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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olution

Why?
XAIOps
하루가 다르게 거대하고 복잡해지는 IT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순간의 짧은 장애도 크리티컬한 시간과 

비용 손실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장애를 인지하는 시점을 앞당기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능화된 IT 운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I 기반 IT 운영 지능화 솔루션
싸이옵스

제품소개

특장점

XAIOps(싸이옵스)는 기업의 다양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부하 특성과 패턴을 학습하고, 

장애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IT 운영자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IT 운영 지능화 솔루션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으로 

운영자의 관리/운영 부담 최소화

부하 패턴을 유형화하여

학습, 패턴에 대한

직관적인 시각화 제공

WAS, DB, OS, 트랜잭션 등의

전구간 IT 운영 자산 최적화

기존 정상 패턴 학습에

따른 이상치 탐지 시

지능형 알람 발생

실시간 학습을 통한

AI 기능의 정교화

사람이 인지하기 

힘든 부분까지 탐지하여 

장애 원인 분석

장애 발생 이전 

이상 징후 탐지 및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 가능

상호 연관이 있는 유사 지표의

자동 분석 및 추출을 통해

빠른 원인 분석

지능형 모니터링

부하 패턴 분석 및 시각화

End to End 운영 최적화

Dynamic Alert 제공

데이터 수집 및 학습

정밀한 근본 원인 분석

이상 탐지 및 부하 예측

신속한 인과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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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for IT Operations

원인 분석

주요기능

정밀한 근본 원인 분석

AIOps

신속한 인과 관계 분석

서비스 이상 탐지를 통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감지와

해당 장애에 대한 연관 분석과 추론을 통하여 장애 근본 

원인 분석 제시

AIOps는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T Operations”을 

의미하며, IT 운영에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을 

지능화, 효율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업무, 

폭증하는 운영 데이터, 장애 대응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점차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호 연관이 있는 유사 지표의 자동 분석/추출을 통해 빠른 

원인 분석 가능

 · 빠른 탐지(MTTD)와 빠른 조치(MTTR)

 · 부하, 장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 서비스 중단 비용 최소화

 · 지연 발생 구간에 대한 상세 분석

 · 개별 지표와 시스템 간 상관관계 분석

 · 요약 메시지와 상세 구간별 추론 제시

 · WAS, DB, OS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 이벤트 발생 지표와 가장 유사도가 높은 지표를 신속하게 분석

부하 예측 및 이상 징후 탐지

실시간, 미래 부하 예측

부하 패턴 분석

딥러닝 기술을 통하여 축적된 과거 데이터로 부하 상황을  

학습 후, 실시간 데이터를 더해 추론하여 미래 부하 상황을  

예측 (10분/30분/1시간)

 · WAS 부하 예측 지표 
- 거래량, TPS, 응답시간, JVM Heap 등

 · DB 부하 예측 지표 
- 실행건수, 응답시간, lock 세션 수, wait 지표 등

 · OS 부하 예측 지표 
- CPU, Memory, Network I/O 사용량 등

 · WAS 주요 지표에 대한 부하 패턴별 분석

 · DB 주요 지표에 대한 부하 패턴별 분석

 · 개별 인스턴스 단위 부하 패턴별 분석

 · 부하 패턴을 몇 개의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학습, 상황별로 

 임계치를 다르게 설정

 · 부하 패턴을 직관적으로 시각화, 운영/관제의 편의성

실시간 이상 탐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베이스라인 생성,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며, 주요 지표에 

대한 급작스러운 증가와 감소를 이상 현상으로 탐지

· WAS 이상 탐지 지표 
- 거래량, TPS, 응답시간, JVM Heap 등

· DB 이상 탐지 지표
 - 실행건수, 응답시간, lock 세션 수, wait 지표 등

· OS 이상 탐지 지표 
- CPU/Memory/Network I/O 사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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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대시보드)

이상 트랜잭션 탐지

주요 서비스(biz) 그룹 단위로 중요 성능 지표 학습을 

통하여 실시간 이상 징후 탐지

통합 뷰 – 장애 탐지

인스턴스 관점 – 이상 탐지

Appex scoring 기법을 통한 다양한 성능 지표의 학습을 통

하여 전체 IT 운영에 대한 실시간  장애 탐지 

WEB, WAS, DB, Network 등 인스턴스별 성능 지표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실시간 이상 징후 탐지

 · 서비스 관점  이상 탐지 
- TPS, 응답시간, 처리건수, 오류건수 등

 · 인스턴스 관점 이상 탐지 
- WAS, DB 인스턴별  이상 징후 탐지

 · 인프라 관점 이상 탐지 
- CPU, Memory, Disk I/O 등

 · 업무 서비스 관점  주요 성능 지표 이상 탐지

 · 특정 서비스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연계 

- 서비스별 상세 모니터링 분석 화면 연계 

- 서비스별 장애 분석 화면 연계

 · 각 인스턴스별 중요 지표 단위 학습 결과 이상 탐지시 실시간 알람 
제공

 · 업무 관점이나 Tier별  각 인스턴스 구성 현황을 통하여  장애 구간 
이나 대상을 쉽게 탐지 할 수 있도록 제공

아키텍처

XAIOps는 운영자에 의존하여 IT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원인을 분석했던 절차를 자동화하여, 사람이 인지하기 힘든 이상 징후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 원인 분석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기존 인지했던
이상 모두 탐지

인지하지 못했던
이상 징후까지 추가 탐지

기존 대비 6배  

100% +α 국내 대형 금융사

- 이상치 탐지/원인 분석/부하 예측/장기 부하 예측 등의 기능 적용

- 사람이 탐지하지 못한 이상 인스턴스, 이상 트랜잭션 추가 탐지

- 장애를 탐지하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십 분 ~ 수 시간 소요되던 

프로세스를 수 분 이내로 단축

레퍼런스

스펙

지원 웹 브라우저
- Chrome 70 이상

데이터 수집/가공 서버(1대)
- OS: Linux Kernel 3.x 이상 권장

- CPU: 12core(권장)/8Core(최소)

- RAM: 64GB(권장)/32GB(최소)

- DISK: 4TB(권장)/2TB(최소) – SSD권장(DISK 용량은 고객사 적용 대상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I 학습용 서버(1대)
- OS: Linux Kernel 3.x 이상 권장

- CPU: 8core(권장)/4Core(최소)

- GPU: NVIDIA (TITAN RTX, Tesla V100 등) * 2ea

- RAM: 64GB(권장)/32GB(최소)

- DISK: 2TB(권장)/1TB(최소) – SSD권장(DISK 용량은 고객사 적용 대상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