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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DATABASE SERVICE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환 & 구축

Data Warehouse
전환 & 구축

데이터베이스 스탠다드
매니지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매니지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서비스

https://www.bespinglobal.com/contact/


국내 최다 클라우드 인증 자격을 보유한 MSP

국내 유일 ISO 인증을 확보한 MSP

가트너가 인정한 한중일 유일한 MSP

www.bespinglobal.com

서비스 문의하기  l  Contact Us
2

주요 서비스 항목 및 기능

베스핀의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 1.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환에 대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베스트 프랙티스 제공

2.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모델러, DBA, SA)를 통해 최적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 구성

3.  베스핀글로벌만의 프로세스와 툴을 기반으로 한 안정된 마이그레이션 수행으로 전환 위험   

      최소화 

1.  최적의 아키텍처: 백업, 복구, 이중화, +운영 노하우가 결합된 아키텍처 구성

2.  신뢰성:  검증된 방법론과 툴을 활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의 안정성 확보

3.  전문성: 구축 및 이행에 클라우드 전문가 및 DB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협업하여 안정된    

      프로젝트 수행 

4.  성능 최적화: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지연 요소의 튜닝 제공

5.  운영 가이드: 운영 모니터링 및 보안 가이드 제공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에서부터 성능 개선까지 전 

주기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입 효과

RDB Implementation & Migration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환 &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운영 확장성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석

아키텍처 설계

마이그레이션 수행

성능개선 및 안정화

고객 서비스 및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 분석  

고객의 니즈 및 클라우드의 특성을 결합하여 성능, 안전성, 가격이 조화를

이룬 아키텍처를 설계∙구축

고객의 스키마와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안전하게 이전하며 정합성

및 가용성을 보장

데이터베이스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적극 대처하고 초기 구축

단계에서 성능 개선을 지원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온프레미스 환경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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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가격 •  진행기간은 1개월을 표준으로 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증감 됩니다.

    (상주/비상주 여부는 지원 영역별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공 내역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제공됩니다. 

•  가격은 고객과 베스핀글로벌의 협의(투입인력, 기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세부 내용은

    영업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요 레퍼런스

제공 목록(산출물) 1.  데이터 베이스 환경 및 요구사항 분석서

2.  클라우드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계서

3.  구축 및 이행 계획서

4.  데이터 이행에 따른 정합성 보고

5.  성능 및 안정화 수행 보고서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코웨이, 한글과 컴퓨터 등 다수 

(※ 자세한 레퍼런스는 영업을 통해 제공 가능합니다.)

RDB Implementation & Migration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환 &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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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항목 및 기능

베스핀의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 1.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및 이관에 대한 성공사례로 수립된 베스트 프렉티스 

2.  동아시아 최대의 클라우드 전문가들의 높은 기술력 제공

3.  베스핀글로벌만의 마이그레이션 방법론과 툴을 통한 전환 수행

4.  대규모 빅 데이터 시스템 운영 경험 (삼성전자, LG전자 등)

•  서비스 운영에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 형태 저장 및 활용

•  베스트 프렉티스를 기반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클라우드 DW 환경 구축

•  폭증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DW에 저장하여 효율성 및 운영 비용 절감 

•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적용해 업그레이드된 비즈니스 통찰력 제공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 및 이관하기 위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검증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도입 효과

Data warehouse M&I 

Data warehouse 전환 &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업 데이터의 광범위한 저장 환경을 클라우드에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서비스 운영, 비즈니스 

분석,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분석 및 의사결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한 확장성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현황 설계 이관 및 구축 서비스 안정화

•  요구사항 분석 및    

    마이그레이션 범위 

    파악

•  템플릿에 기반한 

    환경분석

•  데이터의 속성 분석

•  클라우드 DW 구성

•  단계별 전환 계획 

    실행

•  스키마 이관

•  데이터 이관

•  비즈니스 로직 이관

•  안정화 및 성능 튜닝

•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수행

•  교육 및 운영이관

•  분석 계층세부 

    단계 분류

•  DW 아키텍처 설계

•  DW 구축 및

•  마이그레이션 상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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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가격 •  구축 및 전환 기간은 대상 시스템의 규모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요 산출물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제공됩니다. 

•  가격은 고객과 베스핀글로벌의 협의(투입인력, 기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세부 내용은 

    영업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요 레퍼런스

제공 목록(산출물) 1.  환경 조사에 따른 현황 분석 결과

2.  설계 및 이행 계획서 

3.  구축 및 테스트 결과서

4.  데이터 전환 결과서 및 이슈 보고서

5.  교육 및 운영 기술 지원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백화점 등 다수 

(※ 자세한 레퍼런스는 영업을 통해 제공 가능합니다.)

Data warehouse M&I 

Data warehouse 전환 &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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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항목 및 기능

베스핀의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 1.  멀티-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온-프레미스 포함) 환경 지원

2.  상용 및 오픈소스 기반 RDBMS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운영인력 제공

3.  24x365 모니터링을 통한 수준 높은 문제/장애 관리 

4.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 최적화 제언 및 수행

5.  IT운영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확장 가능한 오퍼링 구조

6.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를 통합한 패키지 상품 제공 가능

•  24*365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 운영 전문가에 의한 차별화된 관리

•  장애 원인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가용성 확보

고객이 운영 중인 소규모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도입 효과

Database Standard Tier Managed Service

데이터베이스 스탠다드 매니지드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별도의 DBA 없이 효과적 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및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베스핀글로벌 운영 인력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니터링

리포트

서비스 요청 관리

•  상태 및 장애에 대한 표준화된 모니터링 (24x365)

•  표준화된 리포트 제공

•  고객 요청사항 처리

•  객체 추가 및 변경

•  에러 처리 지원

https://www.bespinglobal.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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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가격 •  반기 및 년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사용 자원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증감 됩니다.

    (원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한정된 기간의 상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 후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제공됩니다. 

•  가격은 고객과 베스핀글로벌의 협의(범위 및 기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세부 내용은 

    영업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목록(산출물) 1.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24x365)

2.  자원 현황 및 표준화된 리포트 (서비스 요청 처리 현황 및 이슈 포함)

3.  서비스 요청 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Database Standard Tier Managed Service

데이터베이스 스탠다드 매니지드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https://www.bespinglobal.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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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항목 및 기능

베스핀의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 1.  멀티-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온-프레미스 포함) 환경 지원

2.  상용 및 오픈소스 기반 RDBMS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운영인력 제공

3.  24x365 모니터링을 통한 수준 높은 문제/장애 관리 

4.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 최적화 제언 및 수행

5.  IT운영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확장 가능한 오퍼링 구조

6.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를 통합한 패키지 상품 제공 가능

고객이 운영 중인 중·소규모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요청 처리, 구성 및 장애 관리, 리포트 등 

핵심적인 운영 관리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Database Business Tier Managed Service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매니지드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유지관리 및 가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베스핀글로벌 전담 인력이 고객의 요구사항 처리 및 빠른 

장애 조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상태 및 장애에 대한 표준화된 모니터링 (24x365)

•  고객 요청사항 처리

•  운영 자원 구성 관리 지원

•  장애 분석/운영 리포트 제공

•  DB 환경 설정 및 장애 예방 조치 가이드 지원

•  파라미터 및 옵션 수정 가이드 제공

•  DB 관련 이슈 문의 대응

•  장애 대응

•  백업 복구 지원

모니터링

리포트

장애 처리

전문 지원 

서비스 요청 및 구성 관리

https://www.bespinglobal.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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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가격 •  반기 및 년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사용 자원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증감 됩니다.

    (원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한정된 기간의 상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 후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제공됩니다. 

•  가격은 고객과 베스핀글로벌의 협의(범위 및 기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세부 내용은 

    영업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목록(산출물) 1.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24x365) 

2.  자원 현황 및 표준화된 리포트 (서비스 요청 처리 현황 및 이슈 포함)

3.  서비스 요청 관리 지원

4.  데이터베이스 장애 분석 가이드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24*365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 운영 전문가에 의한 차별화된 관리

•  신속한 서비스 요청 처리와 구성관리

•  엄격한 자산관리를 통한 운영비용 효율화

•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가용성 확보

도입 효과 중·소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운영조직 없이 합리적 

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Database Business Tier Managed Service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매니지드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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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항목 및 기능

베스핀의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 1.  멀티-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온-프레미스 포함) 환경 지원

2.  상용 및 오픈소스 기반 RDBMS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운영 인력 제공

3.  24x365 모니터링을 통한 수준 높은 문제/장애 관리 

4.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 최적화 제언 및 수행

5. IT운영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확장 가능한 오퍼링 구조

6.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를 통합한 패키지 상품 제공 가능

고객이 운영 중인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운영 관리 요소 와 성능 튜닝, 개선방안 제언 등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최고 등급의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atabase Enterprise Tier Managed Service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최고의 성능과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베스핀글로벌 전담 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장애 관리, 

성능 튜닝, 리포트 등 최고 등급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상태 및 장애에 대한 표준화된 모니터링 (24x365)

•  변경/수정 관련사항에 대한 서비스 요청 지원

•  장애 분석/운영 리포트 제공

•  DB 환경 설정 및 장애 예방 조치 가이드 지원

•  파라미터 및 옵션 수정 가이드 제공

•  DB 관련 이슈 문의 대응

•  장애 대응

•  백업 복구 지원

모니터링

리포트

장애 처리

전문 지원 

성능 튜닝 

서비스 요청 및 구성 관리

•  DBMS 성능 튜닝

•  SQL 성능 튜닝

https://www.bespinglobal.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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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록(산출물) 1.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24x365)

2.  자원 현황 및 표준화된 리포트 (서비스 요청 처리 현황 및 이슈 포함)

3.  서비스 요청 관리 지원

4.  데이터베이스 장애 분석 가이드

5.  성능 튜닝 보고서

범위 및 가격 •  반기 및 년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은 사용 자원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증감 됩니다.

    (원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한정된 기간의 상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 후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제공됩니다.

•  가격은 고객과 베스핀글로벌의 협의(범위 및 기간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세부 내용은 

    영업대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24*365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 운영 전문가에 의한 차별화된 관리

•  신속한 서비스 요청 처리와 구성관리 

•  엄격한 자산관리를 통한 운영비용 효율화

•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가용성 확보 

•  전문가 튜닝을 통한 최적화된 성능 관리

•  전문가를 통한 추가 기술 지원 (확장성, 가용성, 신기술 등)

도입 효과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별도의 DB운영조직 및 추가적인 전문가 기술지원 

계약없이 최고 등급의 운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Database Enterprise Tier Managed Service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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