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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클라우드 시장 소식

기사 1 | AWS Marketplace 중국 1분만에 시작하기

  지난 6월 AWS Marketplace가 중국 리전에 오픈되었다. 베이징 및 닝샤 리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NWCD(Ningxia Western Cloud Data Technology)에 의해 운영된다. 사용자는 AWS EC2콘솔에서 ISV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 현재 AWS Marketplace 중국에선 BYOL의 AMI을 지

원하고 있다. 

 ● 		 AWS	Marketplace	중국	시작하기	

1. AWS 중국 계정을 사용하여 AWS 중국 콘솔에 로그인 한다.

2. Amazon EC2를 선택하여 EC2 대시보드에 접속한다.

3. EC2 대시보드에서 ‘인스턴스 시작’을 선택한다.

4. Amazon AMI를 선택하여 인스턴스의 리전(베이징 혹은 닝샤)을 선택한다.

5. Quick start 대시보드에서 키워드 입력하여 필요한 AMI를 검색하거나 AWS Marketplace를 선택하여 

유형별로 AMI를 확인할 수 있다.

6. 제품을 선택하면 해당 제품의 배포 화면으로 이동하며 제품의 가격, 사용 방법 및 지원 사항 등 관련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구독을 원할 경우 ‘계속’을 선택한다. 

7. EC2 대시보드에서 ‘시작 인스턴스 마법사’에 따라 인스턴스 시작을 완료한다. 인스턴스에 태그를 설정하

면 AWS Marketplace 중국을 통해 시작한 인스턴스를 확인할 수 있다

AWS Marketplace는 1,400개가 넘는 ISV의 4,800여 가지 제품을 제공하며 230,000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AWS Marketplace 중국이 론칭하면서 글로벌 ISV는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중국 현지 ISV 또한 이러한 신규 프로모션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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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mp.weixin.qq.com/s/lhnRrViOsHrqXHXHxWli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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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 | 지난7월 중국 리전에 신규 오픈한 클라우드 서비스 알아보기

1) Amazon EC2 신규 범용 인스턴스 오픈

    AWS 베이징 및 닝샤 리전에서 Amazon EC2의 차세대 범용 인스턴스 M5d와 버스터블 범용 인스턴스 T3a가 

오픈되었다. 

  M5d 인스턴스는 Web 및 응용 프로그램 서버, 기업의 프로그램 백엔드 서버(Exchange Server, SharePoint 

Server, SAP Business Suite, MySQL, Microsoft SQL, PostgreSQL DB), 게임 서버, caching fleets와 같은 워

크로드 및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에 적합하다.

   T3a 인스턴스를 통해 사용자는 T3 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AMD EPYC 프로세서에서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버스터블 범용 인스턴스는 중소 규모의 DB, 가상 데스크톱, 코드 저장소 및 핵심 업무 응용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워크로드에 적합하다.

2) Azure Application Insights, Azure 중국 East 2 리전에 오픈

   Azure Application insights가 중국 East 2 리전에 오픈되었다. Azure Monitor의 일부로 여러 소스로 부터 텔

레메트리를 수집한다. 또한Azure Data Explorer의 쿼리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한다.

   중국 리전에서 Application Insight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공용 Azure의 대체 엔드포인트가 요구된다. 글로벌 서

비스 모니터링은 공용 구독을 통해 Azure 중국 클라우드 외부의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https://www.amazonaws.cn/en/new/2019/amazon-ec2-new-general-purpose/?nc1=h_ls

https://azure.microsoft.com/ko-kr/updates/application-insights-availability-in-china-ea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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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스핀글로벌 차이나 소식

기사 3 | 베스핀차이나, IDC를 위한 OpsNow Galaxy 론칭

   지난 7월 11일 베스핀차이나가 주최한 IDC Technology Innovation Summit 광저우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드 솔루션 OpsNow Galaxy를 론칭하였다고 발표했다.

   OpsNow Galaxy는 IDC업체가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겪는 클라우드 비용 체계의 복잡성 및 클라우드 기술 역

량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DC 맞춤형 스마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드 솔루션이다. IDC 업체는 

OpsNow Galaxy를 통해 하이브리드 IT환경의 리소스 및 비용, 조직 권한, 모니터링, 인시던트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베스핀차이나의 SCG VP Qiuye Zhou는 “OpsNow Galaxy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IDC 

리소스를 포함하여 2000여 개의 제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IDC 업체와 고객사 모두 신속하게 클라우드 운영 능

력을 보유할 수 있으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베스핀차이나는 Bizcon, Zenlayer, GDS 등 주요 IDC 업체와 전략 파트너 협약을 체결하였

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베스핀차이나는 기존 레거시 환경 사용자들이 더욱 간편하고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도

입하여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https://mp.weixin.qq.com/s/VtKx3gK9ymMJKd6fnlLR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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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4 | 베스핀차이나, CTO교류회 개최

   지난 7월 4일 베스핀차이나가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지혜는 미래를 창조한다”를 주제로 한 CTO 교류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다양한 업계의 C레벨 경영진들이 업계별 비즈니스 상황 및 동향 등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되어, 

40여 명의 IT, 금융, 스마트 제조, 교육 등 다양한 업계의 관리자들이 참석하였다.

   베스핀차이나의 SCG VP Qiuye Zhou는 이날 행사에서 기업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Youxin Financial의 VP와 Muhua Technology의 COO, 

ABCDPower의 COO 각각 그동안 직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업계별 최신 동향

에 대해 발표하였다.

   베스핀차이나는 더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성공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

도록 지속해서 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https://mp.weixin.qq.com/s/MacVy1egjoFx0awLX0HA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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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핀차이나가 궁금하다면?

Lilin Choi 최예름 |  Lead of Strategic Accounts Team 

lilin.choi@bespinglobal.cn | +86 18600793573

Darren Choi 최병욱 |  Strategic Account Sales 

bingxu.cui@bespinglobal.cn | +86 18510835166

Lily Kim 김라윤 |  Strategic Account Sales Admin Specialist 

rayun.kim@bespinglobal.cn | +86 13011825090

베스핀차이나 공식 홈페이지 www.bespinglobal.cn

베스핀차이나 공식위챗(중문 지원)

BESPIN GLOBAL CLOUD INSIGHT
2018 공공금융사업부 백서 : 종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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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지금 바로 베스핀글로벌 전문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세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 

클라우드 전문가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 Contact us

베스핀글로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베스핀글로벌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About us

베스핀글로벌 차이나 소식

ⓒ 2019 BESPIN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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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누구와 함께 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만한 파트너를 찾는다면

베스핀글로벌이 정답입니다.

      베스핀글로벌 웹사이트 

      서비스 문의 

베스핀글로벌 소셜미디어 

https://www.bespinglobal.com
https://www.bespinglobal.com/contact/
https://www.facebook.com/bespinglobal/
https://www.linkedin.com/company/13323480
https://www.youtube.com/channel/UCIopvBtysCDHnvW7WqIAdkw/videos
https://www.bespinglobal.com/feed/
https://blog.naver.com/bespinglob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