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그레이션옵스(MigOps)
클라우드 이전 통합 솔루션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클라우드 첫 걸음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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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가 인정한 한중일 유일한 MSP

www.bespinglobal.com
서비스 문의하기 l Contact Us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클라우드 첫 걸음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컨설팅
MigOps Consulting

마이그레이션 컨설팅은 고객의 요건과 특성에 맞춰 범위와 워크로드를 분류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고객의 목적에 맞게
마이그레이션 컨설팅을 진행하며, 맞춤형 클라우드 전략을 설계합니다.

주요 항목 및 기능

MRA 컨설팅
(Migration Readiness
Assessment)

클라우드의 도입, 전환 및 개선이 필요한 고객에게 클라우드 도입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컨설팅

MRP 컨설팅
(Migration Readiness
& Planning)

마이그레이션 대상 선정을 위한 AS-IS 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
마이그레이션 대상별 Strategy, Scoping, Stepping 설정

표준 정책 수립 컨설팅

클라우드 이관을 위한 계정 구조 및 네트워크 구조, 보안 정책 정의

- Cloud 도입을 준비 상태 점검 컨설팅
- Migration Readiness Assessment
- MRA checklist 기반 AS-IS 분석
- MRA Report 제공

- 클라우드 도입을 도입 계획 컨설팅
- Migration Readiness & Planning
- MRP checklist 기반 AS-IS 분석
- 클라우드 이관 대상 선정 (Scopping)
- 클라우드 이관 방식 선정 (6R Mapping)
- 클라우드 이관 절차 선정 (Stepping)
- MRP Report 제공

-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표준 정책 수립 컨설팅
- workload AS-IS 분석
- Landing Zone 설계
- 표준 Architecture 설계
- 표준 OS, WEB, WAS 선정
- 클라우드 리소스 정책 수립
- 클라우드 이관 절차 표준 선정
- Pilot 및 PoC
- 클라우드 정책서 제공

왜 베스핀과

1. 검증된 마이그레이션 프레임워크: AWS Migration Competency 취득

함께하면 좋을까요?

2. 사전 진단(assessment) 표준화 프로세스: AS-IS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존재. 어떤 SA가
진행해도 동일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전문화된 툴 존재
3. 국내 최초로 랜딩존을 설계 및 구축한 경험 보유
4. 멀티 클라우드 구축 가능: AWS, MS Azure, GCP, Alibaba, Tencent, NBP, KT 등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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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클라우드 첫 걸음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컨설팅
MigOps Consulting
도입 효과

1. 객관적이고 기업 중심적인 레포트 도출
- CSP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CSP의 시각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정된 관점의 레포트를 받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스핀글로벌은 철저하게 고객의
관점에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CSP 선정부터 워크로드 선택, 전략 수립 등 모든 영역을
가장 객관적인 시야에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클라우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성공 확률 향상
- 가트너에 따르면 2018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성공률은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의
표준화된 컨설팅 프로세스를 통해 클라우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로드맵을 설정하여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제공 목록(산출물)

1. MRA 레포트
2. MRP 레포트
3. 클라우드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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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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클라우드 첫 걸음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마이그레이션
MigOps Migration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한 자원의 이동이 아니며, 복작하고도 섬세한 작업입니다.
본격적인 클라우드 전환 작업은 미묘한 복잡성을 이해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 및 기능

Migration

이관 대상에 대한 Scheduling과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관- DeepDive AS-IS 분석
- Landing Zone 구축
- 이관 Scheduling
- 6R 기반 마이그레이션 Factory 가동
- 클라우드 인프라 및 이관 완료 보고서 제공

Implementation

클라우드 환경 성능 테스트

- 클라우드 인프라 신규 구축
- Landing Zone 구축
- 클라우드 리소스 생성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가이드
- 클라우드 인프라 및 구축 완료 보고서 제공
오픈소스 솔루션을 활용한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 테스트
-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서비스 성능 테스트
- Jmeter를 활용한 간편한 성능 테스트
- 3rd party tool을 활용한 DeepDive 성능 테스트
-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공

왜 베스핀과
함께하면 좋을까요?

1. 수많은 고객 케이스
-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 MSP
-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한 MSP
2. 원스톱 서비스
- 베스핀글로벌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프로페셔널 컨설팅, 기업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전환/구축/운영/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인프라 및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신규 가치 창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1stop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입니다.
- Adoption 컨설팅부터 Migration을 거쳐 MSP 운영까지 1 Stop Service
- AWS, Azure, GCP, NBP 등 멀티 클라우드와 DC간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
3. AtoZ Service
-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이 필요한 모든
IT 기술 스택 지원
4. 베스핀 CMP OpsNow: OpsNow를 활용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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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클라우드 첫 걸음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마이그레이션
MigOps Migration
도입 효과

1. AWS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SA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클라우드 운영 관리 자동화: 베스핀글로벌이 자체 개발한 CMP, OpsNow로 멀티 클라우드
자동화가 가능

제공 목록(산출물)

1. 클라우드 인프라 및 이관 완료 보고서
2. 클라우드 인프라 및 구축 완료 보고서
3. 클라우드 환경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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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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MigOps Software

베스핀글로벌은 국내외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주요 항목 및 기능

RISC Network
Assessment Tool

Inventory Discovery 및 Assessment Tool

Cloudmize
Assessment Tool

Inventory Discovery 및 Assessment Tool

TSOLogic TCO
analysis Tool

TCO 분석 도구

CloudEndure

Lift & Shift Automation Tool

zConverter

Lift & Shift Automation Tool

왜 베스핀과

베스핀글로벌은 한국, 중국, 북미, 유럽, 중동 등에 지사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좋을까요?

고객의 필요에 따라 글로벌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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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클라우드 첫 걸음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소프트웨어
MigOps Software
제공 목록(산출물)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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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