데이터 수집Agent를 통한 성능 정보 수집

Private

Public : EKS, AKS, GKE, OKE

Collector Analysis &
Statistics

docker Pod

Prometheus(Metric)
Elasticsearch(Topology, Trace, 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