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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옵스(FinOps)
클라우드 비용 관리 최적화 솔루션

핀옵스는 예측할 수 없는 클라우드 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관리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비용 및 자산의 가시성, 예산 사용 추적, 비용 절감, 거버넌스가 모두 가능합니다.

왜 핀옵스가 필요할까요?

클라우드 비용은 기존 IT 비용과 다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클라우드에 맞는 비용 관리 및
예산 수립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무, IT, 영업, 기술 등 IT 운영과 예산을 책임지는
모든 부서가 변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기존 IT 비용 ▶▶

가격 모델/유형

단순함

예산 수립

쉬움

어려움

계획예산/사용예산

같음

다름

선불/후불

선불

선불·후불 혼용

비용절감 요소

없음

다양함 (예약 인스턴스, Savings Plan, 스팟 인스턴스 등)

중앙집중관리

가능

어려움

비용관리 주체

CFO

재무, IT, 영업, 기술 등 클라우드 관련 모든 부서

가격 변동

없음

실시간 변화

공통 리소스 발생 시
비용 배분

쉬움 (1/n)

어려움

비용 통제

쉬움

어려움

클라우드 비용
복잡함 (데이터, VM, 트래픽 등 다양한 기준)

베스핀글로벌의 FinOps는 기업의 클라우드 비용관리 성숙도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이라도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 FinOps는 효과적인 비용 관리와 최대 비용 절감을 위한 성숙도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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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옵스(FinOps)
클라우드 비용 관리 최적화 솔루션
왜 베스핀과

1. 국내 최초의 SaaS 형 클라우드 비용 관리 솔루션, OpsNow

함께하면 좋을까요?

2. 국내 최다 클라우드 전문 엔지니어를 보유한 전문가 그룹의 비용 관리 컨설팅
3. 국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MSP 그룹의 비용
관리 개선 및 최적화
4. 국내 다수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EDP 계약
컨설팅 제공
5. 축적된 자체 빌링 데이터와 대조해 CSP에서 고객에게 제시한 빌링이 정확한지 확인

도입 효과

1. Visualization
: 가시성 및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단일 창구를 통해 멀티클라우드 전반의 자산, 성능, 활용률
및 비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2. Allocation
: 사용자를 대신하여 복잡한 클라우드 청구서를 관리해 줍니다. 인보이스를 팀, 서비스 또는
제품별로 관리하세요.
3. Optimization
: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해 8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세스 및 툴을 제공합니다.
4. Automation
: 클라우드 자동화 툴을 사용하여 수동 작업 및 인적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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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옵스는 예측할 수 없는 클라우드 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관리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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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및 기능

Solution

FinOps
Standard

- Asset Management
- Cost Management
- Organization Tree
- Cost Anomaly Detection
- Invoice Validation
- AWS Outposts, Azure Stack Edge
- PaaS형 자원 Metric Data
- 리소스 변경 이력 관리
- EDP Monitoring

FinOps
Enterprise

- Resource Optimization
- Cost Optimization
- Governance
- Savings Plans 추천 및 배분
- RDS RI 추천
- Budget Governance
- RDS Public Snapshot
- Security Governance
- ISMS Governance
- WAR Governance
- 스토리지 비용 최적화
- Container 자원 최적화

FinOps Essential
FinOps Basic

Solution & Service

Service

AutoSpot

FinOps Managed
Service

- FinOps Managed Service Methodology 정의
- FinOps Expert 양성

Cost Optimization
Consulting

- Cost Optimization Model 정의
- Cost Optimization Methodology 정의
- Cost Optimization Consultant 양성

Cloud Cost
Management
Training

국내 유일 ISO 인증을 확보한 MSP
가트너가 인정한 한중일 유일한 MSP

Billing

FinOps AutoSpot

EDP Consulting

국내 최다 클라우드 인증 자격을 보유한 MSP

Resource Anomaly Detection

- EDP Consulting Methodology 정의
- EDP Consoltant 양성
- Training Curriculum 정의
- Training Schedule 정의
- 강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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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옵스(FinOps)
클라우드 비용 관리 최적화 솔루션
제공 목록(산출물)

1. FinOps Standard, Enterprise, Essential,Basic, AutoSpot:
FinOps 소프트웨어
2. FinOps Managed Service:
FinOps Managed Service 방법론, 클라우드 비용 관리 개선 및 최적화 보고서 템플릿
3. Cost Optimization Consulting:
Cost Optimization 모델·방법론, 클라우드 비용 절감
방안 템플릿, 클라우드 비용 정책서, 클라우드 비용 절감 결과 보고서 템플릿
4. EDP Consulting:
EDP 컨설팅 방법론, EDP 컨설팅 결과 보고서 템플릿
5. Cloud Cost Management Training:
클라우드 비용 관리 교육 자료, 실습 교육 환경, 클라우드 비용 관리 교육 커리큘럼

범위 및 가격

• 서비스 제공 범위는 제안서 또는 영업 미팅시 제공됩니다.
• 가격은 협의 (범위, 투입 인력, 기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세부 내용은 영업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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