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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을통해최적의성능과

가용성을보장하며, 잠재적인

위험을최소화하여장애에대한

사전대응이가능합니다.

성능에영향을미치는요소및

해결방안을도출하여안정적인운

영이가능하도록성능튜닝가이드

제공및처리를통해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전문엔지니어가데이터시스템에

관한정기점검과리포트를

제공하고, 고객의요구사항을

반영하여최적의상태를

유지하도록합니다.

데이터프로세스개선및

데이터베이스에관한기술/개발

사항에대해전문가들의자문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전문 운영 관리 성능 최적화기술 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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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핀 글로벌 매니지드 서비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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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DMS 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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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NoSQL

MySQL PostgreSQLSQL Server MariaDBOracle

PaaS DBMS

IaaS DBMS

Managed Relational Database

AWS
RDS

PostgreSQL SQL 
Server

MySQL MariaDBOracle Aurora RedshiftDynamoDB

Azure 
Database

MySQL MariaDB SQL 
Database

PostgreSQL SQL Managed 
Instance 

SQL DWCosmos DB

지원예정

* DW/ NoSQL 콘솔 operation 영역만 지원 가능



Google Category 
(지원 예정) Feature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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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ategory Feature

Azure Category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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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추가 견적 산출 필요

※ Standard – Business – Enterprise 가격 정책 참고

※ 고객의 SLA 및 제안 사항에 따라 별도의 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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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support 

User Request Operation

Basic Report 

X

X

X

X

X

X

X

Monthly Maintenance Report X

Activity Report X

Trouble Shooting Report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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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Reques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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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 Support



14





16

구분 서비스 중요도 항목 Time

Critical
- 전체 운용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DB 시스템 또는 인프라
- DB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

응답시간 15분

피드백 시간 4시간

High
- 주요 운용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여 비교적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

- 서비스 중단을 가져오나, 중대한 영향은 없음

응답시간 1시간

피드백 시간 8시간

Medium

- 일부 운용 업무에 한하여 서비스 장애는 있으나, 주요 업무에는
영향이 없음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고, 일부 특정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응답시간 4시간

피드백 시간 24시간

Low
- 일반 작업 요청 사항
- 중단이 가능하며, 운용업무와는 무관한 수준

응답시간 24시간

피드백 시간 48시간

* 해당 SLA 지표 및 항목은 베스핀글로벌의 표준 SLA 이며, 서비스 등급 및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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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응답 및 피드백 준수율

목적 서비스 항목 별로 접수된 “고객”의 서비스 요청 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응답/피드백을 준수함

서비스 대상

Enterprise 등급 : Critical / High

Business 등급 : Critical

상기 서비스등급만 대상임

측정 대상 각 서비스 별로 구분되며, 서비스에 해당 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 됨

측정 기준 SR 계산 수식(%)= {1-(응답&피드백 이내 완료한 서비스 요청건수/응답&피드백 서비스 요청 건 수)}*100

목표 수준 95%

기본 수준 85%

장애 시간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총 시간을 의미, 장애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장애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장애 등급이 낮은 장애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

전제 조건 ※ Application 이상, 보안서비스 미비 및 기타 오류 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는 제외 함

* 해당 SLA 지표 및 항목은 베스핀글로벌의 표준 SLA 이며, 서비스 등급 및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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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서비스 가동률

목적 서비스 중단없이 “고객”에게 가동되고 있는 비율에 대한 “회사”의 기준

측정 대상 각서비스별로구분되며, 서비스에해당되지않는항목은제외됨

측정 기준 서비스가동률(%)= {1-(장애시간/서비스시간)}*100

목표 수준 99.98% 이상

기본 수준 99.95% 이상

측정 도구/기간 장애보고서 / 매월

회사 책임자 운영 PM

장애 시간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총 시간을 의미, 장애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장애 시간을
계산할수있으며, 장애등급이낮은장애에대해서는그시간을제외시킬수있다.

전제 조건

각서비스별로가동률을계산하며 “회사”의아키텍처로권고안을준수하여야한다.
(즉, 서비스다중화미적용, SPoF 등으로발생하는시간은장애시간에서제외)
※ Application 이상, 보안서비스미비및기타오류등으로인한서비스장애는제외함
※ 클라우드인프라자체장애로인한정지시간은제외함
※ 시스템정비예방을위하 ‘고객’과사전합의된작업시간은제외함
※ “고객” 담당자과실로인한장애시간은제외함
※ 운영 DB 인스턴스인경우만적용 (Failure시 Multi-AZ의 Standby DB는예외)
※ 천재지변, ”고객” 사의예방활동미준수는제외함

* 해당 SLA 지표 및 항목은 베스핀글로벌의 표준 SLA 이며, 서비스 등급 및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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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