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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모델 개발 배경] proactive(predictive) maintenance



[목차]

• Cost and Usage Report (CUR, 사용보고서) Rawdata 확인

• AI 입력데이터 Foramt (CUR → 7레벨의 일별 cost, quantity 집계)

• AI Pipeline 아키텍쳐 및 흐름도 소개

• AI 기능 개요 설명

• AI Pipeline 시연

① Invoice Insight (비용 패턴 분석) (with AI 모델 설명)

② Invoice Foreast (월 예상 사용 금액)

③ Cost anomaly detection (이상 비용 탐지)

※ Pipeline 구성 주요 서비스 : EventBridge, Lambda, Batch, StepFunction, ECR, Sagemaker, S3, Redshift, SNS, GitHub 연계

※ https://docs.aws.amazon.com/cur/latest/userguide/data-dictionary.html

https://tde.sktelecom.com/wiki/pages/viewpage.action?pageId=365924976


No 필드 description AWS 필드명

테이블명 aws_cost_usage

1 계약ID ContractID

2 청구계정ID PayerAccountID

3 계정ID (구독ID) LinkedAccountID

4 상품코드 ProductCode

5 지역코드 Region

6 사용유형 UsageType

7 작업(활동) Operation

8 사용일자 UsageDate

9 사용량 UsageQuantity

10 비용 Cost

11 비용유형 LineItemType (특정타입은 빼고 처리)

[AI 입력 Data 포맷] CUR → 7레벨의 일별 cost, quantity 집계

(NA는 global, RegionFrom으로 통일)

(AWS에는 없는 데이터이나 CBP에서 관리되는 계약명으로 보여줌)

(기존 기준 필드명 TotalCost → Cost로 명칭변경함
Unblended 비용, RI 분배 이슈는 추가 정리 필요)

(YYYY-MM-DD)

[UsageType 예시] (APN2-Requests-Tier1, 
APN2-DataTransfer-Out-Bytes…

lineitemtypes description

Credit 미포함

DiscountedUsage 포함

Fee 포함

Refund 미포함

RIFee 포함

SavingsPlanCoveredUsage Zero Sum

SavingsPlanNegation Zero Sum

SavingsPlanRecurringFee 포함

Tax 미포함

Usage 포함

 나중에 계산할 때 Usage + 10%세금
 AI파이프라인의 Input 데이터는 Refund, Credit, Tax 제외
 *Fee는 구매비용 (예: RI)
 SavingsPlaneNegation과 SavingsPlanCoveredUsage는 Zero Sum이 되는 값

[비용유형 (Lineitemtype]

※ 출처 : https://docs.aws.amazon.com/cur/latest/userguide/cur-sp.html

• AI 입력데이터 포맷 설명



[B사]

* 모델 주요 Tasks
① 비용 변화가 큰 Top 5 Product 추출 (redshift)
② PCR (PCA, Linear Regression) ML 모델
③ Invoice Insight 결과 Merge 및 S3, RDS Upload

[SK텔레콤 ML Pipeline]

• AI Pipeline 아키텍쳐 및 흐름도 소개 (비용패턴분석 예시)



• AI 기능 개요 설명
① Cost anomaly detection (이상 비용 탐지)
② Invoice Insight (비용 패턴 분석) 
③ Invoice Foreast (월 예상 사용 금액)

1

2

3

(MASKING)



비용패턴분석 (Invoice Insight)

- AI Pipeline 시연 및 모델 설명

https://tde.sktelecom.com/wiki/pages/viewpage.action?pageId=365924976
(보안 사유로 외부에서 접속은 안됩니다.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Pipeline 시연

https://tde.sktelecom.com/wiki/pages/viewpage.action?pageId=365924976


[ (결론) AWS AI Pipeline 구축 가이드 Tips]

 데이터 수집의 전처리는 업무 domain 지식을 활용
. Rawdata (CUR) 수집 → AI 입력데이터 추출 기준 수립 (ex. 사용유형)
. 7레벨 (고객사 or 계약, 청구계정, 연결계정, 상품/서비스, 리전, 사용유형, Operation) 일별 집계 (비용, 사용량)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Cloud 장점을 살리자!
. Batch 생성할 때, 최소 cpu 개수 = 0 (상시 서비스가 아니라면)

 모니터링
. Stepfunction (가시성 확보, 메모리 exceed 관리, sync 처리)
. SNS + CloudWatch
. Athena (S3 데이터 건수, 금액 등 확인)
. 사용자 정의 Debug 모드

 대용량 처리 + 유연성
. AWS Batch optimal, 최대CPU 개수 조정, redshift 활용

 교차 계정 설정
. 교차 계정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