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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들

Java    .NET    PHP    C++    Oracle    SAP   CICS    Big Data

EDGE DATA CENTERCLOUD

Dev

Prod

Test/QA

Cloud

Mobile

Big Data

Enterprise

CDN?

Hardware?

Memory leak?

Page size?

3rd Parties?

Client?

Slow SQL?

서비스 제공 경로의 복잡성

당사

경쟁사

서비스 제공 부서간의 갈등

신 기술 적용 방안 문제

Firefox ✓

Chrome ✗

IE ✓

브라우저

서울 ✓

동경 ✓

뉴욕 ✗

지역

iPhone ✓

Android ✗

iPad ✗

디바이스

실시간 연관 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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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 – Magic Quadrant for APM (2015.12)

주요 항목

End-user experience monitoring (EUEM)

Application topology discovery and visualization

User-defined transaction profiling

Application component deep dive

IT operations analytics (ITOA)

참조 : https://www.gartner.com/doc/reprints?id=1-2UD2R8Y&ct=151217&st=sb

6년 연속 매직 쿼드런트의 APM Top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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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의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성능관리 정의

라이프

사이클 지원

개발,테스트 및
운영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된

플랫폼

스마트 분석

실시간 및 이전
상황, 비즈니스 및

IT 연관도 를 통한

데이터가 아닌
해답 제시

신속한 적용

APMaaS 서비스, 
스마트 분석 기능
및 자동화된 수집

적용을 통한
즉시적인 적용

가능

트랜잭션 관리

100% 트랜잭션
가시성 확보, 심층
분석 및 신속한

문제 해결

최종 사용자

관점

사용자, 디바이스,

브라우저 및
지역을 통한 최종
사용자 관점 관리

“최종 사용자 관점은 모든 것이다.   그것은 계속 그래 왔지만, 항상 덜 평가 되어 지고
따라서 덜 투자 되어진다.  만일 최종 사용자 관점에 따른 디자인에 대하여 모른다면,    
공부 하여야 하며,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채용 해야 한다.  그것에 집착 하여서
함께 살고 숨쉬어야 한다.   모든 회사 직원이 그렇게 될 때까지…” Evan Williams

CEO,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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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 서비스 구성

Synthetics

Web ServerBrowser / Rich-Client Java .NET Other Database

Performance
Warehouse

PurePath

Collector

dynatrace
Serverdynatrace

Client

Sessions
Store

Exported

Session

Offline

Session Analysis

운영 서버 부하 최소화,
외부 서버에서 분석
운영서버에서의 작업
최소화

24x7 Tier간 성능 연계분석

Web-WAS-AS-DB에서 분산
처리되는 트랜잭션 성능 추적
사후 추적이 아닌 실시간 Tier 
연계 추적

다양한 성능 지표 제공(CPU, RT, 
Mem., Method arguments / 
returns, SQLs,   Remoting, 
Msgs., Logs Exceptions, Sync 
등). 실측 자료

실시간 성능 분석 자료를 파일로
저장하여 관련 팀과 공유

추측 및 모호성 제거

자동 감지, 자동 학습, 자동 설정

Big Data, Cloud 등 신기술 지원

유지보수 용이

대용량 자료 저장, 보안 강화

Cloud, 가상 환경 지원

사용자 성능, Web 3.0 페이지
동작, 클릭, end- to-end 
트랜잭션 분석. 운영
서버에서의 성능과 연계 분석

설정 및 배포
작업 최소화

No Config

파일

실제 트랜잭션과 synthetic 
트랜잭션 비교 및 분석

하나의 시스템

dynatrace는 사용자 Browser / 모바일에서 시작해서 Web Server, WAS, 독립 Java 프로그램, DB를 포함하는 End-to-End 성능
모니터링과 H/W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 분석을 제공하며 글로벌 1위 제품입니다.

http://images.google.co.uk/imgres?imgurl=http://news.cnet.com/i/bto/20080813/gomez-logo.jpg&imgrefurl=http://news.cnet.com/8301-17939_109-10016736-2.html&usg=__J2nQp0NKdPpZ3aqUEeTktDWNCDk=&h=37&w=150&sz=3&hl=en&start=2&tbnid=xHdNhU_eMNL3_M:&tbnh=24&tbnw=96&prev=/images?q=gomez+logo&gbv=2&hl=en&sa=G
http://images.google.co.uk/imgres?imgurl=http://news.cnet.com/i/bto/20080813/gomez-logo.jpg&imgrefurl=http://news.cnet.com/8301-17939_109-10016736-2.html&usg=__J2nQp0NKdPpZ3aqUEeTktDWNCDk=&h=37&w=150&sz=3&hl=en&start=2&tbnid=xHdNhU_eMNL3_M:&tbnh=24&tbnw=96&prev=/images?q=gomez+logo&gbv=2&hl=en&s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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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Path & PureStack
dynatrace는 퓨어패스(PurePath)라는 특허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PC/모바일에서 부터, WAS, Java, Database로

운영되는 내부통신/외부통신 모듈, DB까지의 트랜잭션 실행 경로를 추적하고, 작은 overhead로 상세 분석 정보를 연계

제공합니다.

CICS
MQ

EAI

SOA

DBMS

Mobile

Browser/Web/RIA/RC

“검색이 오래

걸리는데…(30초)"

DB 호출163회

발생(3 sec)

Method 느림

(15 sec)

Synchronization    
문제(2 sec)Memory 누수

End-to-End Transaction 

Execution Path

• Across tiers

• Remoting & Web Services

• Code & Method level

• Heterogeneous 
Java, .Net & C/C++

Contextual Transaction

Information

• Method arguments

• SQL bind variables

• Exceptions

• Logs

+ +

Environmental Data

• Memory Dumps

• Thread Dumps

• Monitoring data

• PMI, JMX, CLR

• Win, Unix, DB, VMWare &       
more

=

SOA 호출에 85,000  
Object생성(5 sec)

변수값, Exception,

로그

JavaScript, 

Rendering 시간

(12 sec) Pure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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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관점의 성능 분석

최종사용자 관점의 성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의 단말기(PC 혹은 모바일기기) 에서부터 성능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웹서버 이후의 서버단만 모니터링 하여서는 최종 사용자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CDN, 3th Party 서비스, 클라우드 등 전통적인 영역에서 관리되지 않는 수 많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의 성능 측정은 End to End 의 전체 구간에서 하여야 합니다.

Cloud 

Private           Public

Mainframe

Storage

Data Center

Web 
Servers

App 
Servers

DB 
Servers

Load 
Balancers

WAN
Optimization

Virtual/Physical Environment

Network

Local
ISP

Mobile 
Carrier

Content 
Delivery 
Networks

3rd Party/
Cloud Services

Browsers 

Devices

Major
ISP

Customers

Employees

고객이기대하는서비스 영역운영자가관리할수 있는 영역

시스템
모니터링관점

최종사용자
모니터링관점

Unmeasured Unpredicted Un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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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사용자 분석 필요 이유

얼마나 많은 고객이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하는가?

- 최종 고객에 대한 즉시적 가시성 확보 필요

고객이 어떤 디바이스 어떤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는가?

- 모바일/PC 접속에 대한 사용자 경험 분석 필요

주문 감소 이유는 ?

주문 결정 지체 이유는 ?

매출 영향은 ?

고객이 행위에 대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도움이 필요한가?

- 실시간 비즈니스 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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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분석

접속 지역 및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 사용자 접속 단말별(PC 브라우저, 모바일 브라우저, 모바일 App) 체감 성능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접속 지역 및 상태 정보

사용자 접속 단말 정보

사용자 접속 지역 순위
사용자 접속 많은 페이지
순위

사용자 최종 접속 페이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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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분석

사용자 접속 단말별(PC 브라우저, 모바일 브라우저, 모바일 App)로 사용자 Action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며, 단위 트랜잭션 내에서
실행된 메소드의 실행순서 및 소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의 혼합되어 있는 시간 대에서도 쉽게 특정 고객의 Action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별 상세 정보
- 접속 단말 종류(PC, 모바일 등)
- 접속 IP 및 지역
- 사용자 브라우저 및 O/S 종류

특정 사용자 사이트 이용 내역
- 문제가 발생 한 사용자 Action 정보
- 페이지별 timeline을 통한 각 컨텐츠별
응답성능



13

차세대 APM - Dynatrace 

13

단말(PC/모바일) 오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사용자 단말 및 App 관련 정보

각 오류 종류별 빈도

Call Tree

HTTP 오류나 모바일 App 크래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크래쉬의 call tree를 제공하여 실 사용자 환경에서의 다양한 오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오류가 발생한 시점의 서버 상황, 단말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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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자의 인사이트 제공

실제 사용자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 사용자 브라우저별, 단말기기별 현황 / 사용자 브라우저, 단말기기별 오류 현황

- 지역별 사용자 만족도 현황, 사용자 행위에 따른 순서, 문제해결을 위한 인사이트 제공

- 특정 이벤트 전후 비교 / 개편 전후 비교

- 고도화된 Service Level 관리

- 개별 사용자에 대한 응답속도 및 체류 시간 확인 가능

- 오류 발생 사용자에 대한 불만 접수 및 처리 용이

사용자 만족도별 상세 정보
- 접속 단말 종류(PC, 모바일 등)
- 접속 IP 및 지역
- 사용자 브라우저 및 O/S 종류

사용자 성능 지표
- 접속 단말 및 O/S 종류
- 접속 IP 및 지역
- 지정 된 페이지 성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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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Path – 트랜잭션 상세 분석
dynatrace는 100% 트랜잭션을 수집하고, 전체의 트랜잭션맵을 통해 직관적으로 장애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Deep 

Transaction 분석을 통해 각 시스템단에서의 Code-Level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성능 분석을 쉽고 간결하게.

- 자동으로 모든 트랜잭션의 흐름을 추적

- 트랜잭션 실패 및 에러 정보 자동 감지 상세 분석으로 Drill-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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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Stack – 호스트 상태 정보
dynatrace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각 Tier 별 장비에 대한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프로그램

문제인지 서버(CPU, 메모리, HDD,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어플리케이션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는
서버 성능 정보

과거 성능 정보

서버 성능 분석 연결

웹서버 성능 정보

주요 성능 지표 자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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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Diagram제공
dynatrace는 어플리케이션의 Tier별, Class 별 , API 별 등의 연결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Sequence Diagram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연결 순서 및 성능을 쉽게 분석하여, 어플리케이션 구조 상 문제점 감지를 통하여

Application 설계 상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Tier 연결 정보Class/Method 연결 정보

API 연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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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exception 관리기능 제공
dynatrace는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한 에러(Exception) 및 HTTP 처리 중에 발생한 에러 발생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 Incident 정의 기능을 제공하며 Incident가 발생했을 때 이를 Mail로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용자

정의 Action 등의 프로세스 수행을 지원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한 에러(Exception) 에 대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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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성능 정보 제공 – JDBC 모니터링
dynatrace는 WAS에서 관리하는 Connection Pool 단위로 사용현황 및 SQL성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SQL 정보 뿐만이 아니라 SQL에서

사용한 Bind Value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느린 SQL을 사용한 트랜잭션 정보를 연계 분석을 제공하여, 수행 된 SQL 쿼리에 문제가

있는 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Connection Pool 정보 Connection Pool 사용현황 정보

Connection Pool별 수행 SQL 성능 정보

SQL Bind 변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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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성능
이전 버전에서 JDBC를 통한 성능 모니터링에서 dynatrace 6.3버전부터는 DBMS의 CPU, 메모리, 요청 쿼리 및 성능 등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DBMS 성능 모니터링은 DBMS에서 Agent를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접속 정보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DBMS 쿼리 및 성능 정보

DBMS 상태 정보 – session, CPU, Disk, wait tim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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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 SQL 실행 계획
SQL의 죄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QL의 실행 계획이 중요합니다.
dynatrace 에서는 해당 SQL의 실행계획을 보여줌으로써 SQL의 최적화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실행 쿼리 Execution Plan
내역 보기

실행 된 쿼리에 대한
Execution Plan 상세 내역
확인하여 SQL 쿼리 수정이나
테이블 index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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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 세션정보,느린 Query, Lock,TableSpace 등
Database의 Lock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해당 세션과 시리얼을 확인하고, 느린 Query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TableSpace 정보 등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DBMS 상태 상세 정보 – session, Wait, Slow Query, Locks, 테이블 스테이스 정보



24

차세대 APM - Dynatrace 

1. dynatrace 제품 소개

2. dynatrace 최종 사용자 관점

3. dynatrace 트랜잭션 관리

4. dynatrace 스마트 분석

5. dynatrace 라이프 사이클 지원

6. dynatrace 신속한 적용

7. 구축사례

Contents



25

차세대 APM - Dynatrace 

25

스마트 분석 - 전체 어플리케이션별 자동 상태 정보
Dynatrace는 전체 트랜잭션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분류 하여 현황을 분석하여 줍니다. 또한 각 어플리케이션 내의

트랜잭션을 자동 분류하여 주기때문에 초기 설정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플르케이션 자동 분류

오류 발생 비율

평균 응답속도 UEM 상태

관련시스템 상태

트랜잭션 자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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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의 기능 및 성능 – 성능 Baseline 제공
dynatrace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Application에 대한 성능에 대한 Baseline(1주일간의 평균 수치)을 자동으로 제공하여

운영자가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aseline 성능 데이터는 1주일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지원을 함)

응답시간에 대한 Baseline 

현재 응답시간 성능



27

차세대 APM - Dynatrace 

27

dynatrace의 기능 및 성능 – 성능 이슈 발생 시 담당자 Alert 
dynatrace에서는 Incidents를 등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내역에 대한 Alert 정보를 담당자에게 e-mail이나 핸드폰 문자를

통해 현재 문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Incidents는 dynaTrace에서 기본적으로 등록 된 내용과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이 추가로 있을 경우 customizing을 통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고 발생 정보 등록

지정한 서비스 문제 발생 시

문자 발송 및 e-mail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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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 Method단위의 Call Tree제공
dynatrace는 사용자가 호출한 URL에 대하여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호출된 Class 및 Method 단위로 호출건수, 응답시간 및

CPU 점유시간을 Transaction Flow 및 Call Tree 형태로 보여주며, 지연 원인을 One-click으로 제시합니다.

트랜잭션 단위 응답시간 및 상태 확인

Method 단위 지연 확인 API(모듈 별) 지연 확인

구간별 응답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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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M의 웹사이트 자동 분석
Dynatrace는 각 리소스의 timeline을 시각화하여 내부의 컴포넌트와 3rd party컴포넌트를 W3C표준에 대응하여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개별 요청의
W3C표준에 따른

시간정보

HTML의 W3C시간
정보

모든리소스를
모니터링

WAS등
backend서버응답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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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의 다양한 대시보드

경고 정보 – 메모리, JVM, Response Time Slow 등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 등록

WAS 상태 정보 – Active Thread, DB Pool 사용량 등

Host 상태 – CPU, 메모리

트랜잭션 정보 - Session Time,, AP 에러 및 DB 에러

응답시간 정보 - DB 응답 시간, Web, WAS 응답 성능

dynatrace 에서는 운영 주체별 관점에 따라 다양한 Dashboard 구성하여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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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의 기능 및 성능 –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 활용가능
dynatrace는 일반적인 IT 관점의 성능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세한 입력값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작업에 포함되는 파라미터값(메소드 입출력값, url파라미터) 등으로 통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추이와 응답시간 추이 비교

사용자 접근 업무 단계 및 매출액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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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의 기능 및 성능 – 개발/테스트 단계 모니터링 지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나 성능저하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Test 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

테스트 실행 재현 캡처 정의

테스트 재실행 재현 캡처 정의

테스트 재실행 재현 문제 분석

문제해결

다중 테스트 반복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과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

Reproduction Refine Capturing

Re Run Tests Reproduction Refine Capturing

Re Run Tests Reproduction

문제해결

• 테스트 반복을 제거
• 문제분석으로 바로 연결
•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리소스 활요 가능

개발

테스트 실행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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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의 기능 및 성능 – 개발/테스트 단계 모니터링 지원

• 다른 Loadtest툴과 쉬운 연동
- 지원 툴: Loadrunner, Silk Performer, JMeter, 

Neotys, Keynote, Proxy Sniffer and Visual Studio 
Team System.

- 로드 테스트중에 지연되거나 실패한 Request에
대한 원인 분석

• 개발자를 위한 자동 세션녹화
- 세부 정보와 함께 개발자, 아키텍트와 공유
-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성

• 자동화된 문제 분석
- 각 세션의 트랜잭션 상세정보를 자동으로 분석문제

분리와 진단를 가속화
- 로드테스트와 Baseline 비교
- 로드 테스트중에 메모리 진단정보를 자동 캡처
- 두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상세 비교

• 자동 리포트 생성



35

차세대 APM - Dynatrace 

35

dynatrace의 기능 및 성능 – 장애 상태 공유
dynatrace는 성능 저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감지 기능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들을

지원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과 운영자와 개발자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Session 파일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개발자와 테스트 품질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들이 동일한 View를 가지고 상호 분석, 

협력할 수 있으며 이슈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One-Click : 문제분석

성능저하발생시신속한해결을위한다양한지표
및강력한분석방법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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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의 기능 및 성능 – 운영데이터의 비교 분석
dynatrace는 운영 환경에서 발생한 성능 저하 상황의 모든 성능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Session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자와 개발 및 테스트 담당자 혹은 비즈니스 관련자간 자유로운 성능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개발

및 테스트 동안의 성능 정보와 운영에서의 성능 정보 등을 비교 분석을 지원합니다.

개발 서비스 운영 서비스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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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및 모니터링 항목 자동 인식 - Auto Sensor
dynatrace 구축 작업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토 센싱 기반이기 때문에 Agent 를 설치만 하면 대부분이 자동 인식 되어 사용자가

별다른 설정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설치 작업과 자동화된 인식 및 모니터링은 dynatrace의 장점입니다.

모니터링 대상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자동 인식 대상 어플리케이션 실행 경로 자동 추적 및

내부 동작 자동 인식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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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trace 적용
dynatrace 트랜잭션에 관련된 서비스를 그룹화하여 Profile로 생성한 후 선 등록을 한 후 모니터링 대상 서비스에 Agent에

설치한 후 서비스 적용을 하면 성능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업무별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화면

업무별 profile 등록

(Web, WAS Agent 
등록 서버)

사용자 단말 구간

- 브라우저, 모바일 App 등

Web 서버

Application 서버

- WAS, .NET 등

DBMS 등 Agent 

미설치 구간

사용자 성능 정보, Application 및 Process 성능, Host 상태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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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례
dynatrace 는 제조, 금융, 유통, 통신, 공공 등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APM 영역 뿐 아니라 BTM ,EUM 영역에서의

글로벌 1위 제품으로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완벽한 구축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ynatrace 고객사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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