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핀글로벌의 클라우드 운영 기반 서비스는 기업 내 클라우드 운영자들이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베스핀글로벌의 노하우가 적용된 통합 운영 도구  및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베스핀글로벌 클라우드 운영 기반 서비스 소개

베스핀글로벌 운영 기반 서비스 (CFS)

최적화된 운영 도구 운영 노하우 전문 서비스

클라우드 자산관리 클라우드 최적화 24x7 장애 알림 성능 및 자원관리 도구 설치 지원 도구 사용 지원

Cloud Operation Tools

클라우드 아키텍처 디자인 Advisory 클라우드 운영 Advisory 신기술 세미나 조청

Cloud Operation Know-How

고객이 직접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는 도구, 방법 및 노하우, 베스핀글로벌이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자체 운영 인력 활용, 클라우드 운영 내재화 등도구, 방법, 사용 비용 관리/최적화 등

클라우드를 어떻게 운영하지? 

우리가 클라우드를 잘 쓰고 있는가?

성능 최적화, 신기술 도입 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자체 운영 필요성 ×
클라우드 역량 ×

베스핀글로벌 

매니지드(MSP) 서비스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활용하지?“

자체 운영 필요성 ○

클라우드 역량 ○

베스핀글로벌

프로페셔널(PS) 서비스

“클라우드 운영 어떻게 하지?”

자체 운영 필요성 ○

클라우드 역량 ×

베스핀글로벌 클라우드 운영 기반(CFS) 서비스

베스핀글로벌 클라우드
운영 기반(CFS) 서비스
(Cloud Foundation Service)

우리 조직 자가진단으로 어떤 서비스가 적합한지 확인해보세요



클라우드 운영 기반 서비스 특장점

베스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운영 도구 제공

클라우드 운영 도구를 통한

가시성 및 효율성 확보

자체 클라우드 운영

노하우 확보

필요 시 베스핀글로벌의

클라우드 전문가 지원

전문 Advisory 서비스를

통한 조직과 기업의

클라우드 운영 고도화 제공

서비스 상세 오퍼링 및 가격

 

클라우드 사용량 대비 과금

자세한 금액은 영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클라우드

운영도구

교육 및 기술 지원

구분

 
인프라 모니터링 도구 제공 (표준 모니터링 대시보드 포함) 

비용 관리 도구 제공

비용 최적화 도구 제공

24x7 장애 알림 도구 제공

 

클라우드 아키텍처 디자인 Advisory 서비스

도구 설치 가이드 제공 및 설치 지원

도구 관련 서비스 데스크 (이메일 지원)

 

클라우드 Advisory 서비스 (연 2회 1일 고객 방문 지원)

신기술 정기 세미나 초청 (월 1회)

제공항목

* 클라우드 전문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베스핀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지원해 드립니다(공수 산정 후 별도 계약).

자산 관리 도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