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정의 성공

AI 기술과 자동화를 통한 IT 운영 혁신
- IBM Hybrid-Multi Cloud Management Platform

Cloud Integration
IBM Korea

AI 기술과 자동화를 통한 IT 운영 혁신

클라우드 환경으로 IT운영 환경은 점점 더 복잡…

최신 기술 적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생태계 변화

보다 많은 유형의 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 분석을 통한
새로운 통찰력 확보

클라우드 기술 및 환경으로
IT 인프라 유연성 및 ROI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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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데이터가 100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매달 수천 건의 IT 이벤트가 발생
▪ 매달 수천 건의 IT 이벤트 및 인시던트 발생

혁신 vs. 안정성

▪ 9 건의 인시던트가 치명적일 것이며 평균적으로 각각 $139k의 비용 발생
▪ 규제 기관 패널티, SLA 패널티 및 고객 LTV 감소로 복합적 영향

복잡도와
확장 간 조율
새로운 도전과
씨름하는 IT….

분산된
여러 도구에 압도

▪ 복잡한 이슈를 감지하고 진단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
▪ 주요 중단은 시간당 최대 $ 420k의 비용 발생

▪ 일관성 없는 이벤트 알림과, 여러 소스로부터 발생하는 이벤트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방해 받게 되어 고군분투
▪ 알림의 홍수를 감소하기 위한 도구의 불투명성
▪ 불완전한 여러 도구간을 이동하다 보면 작업 플로우 중단 발생

▪ 인력의10 %만이 핵심 전문 지식의 90 %를 보유

번아웃
& 스킬 확보
* IBM의 설문 조사 결과

▪ 팀과 CIO는 인재 위험과 씨름
▪ SLA 및 탄력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 된 인력을 위해 서비스
당 120 만 달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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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IT 사고 발생 해결에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이 발생
기존 IT 운영 시스템들을 개별 접속하여,
IT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

Event
알림
수신

알림
상세 내용
확인

관련
모니터링
화면 접속

4시간 53분

17단계

10명

$135K

소요 시간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 수

관련
응답자 수

인시던트당
발생비용

관련
로그들을
확인

문제 발생
로그를
추적

담당자들과
메일과
메신저로 협업

발생
원인 파악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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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운영에 대한 지능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
IT 운영 원칙 변화
멀티 클라우드 관리

Dashboard & ChatOps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기존 전통 자원

애플리케이션 중심 운영
전체적 뷰, 단일 플랫폼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인사이트 확보

가치
극대화
Maximize
비용value
최적화
Optimize cost
위험 관리

내부/외부 보안 & 규정 준수

오픈기술 기반 에코시스템
새로운 오픈 및 상용 솔루션과 기존
환경의 연계 용이

AI 기술 활용 및 자동화

정책 기반 관리

사용 및 이해가 쉬운 AI & 자동화

개발, 보안 및 운영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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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ps를 통해 인시던트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및 시스템 중단 방지
AIOp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T Operations)를 통해
IT 운영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자동화
MTTD
평균 탐지 시간
(Detection)

Before
After

~48 시간

MTTI
평균 식별 시간

MTTD
평균 진단 시간
(Diagnose)

+12 시간

+24 시간

실
+2h +2h +6 hours
시간

MTTR
평균 수리 시간

+6 시간

MTTR
평균 해결 시간

+ 6 시간

✓ 진단 및 해결 시간 단축
✓ 필요한 노력과 특화된 기술 감소
✓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감지된
이상징후 발견을 통한 위험 감소

AIOp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T Operations)
AIOps는 “IT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을 뜻하는 것으로,
빅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벤트 상관 관계, 이상 징후 감지 및 인과 관계 결정을 포함한 IT 운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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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은 새로운 사고와 기술로 IT 운영 및 관리 혁신을 지원
Business Application

✓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급증하는
이기종 IT 데이터의 효울적인 관리
✓ 여러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추적 및 관리
✓ 이벤트와 인시던트 양을 관리하고,
중요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식별

Open Management Platform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모니터링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및 애플리케이션
복원력을 높이는 정의

대규모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

비용 및 자산 관리

이벤트 관리 및 대응

IT 운영 및 프로비저닝의 전체
제어 및 자동화 추진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인시던트 및 이벤트 관리
자동화

✓ 보안 위반 및 비준수 문제의 위험 최소화

Hybrid Deployment

IBM Watson
AIOPS

IBM Cloud Pak for
Multi-Clou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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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운영으로부터 의미 있는 비즈니스 가치를 얻고, 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 효과

비용 절감*

비용 절감

보다 많은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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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로그 및 기타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 이상징후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구로부터의 데이터와 대화를
결합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이 겪어왔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Watson AIOps 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엔지니어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David Almendros,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or at CaixaBank
*Potenti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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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며 직관적인 결과를 제공
IBM Watson AIOps 솔루션은 IT 운영환경에서 장애 예측 및 예방을 위해
매트릭, 로그, 이벤트, 티켓 등의 데이터에 대한 AI 기반 분석 모델과 직관적인 뷰와 가이드를 제공

정형데이터

Watson AIOps

메트릭

Event
Anomaly
Detection

이벤트
토폴로지

APIs
Connector
File

통찰력
& 조언

Custom
Model

비정형데이터
로그
티켓

Custom Model
수집

처리

분석

검증

IBM Cloud Pak fo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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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End-to-End 이상 탐지 플로우를 제공

Cloud &
On Premise
Sources

Multi Cloud

Environment
Topology

Probable Cause
Metrics

Events
Hybrid

Fixed & Mobile

Traditional IT

• 동적 종속성 매핑
• 실시간 및 히스토리 토폴로지 분석
• 가능한 원인 시각화

Metric
Processing

ChatOps

Anomalies

Guide & Resolve
Run Books

Event
Processing

Tickets
Collab tools

Logs

Collaborate

Correlated
Event Groups
Notification

Anomalies
• AI 기반 모델 선택
• 변화 분석
• 동적 임계 값

• 이벤트 클러스터링
• Seasonal 분석 및 억제
• 가중치반영 가능한 원인

* ChatOps는 사람, 도구,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협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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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이해와 선제적 대응을 통한 빠른 개선을 제공
Gartner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의 30%는

AI Ops 플랫폼의 자동화된 통찰력에 의존하여 비즈니스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 3%)”

Understand
(이해)

Anticipate
(예상)

Improvement
(개선)
자동 조언 & 자동 수정

조기 감지 & 선제적 조치

통합, 우선순위 지정, 트랙킹

Single source of truth & trust

AI inferences & guidance

Applied & trusted AI in work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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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더 빠르고 현명하게
통합, 추적, 대응
더 깊고 직관적인 이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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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 예시
SNS (Slack)로 인시던트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이벤트, 컴포넌트, 유사 인시던트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전송

NGNIX-Ingress

Pod 1

Store

Pod 2

Store Node

CLU

TAS

Master

Pod 1 Pod 2 Pod 3

Pod 1

CLU Node

TAS Node

결함 위치 파악 및 정밀도에 대한 정확도와 폭발 반경에 대한 정보
알림 컴포넌트
문제 원인 컴포넌트
영향 받은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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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운영을 제공
조기 감지 및 사전 조치

선제적인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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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운영을 제공 > 이상징후 감지
이상징후 감지 및 예측
이상징후 감지

이벤트 그룹핑
(with Entity Linking)

장애 위치
및 영향도 파악

인시던트
유사성 그룹핑

Anomalies !

정형/비정형
ChatOps

Metric Processing

Log Processing

• 사용자 개입 없이 정상적인 • 장애에 대한 MTTD (평균
운영 행태를 스스로
탐지 시간) 단축
학습하고 지속적인 모델
• 정적 임계값 관리와 룰
개선 제공
정의 및 관리가 필요 없음
• Proactive한 장애 대응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명확한 자연어 이해, 머신
러닝 기술 및 전체적인
문제 맥락/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진단 및
해결방안 추천

Event Processing
• 복잡한 수작업 없이 보다
신속한 이벤트 처리 및
분석
• 관리자가 집중해야 하는
이벤트 수의 현격한 감소

Topology Mapping
• 결함있는 구성 요소를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해결
• 문제를 격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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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운영을 제공 > 자동으로 분석모델 생성

Ready to Test
시계열 Metric의
특성 파악

머신러닝 기술 기반
학습을 통한 자동 모델생성

모델 검증을 통해
유효 모델 결정

실패 -재학습

[예시] Response Time, CPU, Memory, Disk 등

Pass

모델 적용

반복적 Refresh

[예시] Session, DB Connec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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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조언 및 자동 수정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공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 & AI

운영 효율성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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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조언 및 자동 수정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공 > 화면
완전히 자동화된 조치

AI로 트리거된 조기 감지 및 조언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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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AIOps는 One Cohesive Solution

비정형 데이터
로그
티켓

정형 데이터
이벤트 / 알림

AI Manager
•
•
•
•

로그 이상징후 감지
분류 및 상관 관계
티켓 유사성 분석
스토리 서비스

Event Manager
• 이벤트 그룹화 및 분석
• 알림

Metric Manager
메트릭
토폴로지

• 성능 메트릭 분석
• 이상 탐지 및 예측

Topology
• 다이나믹, 히스토리
• 클라우드 네이티브, VMs,
베어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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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AIOps를 적용하게 되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소스

시계열 metric 형식의
KPI를 수집

이상 감지
과거/실시간 데이터
학습으로 이상 행태
감지

관계 분석

향후 예상

KPI 간 관련성을
자동으로 파악

Forecast를 통해
KPI 변화 예상

이상 작동 = 잠재적인 이슈

With AIOps
✓ 문제 진단 단계 가속화 및 생략 가능

14분

4단계

1명

$6K

소요 시간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 수

관련
응답자 수

인시던트당
발생비용

4시간 53분

17단계

10명

$135K

✓ 엔지니어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벤트 및 인시던트에 대한 대응 자동화
✓ 주관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증거 기반 머신러닝 가이드 기반의
결정 가능
✓ 운영자에게 제공되는 도구와 데이터 구성을 조직화 및 단순화

Without AI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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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 AIOps를 적용한 IBM 사례

✓ Db2 on Cloud 오퍼링 서비스에
Watson AIOps 적용
✓ 1000 여명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확장
된 SaaS 제품의 가동 시간 및 복원력을
더욱 향상
✓ 내부 사용을 위한 IBM 최고의 도구
적용

Before:
▪ 사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지만, 실제 문제의 원인이 명
확하지 제공되지 않았음
▪ 인시던트 원인을 수동으로 파악하는 데에 2시간 소요

After:
▪ 불규칙성을 인시던트 발생 47분 전에 발견
▪ 로그의 원래 오류를 쉽게 추적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식별 할 수 있게 됨

Respond faster
Increase accuracy
Solve problems proactively
With IBM Watson AI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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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과 자동화를 통한 IT 운영 혁신

IBM은 새로운 사고와 기술로 IT 운영 및 관리 혁신을 지원
Business Application

✓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급증하는
이기종 IT 데이터의 효울적인 관리
✓ 보안 위반 및 비준수 문제의 위험 최소화
✓ 이벤트와 인시던트 양을 관리하고,
중요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식별

✓ 여러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추적 및 관리

Open Management Platform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모니터링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및 애플리케이션
복원력을 높이는 정의

대규모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

비용 및 자산 관리

이벤트 관리 및 대응

IT 운영 및 프로비저닝의 전체
제어 및 자동화 추진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인시던트 및 이벤트 관리
자동화

Hybrid Deployment

IBM Watson
AIOPS

IBM Cloud Pak for
Multi-Cloud Management

IBM 멀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Hybrid-Multi Cloud 환경의 관리 영역
5. 인프라 자동화

Hybrid-Multi
Cloud Management

6. 정책관리 : 보안, 네트워크, 앱 배포

VMs

K8S Multi clusters (IBM Cloud Pak/OpenShift)
PaaS on Bare Metal

PaaS on vSphere

Management Services

K8S Cluster

K8S Cluster

K8S Cluster

Bare Metal Server Pool

Hypervisor 가상화 Pool
(OpenStack)

IBM

Public Cloud-AWS

PaaS on OpenStack

K8S-EKS

K8S-설치형

VMs

Management Services

K8S Cluster

K8S Cluster

2. 쿠버네티스

1. 인프라

Infra
Resource

K8S Cluster

Management Services

9. 자동화 관리

3. 미들웨어

Middleware : WAS, DB…

기존 관리 영역

8. 통합 이벤트 관리

4. 애플리케이션

Service : Applications…

Bare
Metal

7. 모니터링

…
2. 쿠버네티스

Hypervisor 가상화 Pool
(VMWare)

Resource

1.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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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Multi Cloud 환경을 위한 통합 관리 플랫폼
다양한 Cloud Provider들의 플랫폼을 연계/통합하는 엔드 투 엔드 관리 전략을 통해
자동화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1

2. 쿠버네티스

2

6. 보안 정책 관리, 앱 배포 정책
7. 모니터링

3

5. 인프라 자동화
1. 인프라

6. 보안 정책 관리, 앱 배포 정책
7. 모니터링

1. 인프라
2. 쿠버네티스
3. 미들웨어
4. 애플리케이션

7. 모니터링

8. 통합 이벤트 관리
9. 자동화 관리

IBM 멀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1 › Multi-Kubernetes 관리
Private, Public 클라우드 환경에 구성된 Kubernetes 기반의 여러 개의 Cluster를 통합 관리

IBM
Cloud Pak

• 클러스터 라이프사이클 관리
• 정책 기반의 거버넌스 관리

Scalable
Resilient

Dev

Dev

Ops

Dev

IBM
Cloud Pak

Private Cloud

Ops

Dev

Ops

Dev

Ops

Ops
IBM Cloud

Public Cloud

▪ 분산 환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 장애 발생 시, 빠른 인지 어려움과 대응 지연 발생

정책기반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관리

Ops

Ops

Ops

IBM Cloud

• 다수의 이기종 플랫폼 자원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을 통한 가시성
확보 및 통합 라이프 사이클 관리
• 기업 내 플랫폼에 대한 전사적 보안/컴플라이언스 정책 적용 및
강제를 통해 규제 준수를 확인

✓ 목적별로 구성된 여러 대의 쿠버네티스를 한 눈에 관리하며 일관성 유지
✓ 정책 기반으로 특정 클러스터 또는 여러 클러스터에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모니터링

IBM 멀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사례 > Major bank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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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프라 자원 통합 관리
Private, Public에 구성된 다양한 인프라 자원을 통합 관리

자원 현황

자원 현황

자원 현황

자원 현황

자원 현황

자원 현황

자원 현황

자원 현황

자원 현황

자원 현황

•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서 및 개인별로만 자원 사용 현황이
파악이 가능
•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제, 파악 및
제어가 불가능

디스커버리

현황 파악

정책 관리

• 멀티-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뷰를 통해 통합적으로 인프라
관리 제어 및 상세 정보 확인
• 이기종 환경의 자원에 대한 가시성 확보
• 정책을 정의하여 기업 내 거버넌스 관리

✓ 여러 클라우드의 자원 현황 및 자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단일 대시보등에서 확인하여 가시성 확보
✓ 정책 관리, 사용량 관리 등의 기능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기종 환경에 대한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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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인프라 자원 통합 관리 › 예시
CLOUDFORMS

멀티 벤더 환경에 대한 통합 대시보드

프로바이더 별 인스턴스 정보

각 인스턴스의 현황

인프라 프로바이더의 종합 현황

디스커버리

현황 파악

정책 관리

IBM 멀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2 › 인프라 및 미들웨어 자원에 대한 설치/구성 자동화
Private과 Public IaaS 환경에 대한 자원 할당 및 SW 설치/구성 자동화

수시간~수일 소요
반복작업

개발

테스트

수시간~수일 소요
운영

개발 테스트

운영

개발 테스트

운영

수초~수분 소요
수초~수분

수시간~수일

수시간~수일

수초~수분

수초~수분

수초~수분

Runtime

DB 설치

DB 설치

Runtime

Runtime

DB 설치

Middleware

VM 할당

VM 할당

Middleware

Middleware

VM 할당

인프라
자동화

수초~수분

수초~수분

DB 설치

Runtime

VM 할당

Middleware

Infra as a Code
Template
IBM Cloud

IBM Cloud

▪ VM 환경에서의 수작업 - DB 설치구성에 수일 소요

▪ 인프라 자동화를 통해 수작업 및 반복작업 최소화

▪ 반복작업-개발/테스트/운영 환경에 동일한 작업 수행

▪ Private Cloud 뿐만 아니라, Public Cloud 환경에도 적용

▪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발생

✓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연계/통합 Connector 지원 및 자동화를 위한 GUI 도구와 템플릿 제공
✓ Hybrid-Multi Cloud 환경에서 다양한 Cloud Provider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통합 카탈로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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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미들웨어 자원에 대한 설치/구성 자동화
통합 인프라 자동화

카탈로그 템플릿

Service Composer & Orchestration

CLOUDFORMS
Template Designer
IBM Cloud

다양한
Connectors

GUI 기반
Drag & Drop

VM

IBM

AWS

AZURE

MEAN Stack 설치 & 구성
•
•
•
•

MongoDB
Express.js
AngularJS
Node.js

IBM 멀티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인프라 자동화 사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 프로비저닝 자동화
(생명 보험사)

엔터프라이즈 정책이 적용된 템플릿 표준화
(IT 서비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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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합 모니터링 및 이벤트 관리를 통한 신속한 장애 대응
기존 환경 및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되는 자원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및 이벤트 관리

이벤트 관리
장애 감지

통합 APP 모니터링

OS

VM

APP

APP

DB

APP

DB

OS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VM

APP

IBM
Cloud Pak

Private Cloud

APP

DB

VM, OS, APP

APP, DB

APP, DB

OS, APP, DB

APP, DB

컨테이너

컨테이너

VM

컨테이너

컨테이너

VM

컨테이너

IBM
Cloud Pak

IBM Cloud

Public Cloud

Private Cloud

IBM Cloud

Public Cloud

▪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환경 및 위치에 상관없이 통합 모니터링
▪ 분산 환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 장애 발생 시, 빠른 인지 어려움과 대응 지연 발생

▪ 애플리케이션 장애 발생시 모니터링 및 이벤트 알림을 통해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문제 해결 방안 필요

▪ 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VM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의 APP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장애의 빠른 인지 및 대응을 위한 이벤트 관리 및 추적 용이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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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1/2)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통합 관리 구성 아키텍처
Customer Data Center

Public Cloud

IBM Cloud Pak for
Multicloud Management
Worker 1

WAS #1
Agent

MASTER
API Server

WAS #2

모니터링 모듈
(Cassandra, Kafka,
Elasticsearch 등)

TO-BE Scope
오픈소스 기반

Kubernetes Cluster

WAS/DB…

IBM Cloud Pak

WAS/DB…

VM
OS/VM

WAS/DB…

Bare metal
OS

WAS/DB…

Kubernetes Cluster

etcd

Agent

Scheduler

….

Controller
Manager

DB #N
Agent

Worker 0
플랫폼 관리
컴포넌트
(IAM, 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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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2/2)
Pain Points

Solutions w/ IBM Cloud Pak for MCM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IBM Cloud Pak for Multicloud Management
IBM Cloud Pak for Multicloud Management Version 2.0
2

3

컨테이너 자원 관리

VM 자원 관리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인프라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모니터링
이벤트 관리 및 조치

워크로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기능

1

3rd Party 연계

비용 관리 (Chargeback)

Intelligent Day 2 Operations with AI Ops

SRE 도구
자동화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

Intelligent Day 2 Operations with AI Ops

가상화 환경
OpenStack, RHEV, VMware, Public Clouds
전통적인 워크로드

IBM Z
IBM LinuxOne
IBM Power Systems

End Points

플랫폼

컨테이너 환경 (Kubernetes)

Enterprise PaaS 솔루션 - IBM Cloud Paks

IBM Cloud Paks 는 기업용 Digital Innovation Platform
클라우드로의 전환 가속화 및 효과 극대화를 제공하는 Enterprise PaaS 솔루션

개발 시간을 최대
84%까지 단축
Build
applications

최대 4.3배 빠른
데이터 액세스

1/3의 적은 비용으로
3 배 더 빠르게 통합

Predict outcomes,
Connect everything
Automate data tasks
anywhere

*Sources: http://ibm.biz/Ovum-WP , https://www.ibm.com/downloads/cas/O5A0BD4R

수동 프로세스를
최대 80% 감소

IT 운영 비용을
최대 75 % 절감

최대 8 배 빠른
보안 사고 해결

Automate
work

Manage hybrid
environments

Secure hybri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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