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운영을 자동화
하고 50%의 비용
을 절약하세요
1

IBM Cloud Pak®
for Watson AIOps

오늘날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공은 중요 비즈니스 애플리케
이션의 성능 및 가용성, 그리고 이들이 실행되는 인프라의 효
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IBM은 AI 기반 자동화를 통해 오늘날의 복잡한 IT 애플리케이션 및 운영에 대한 동적
인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공합니다.

풀스택, 엔터프라이즈 Observability를 통한 더 빠른
의사결정

동적 자원 관리 및 비용 최
적화를 통한 스마트한 자원
할당

자율 문제점 판별, 수정 및 방
지를 통한 예방 방식의 AIOps

이는 높은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규제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탁월하며 비용
효율적인 고객 경험을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IT 운영 성숙도 곡선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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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및 민첩성

1

Observability 및 자원 관리가
제한된 상태
서로 연결되지 않은 팀이 각자의
프로그램 및 도구로 시도함

AI 기반 대규모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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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Observability 및
동적 애플리케이션 자원 관리
서로 연결된 팀이 풀스택 Observability와 몇 가지 동적 자원 최적
화를 사용함

IT 및 앱 팀의 성숙도

공통된 도구, 자동화된 의사결정,
예측에 도움을 주는 인사이트가
팀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시작

고객은 사용 후 1개월 내에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적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숨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클라우드 자원을 애플리케이션
수요에 맞춰 클라우드 탄력성
극대화

이미 비용이 지불된 예약 인스
턴스 범위 및 활용의 최적화

사용 중이 아닌 경우 워크로드를
일시중단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 절감, 더
나은 성능 및 더 높은 직원 생
산성을 통한 클라우드 마이그
레이션 전략 가속화

할당되었으나 사용되지 않거나,
다른 항목과 연결되지 않은 컴
퓨팅 및 스토리지 자원의 퇴출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과정에서 어림짐작을 없애고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보장하는, 유일
한 사용량 기반의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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