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stomer pain

멀티 클라우드 운영, 글로벌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IT 운영과 개발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해지는 IT 솔루션 도구들로

기업 내부에서도 팀별로 각기 다른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서로 내용을

공유하거나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고객 불만족, 내부 팀 간의 사일로, 이슈 처리 시간의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조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 온 프레미스, 클라우드, 3rd-Party, 자체 개발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객에게 전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여러 팀이 중요한 인시던트(오류 발생)를 함께 처리하고 공유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 고객 또는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 부족, 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있습니까?

� MTTR(평균수리시간)을 중요한 메트릭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빠르게 적용하고 배포하는 서비스/프로세스 때문에 오류 등의 발생 빈도가 많으신가요?

� 오류 발생 시 대부분 급하게 수정해서 배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림을 놓칠까 걱정이신가요?

AlertNow+Jira’s solution

AlertNow와 Jira의 양방향 통합으로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에서 발생하는 알림을

AlertNow를 통해 Jira에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Jira를 표준 툴로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모니터링/시스템 도구를 사용하는 팀은

중요한 이슈를 함께 해결하는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양방향 동기화

또 등록하실 필요 없어요! 외부 모니터링 도구, 시스템 도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시던트 알림이 AlertNow에 통합하고, jIra에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더 빠른 문제 해결

AlertNow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알림 채널로 정확한 팀에 원활하게 에스컬레이션 하여

이슈 응답 및 해결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킵니다. 

익숙한 환경 유지

Jira를 표준 툴로 사용하는 고객은 Jira 인터페이스 안에서 모든 인시던트를 Jira 이슈로

자동 등록하여 익숙한 툴에서 모든 이슈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lertNow Integration   |

AlertNow와 Jira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세요!

Cases

“AlertNow를 활용하면서 알람 필터링으로

담당 파트가 바로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응이 빨라졌습니다. AlertNow 로 알람을

관리하니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 박 영걸 CTO, 직방

AlertNow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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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a와 AlertNow를 함께 이용하면 팀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하여

중요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With AlertNow and Jira

AlertNow를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1668-1280      |      sales@opsnow.com      |      www.opsnow.com

양방향 인시던트/이슈 기록 동기화

1. Jira → AlertNow 

Jira 프로젝트에서 이슈 생성 시 연계하여 AlertNow에 자동으로 인시던트가 생성되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Jira에 등록된 이슈와 AlertNow에 생성된 인시던트는 동기화되고, 업데이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AlertNow → Jira  

3rd-Party 모니터링 도구 사용 시 AlertNow를 통해 인시던트가 생성되면 Jira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이슈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때 사전 정의된 메타 데이터를 통해서 Jira 프로젝트로의 자동 지정 기능이 제공됩니다.

유연한 알림 정책으로 신속한 공유

AlertNow에서 제공하는 SMS, 이메일, 음성 통화, 카카오톡 등의 여러 알림 채널을 통해

빠르게 담당자에게 문제 발생 알림을 전송합니다. 

정확한 팀/담당자와의 연결

에스컬레이션 규칙을 이용하여 특정 시간 내 알림을 인지하지 못할 시 다른 팀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중요한 알림은 놓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리포트 생성 및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AlertNow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보고서 및 분석 기능을 통해

대부분의 이슈의 원인을 파악하고 팀의 성과 측정과 서비스 운영 지표(MTTA/MTTR)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AlertNow 인시던트 해결 프로세스인티그레이션

30+ Integrations 개발자

개발자2차 담당자NOC(1차) 담당자

2차 담당자NOC(1차) 담당자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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