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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클라우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넘어 맞춤형 활용을 고민할 때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클라우드 여정에서 각기 다른 단계에서 복잡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이 최적의 솔루션으로 여러분을 클라우드 세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혁신의 가속화가 데이터 축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시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자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스핀글로벌의 혁신은 단발적인 Project 가 아닌 지속적인 Process 입니다. 

EFFICIENCY EFFECTIVENESS

CLOUD SERVICES MUST DELIVER

ECONOMIC 
PRUDENCE 

베스핀글로벌은 지속적인 혁신에 중점을 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HELPING YOUR 
CLOUD JOURNEY
여러분의 클라우드 여정, 베스핀글로벌이 함께 하겠습니다. 



YOUR
TRUSTED PARTNER TO 
DIGITAL TRANSFORMATION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과 끝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은 서울과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End-to-End 클라우드 

IT 회사입니다. 저희는 포괄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여정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은 인프라 관리 서비스, 데이터 관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보안 관리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 OpsNow를 통해 고객의 클라우드 활용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은 멀티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공급자(MSP)로서 AWS, MS 

Azure, GCP, 알리바바, 화웨이와 텐센트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베스핀글로벌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이미 엣지 

클라우드와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영역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은 차별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Big Data/AI 어플리케이션 

역량을 인정 받아,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3 년 연속 등재된 기업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은 동아시아에 가장 큰 MSP 입니다. 저희는 AWS 인증 전문가 500 

여명, Azure 인증 전문가 140 여명, GCP 인증 전문가 50 여명, Aliyun  

인증 전문가 140 여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은 안정적인 서비스로 전세계 600 개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동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elping You Adopt Cloud.

BESPIN GLOBAL EXISTS 
FOR YOUR SUCCESS 
베스핀글로벌이 클라우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  고객 비지니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략 컨설팅 

·  고개의 구체적인 pain-point 를 충족하는 맞춤형 솔루션 

·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 설계 

·  베스핀글로벌이 자체 개발한 OpsNow 를 통한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  클라우드 운영 고도화 및 자동화 

WE HELP
YOU:

CLOUD
STRATEGY

CUSTOMIZED 
SOLUTIONS

COST SAVING
WITH OPSNOW

 ACCELERATE YOU TO THE 
NEXT LEVEL IN THE CLOUD

HYBRID & MULTI-CLOUD 
ENVIRONMENTS



MORE CLOUD, 
LESS COST

·  OpsNow 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을 간편하게 합니다. 비용 최적화, 통합 자원관리, 

장애/사고 관리를 통해 고객이 클라우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OpsNow 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SaaS 형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입니다.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 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OpsNow 는 AWS, Azure, 

GCP,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   OpsNow 는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혁신의 속도와 함께 

데이터의 축적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는 더 많은 클라우드를 

요구합니다.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된 클라우드 비용을 OpsNow 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해 월 평균 30%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AutoSpot을 통해 Spot Instance를 활용하면 

최대 80% 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최적화를 통한 획기적인 비용 절감! 

통합 관리되는 각기 다른 벤더 클라우드와 계정 자원들을 ‘자원 관계도’를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산된 자원을 한 눈에! 통합 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모니터링 툴에서 발생하는 알람을 통합하고, 필터링하여 빠르게 장애를 

인식하고 평균 복구시간(MTTR)을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알람 확인부터 복구까지 소요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원스탑 솔루션! 

복잡한 클라우드 비용 체계 관리 및 비용 

최적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제시. 

COST MANAGEMENT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자원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

ASSET MANAGEMENT

서비스 그룹별 맞춤형 모니터링 정보와 

실행/대응 가능한 인사이트 제공. 

MONITORING DASHBOARD
트리플 필터를 사용한 적절한 알람 발송으로 

평균 복구시간(MTTR) 대폭 단축. 

ALERTNOW

OPSNOW 서비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의 OpsNow 는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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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설립된 베스핀글로벌은 아시아를 선도하는 클라우드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클라우드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의 미션은 고객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은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가치관 Learn, Do, Share 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배우고, 실행하고, 공유합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배움, 실행, 공유라는 가치관은 베스핀글로벌이 생존을 넘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근간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의 가치관은 저희를 타기업과 차별화하고,  

저희의 정체성을 정의하며, 저희가 추구하는 이상을 표현합니다. 

베스핀글로벌은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모든 베스피니어들이 베스핀글로벌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중국 본사

Block D, Luowa Building, No.202 
Wangjing Lize Middle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T (+86)10-8478-3966
 E china_info@bespin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