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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가기로�결정했다면 누구와�함께�갈지를�선택해야�합니다.
처음부터�끝까지�믿을만한�파트너를�찾는다면 베스핀글로벌이�정답입니다.

전략�컨설팅
다양한�클라우드�공급자가�존재하고, 클라우드�공급자마다�다른�장단점을�가집니다. 
베스핀글로벌은�다양한�클라우드�공급자에�대한�전문성을�기반으로�클라우드�선택과�설계, 비즈니스�목표�달성을�위한
최적의�솔루션�제안까지�클라우드�도입과�기업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전�과정을�전략적으로�접근합니다.

고객�요구�사항, 레거시�시스템�및�환경�분석

1.  고객�요구사항�분석

- 방법론�및�절차�제시
- 문제점�진단�및�도출

2.  방법론�및�선진사례�제시
- 선진사례�제공
- 마이그레이션�방향�정의

- 단계별�이행�전략�수립
- 클라우드�운영�거버넌스�수립

4. 장/단기�전략�및�운영�거버넌스�확립
- 인프라 CAPEX, OPEX 도출

- 최적안�제안
- 아키텍처�설계

3. 클라우드�도입�및�실행�계획�수립
- 마이그레이션�계획�수립
- ROI 분석

Strategy Consulting

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마이그레이션의�핵심은�기존�비즈니스에�영향을�주지�않고�주어진�시간�안에�시행착오�없이�진행�완료하느냐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은�고객의�요구�사항을�기반으로�사전진단부터�테스트와�실행, 안정화까지�전문적인�마이그레이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SSESSMENT

AS-IS 시스템�현황�파악

대상�시스템�선정
�

서비스�현황�조사
�

대상�시스템�분석
�

To-Be 시스템�결정

MIGRATION TEST

Migration Test 및�성능�파악

사전�진단
�

Pilot 실행
�

단위 / 통합 Test
�

성능�파악

MIGRATION 실행

Migration 절차

이관 / 계획
�

이관 / 실행
�

Application Migration
�

Data Migration

서비스�안정화

통합�테스트�및�검증

안정화
� �

모니터링
� �

Test / 수정
� �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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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마이그레이션
베스핀글로벌은�여섯�가지�마이그레이션�방법론�중�고객의�요구사항과�환경, 목표를�분석해�가장�최적의�마이그레이션�방법을 
제시합니다. 

리호스팅
 (Rehosting,  Lift-and-Shift)

리테이닝
 (Retaining)

리팩토링
 (Refactoring)

대규모�마이그레이션을�빠르게�수행해야 
하는�경우�활용되는�방법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재설계하는�과정이�필요하지 
않기�때문에�짧은�시간에�적은�비용으로 

마이그레이션을�수행할�수�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은�여러�번의�대규모�기간계 
마이그레이션�경험을�통해�애플리케이션 
리호스팅을�빠르고�정확하게�수행합니다.

마이그레이션�할�준비가�되지�않은�부분이 
있거나�보안�및�비즈니스�연속성�문제로�기존 

애플리케이션을�유지하는�경우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은�고객의�목표와�환경,

유관�부서�및�기존�인프라와의�연계성을 
바탕으로�전체�포트폴리오�내�유지할�부분과 

변경할�부분에�대한�정확한�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클라우드에�최적화된�구조로�애플리케이션을 
재설계하는�방법입니다. 서버리스�아키텍처, 

확장성, 비즈니스�연속성�및�유연성이 
요구되는�경우�적절합니다. 

재설계로�인하여�시간이�소요되지만
그만큼�비즈니스에�큰�효과를�가져올�수�있는 

가치�있는�방법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은 
인프라뿐만�아니라�개발�환경과�비즈니스 
확장성�등을�고려해�고객의�애플리케이션 

재설계�과정을�돕습니다. 

리플레이싱
 (Replacing)

리타이어링
 (Retiring)

리플랫포밍
 (Replatforming)

기존�애플리케이션을
SaaS 애플리케이션으로�대체하거나

현재�솔루션을�새�버전으로�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해당합니다. 

더이상�사용하지�않는 IT 자산을�구별해 
폐기하거나�아카이브�하는�방법입니다.

유지�보수에�드는�비용을�줄이고�다른�자산을 
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핵심�구조는�변경하지�않되 
새로운�플랫폼으로의�이동을�위해

일부�재조정하여�마이그레이션�하는�경우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마이그레이션
베스핀글로벌은�클라우드�데이터에�전문성을�가진�클라우드�데이터팀을�통해�데이터와�관련된�세�가지�요소�데이터�스토어,
데이터�컨슈머, 데이터�아키텍처를�바탕으로�고객의�요구�사항을�분석하고�체계적인�마이그레이션�프로세스를�진행합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데이터�스토어
결정

데이터�컨슈머
결정

데이터
아키텍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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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특성에�맞는�데이터�마이그레이션�전략
데이터의�종류와�중요도에�맞춰�마이그레이션�전략도�달라져야�합니다. 베스핀글로벌의�최정예�클라우드�데이터�팀은 
관계형�데이터베이스(RDB), 데이터웨어하우스(DW), 빅데이터�영역까지�고객�환경에�맞는�데이터�환경을�설계하고 TCO와 
성능을�최적화한�데이터베이스�마이그레이션을�수행합니다. 

IaaS에서 PaaS까지�전�영역에�대한�데이터베이스�지원
각�영역의�장단점을�고려하여�고객의�요구사항에�최적화된�데이터베이스�환경을�제공합니다.
IaaS 환경에서의�데이터베이스�운영�시�제반사항을�결정하는�선택권이�고객에게�있는�대신, 패치�업그레이드�등
유지�보수는�여전히�고객의�몫입니다. 반면 PaaS 환경에서�데이터베이스�운영�시�설치�및�백업�등이�클라우드�내에서 
제공되어�편리하지만, 고객의�선택권이�그만큼�줄어든다는�제약사항이�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최적화는�두�가지�환경�모두에서�제공되지�않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의�클라우드�데이터�팀은�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의�선택에서, 설치, 운영, 애플리케이션�최적화까지�데이터베이스에�따른�모든�영역을�고객의�환경에�맞게�설계 
하고�제공합니다.

오픈소스�데이터베이스�지원
상용(Commercial) 데이터베이스를�오픈소스�데이터베이스로�이전하는�경우�성능을�유지하거나�향상시키면서�라이선스 
구매와�업그레이드에�드는�비용을�크게�줄일�수�있습니다. 하지만�유지�보수에�따른�위험요소로�인해�많은�기업이 
오픈소스로의�이전을�망설입니다. 베스핀글로벌의�클라우드�데이터�팀은�유지�보수�지원을�통해�고객이�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이점을�누리도록�돕습니다.

Genexon, FinTech/IoT 소프트웨어�개발�기업

오픈소스�데이터베이스�이전, 과감했지만�현명한�선택이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의 DBA 팀이�없었다면�생각하지�못했을�결정입니다.

오픈소스�데이터베이스�이전으로
오라클�라이선스�비용 50% 이상�절감

베스핀글로벌의�안정된 MSP 운영�서비스로
내부�인력은�개발�업무에만�집중

50% 이상
절감 �

내부인력
개발업무에만�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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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Q
36, Jangmi-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13496

T : 1600-0511 
M : info@bespinglobal.com

SEOUL BRANCH
29, Teheran-ro 87-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06167

T : 1600-0511 
M : info@bespinglobal.com

CHINA HQ
3rd Floor, Area B, Tower A, No. 8 Building, Greenland Center, 4 Block, 
Wangjing Dongyuan, Chaoyang District, Beijing,China

T : +86-10-8478-3966
M : china_info@bespin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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