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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ZONE CLOUD  OUTLOOK

메가존클라우드는2009년부터클라우드를차세대핵심사업으로성장시키며‘클라우드이노베이터(Cloud Innovator)’로서

고객사에서클라우드전환의과정마다최선의선택을하실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회사명

설립일

해외지사

본사주소

메가존 클라우드(주)

1998년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대한민국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85길46 GALA빌딩

직원 수

글로벌 파트너

클라이언트

매출액

사업영역

+700             

+45

+1,200

2,200억 원 (2018년 12월 기준)

클라우드 & 호스팅 사업부, 

디지털에이전시, 디지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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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BUSINESS 

OVERVIEW
국내 최초 & 최대 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로써

다년간의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컨설팅 서비스와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내·외부 환경까지

대응/관리할 수 있는 기술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2 국내 최초

AWS 공식 파트너사 선정으로

본격 서비스 시작

국내 최초 & 최대

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 

(전 세계 1만 여 개 파트너사 중

Premier Partner는 96개) 

총 1,200여 개 고객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국내 유일 AWS 공식인증

한국어 Support Partner 서비스

No.1 솔루션 업체

전 세계 45여 개

No.1 솔루션 업체와의

클라우드 파트너십 기반의

통합 서비스 제공
국내최초

AWS Enterprise Support

24 / 7 / 365 서비스

안정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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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Premier Partner AMAZON WEB SERVICES (CLOUD INFRA)

• 컨설팅 & 구축: 24/7 운영 및 Billing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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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BUSINESS CAPABILITIES

AWS Marketing & Commerce 
Competency Partner

AWS Public Sector
Partner

AWS Migration 
Competency Partner

AWS Channel
Partner

AWS Financial Services 
Competency Partner

AWS Nonprofit 
Competency Partner

AWS Education 
Competency Partner

AWS MSP
Partner

AWS Partner of the Year  
Korea 2016

AWS Partner of the Year  
Korea 2017

AWS Partner of the 
Year  APAC 2017

Amazon Web Services



CUSTOMERS
Key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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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C - AWS Offerings

TrainingBilling ● ● ●● ● ●

 AWS Training 

Partner

 AWS 공인 강사

보유 (Premier 

Partner 중 유일)

 AWS 도입부터

최적화까지 전

주기 교육 제공

 원화결제

(USD 결제

수수료 절감)

 Usage, Cost 

가시성 향상

(Hyper Billing)

 세금계산서 처리

www.cloudclass.co.kr

Consulting Architect Build
Managed
Service

 Assessment

(AWS Cost)

 Migration

Planning

 Analytics

(Data)

 Advisory

(AWS Tech.)

● ● ● ● ● ● ● ● ●

 Architecture 

Design

 Architecture 

Optimization

 Cost 

Optimization

 Architecture 

Implemention

 Data Migration

(Lift & Shift)

 Migration 

Project 

Management

 24 x 7 x 365 

Managed 

Service

 자체 Cloud 

Operation 

Center 운영

 국내 유일의

AWS 인증

한국어 서포트

포털 운영

www.awssupport.net

Migratio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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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C - Billing

www.cloudclass.co.kr

부서별/계정별

정확한 이용금액 산출

월별, 일자별, 지역별, 상품별

사용량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최적의 비용 관리

Unblended 가격정책 반영

한국 원화 결제 지원

세부 빌링 정보 제공

통합 빌링 | 멀티 레벨 매니지먼트

Mater / Group / Branch / Account

HyperBilling

◀ 피벗테이블 지원, tag 기준의 비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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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C - Training

전문 클라우드 교육센터 보유

* 본사 2층 교육센터

AWS 공식 교육 파트너 인증 & AWS 공인 강사 보유

입문 과정

AWS 비즈니스 에센셜

AWS 기술 에센셜

역할 기반 과정

AWS 기반 아키텍처 설계

AWS 기반 개발

AWS 기반 시스템 운영

AWS 기반 고급 아키텍처 설계

AWS 기반 데브옵스 엔지니어링

전문가 과정

AWS 기반 빅 데이터

AWS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징

AWS 기반 보안 운영

www.cloudclass.co.kr / aws_training@megzone.com / 02-2108-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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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 Journey with MZC ; 1Q+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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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 연간 소요비용은?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기대효과는?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을

AWS로 이관할 수 있는가?

A
ct

iv
it
y

Quick Assessment Migration ProjectMigration Planning Managed Service

예상 운영비용 (견적서)

시스템 현황 요약 (As-Is)

전환 시 고려사항 (To-Be)

비용산출 (전환구축비+운영비)

전환 대상 선정 (6R 분석, PoC)

전환 계획 (아키텍처, 일정, R&R)

어떤 워크로드를 이관할

것인가? All-in Migration?

업무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가?

전환 비용과 기간은?

이관 및 운영전환

실행 계획 (Task, R&R, Roll Back)

목표 아키텍처 구축 (AWS, APP)

Migration 작업의 R&R은?

Down Time 허용시간 내

Migration을 완료할 수

있는가?

Migration 작업 실패 시

복원에는 문제가 없는가?

원화결제 / 비용최적화 가이드

24x7 모니터링 서비스

엔지니어 서포트 / 교육

AWS 기반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AWS 운영 비용에 대한

확인과 비용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는가?

클라우드 도입 검토
(Discover)

전환 계획 수립
(Plan)

클라우드 전환 수행
(Migrate)

운영 & 최적화
(Optimize)

MZC - Migratio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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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Assessment ; 1 week

고객 작성

Outcome Report (2주 내)

MZC - Migratio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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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 Planning ; 1 ~ 3 month

▶시스템 현황 분석

▶ 6R Pattern 도출

; 기술적 제약 식별

; 서비스 별 전환 패턴 정의

▶전환대상 선정

; 필요 시 PoC 진행

▶아키텍처 정의

; 성능, 보안, 안정성, 비용 관점 최적화

(= Landing Zone)

▶Mig. Task 정의

; 수행일정, 역할 (고객 & 수행사)

▶AWS 이용요금 (월/년)

▶전환 비용 구분

+ 구축 인건비 < Re-host, Re-Platform

+ License 재 구매비 < Re-Pusrchase

+ 전환 솔루션/용역비 < Re-architect

대상 선정 계획 수립 예상비용 산출

MZC - Migratio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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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 Project

실행 계획
(Action Plan)

목표 아키텍처 구축
(Build)

이관 및 검증
(Migrate)

운영 전환
(Cut Over)

전환대상 정보 리뷰

- 대상 시스템 정보

- To-Be Architecture

- 요구일정, Downtime

Task 및 R&R 정의*

- 진행 Task 정의

- Task 별 수행주체 정의

(고객-수행사-3rd Party)

Roll Back 계획

- 작업 단계 별 문제

발생 시 Roll Back

계획 검토

AWS Architecture Build

- 네트워크 리소스 구성

(VPC, DX, ELB, CF 등)

- 컴퓨팅 리소스 구성

(EC2, EBS 등)

- 스토리지 리소스 구성

(S3, EFS 등)

- Auto-Scailing 구성

- 보안 리소스 구성

(IAM, Security Group 등)

Application 설치*

- OS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설치 및

라이선스 등록

이관 실행*

- 시스템 환경 정보

- DBMS Data

- Contents Data

- Application Data

테스트/검증*

- AWS 인프라 구성 점검

- Data 이관 결과 검증

- 사용자 테스트

( Application

기능/응답속도 )

Cut Over 수행*

- DNS 전환 등

안정화 모니터링

- 인프라 문제 발생 시

Trouble Shooting

* 고객참여 필수

MZC - Migratio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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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서 및 자체

COC(Cloud Operation Cente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 

국내 최초로 MSP 3.2 인증”

메가존클라우드 COC

(Cloud Operation Center)

 AWS Technical 교육 인증

자격 엔지니어 상주

 고객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정기 / 비정기 리포트, 원인

분석 보고서 제공

◀ 24x7x365 Managed 

Services

“메가존클라우드, 국내 클라우드 MSP 사업자 중 최초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기반 ISMS 인증 획득”

 정보보호관리체계104개인증기준적합성인증

 국내글로벌클라우드매니지드서비스사업자중최초

 AWS 클라우드매니지드서비스(MSP) 부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2018년2월)

 Managed Service

MZC - Migratio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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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d Service - Optimization (Cost & Architecture)

Usage 모니터링을 통한

서버 용량 축소

최소 필요 워크로드에

RI 과금옵션 적용  약정할인

비용효율화 관점의

아키텍처 최적화

Architecture

Optimization

• AWS 기반의 운영 노하우 및

모니터링 데이터 축적

• 비용효율화 가능한 다른 AWS 서비스로

아키텍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용

• Instance 의 CPU, Memory 등

자원사용량의 지속 모니터링

•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최소한의 비용이 부과되는

Instance Type으로 변경

AWS 

Optimization 

Model

• 워크로드 사용량이 많거나 적은

시점을 포함한 1주기 모니터링

• 최소 유지가 필요한 워크로드에

대해 1년~3년 사이의 RI 적용

> 40%~70% 약정할인 효과

MZC - Migration Offering



https://www.megazone.com

46, Nonhyeon-ro 85-gil, Gangnam-gu, Seoul, Korea  l  T. 1644-2243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