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웹 서비스

Amazon Web Services

AWS 클라우드로 전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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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igration & Consulting
웅진은 고객이 보유한 다양한 규모의 복합적인 워크로드를 AWS 상으로 이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웅진의 AWS 전문 인력은 체계화된 방법론을 통해 고객의 IT환경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제안합니다.

체계적인 서비스
진단 및 분석

고객 서비스 중심의
아키텍처 설계

신속한
마이그레이션 운영

고객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해
To-be에 대한 전략적인
범위 산정 및 전략 제시

비즈니스 목표에 적합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최적의 인프라 운영 및
체계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환경 구성

서비스별 다양한
관점에서 UI 및 데이터
최적화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을 통한
안정적인 분석 제공

안정적인 네트워크 속도 및
인프라 환경 구축

"

"

IT포트폴리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일 뿐이다.
- Stephen Orban, AWS 엔터프라이즈 전략팀 -

[구축 사례]

Total Migration

[구축 사례] SAP on AWS

제조사인 CNCITY에너지(구, 충남도시가스)는 서비스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장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워크로드의 전 서비스 환경을 이관하였습니다.

50개

6개

EC2

RDS (Oracle)

1TB

SAP
(HANA DB)

H/A

스타트업인 Y사는 유연하고 확장성이 높은 서비스를
위해 SAP 전문조직 및 SAP 컴피턴시를 보유한
웅진과 S/4HANA를 AWS 상에 구축하였습니다.

25개
EC2

1TB

SAP
(HANA DB)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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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on AWS
AWS는 SAP 워크로드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웅진은 AWS 상에서의 SAP
S/4HANA, Business One, 운영 및 PoC 검증 등의 경험을 통해 고객이 안정적으로 AWS에 안착하여 고객은
핵심역량에 집중 가능하도록 합니다.

Why SAP on AWS?

왜 SAP는 AWS에서 보다 혁신적인가?

빠른 설치 및 구성

자유로운 인프라 구성 가능

하드웨어의 주기적인 교체 불필요

낮은 실패 비용

실 환경 성능 테스트 수행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

수월한 시스템 복구/운영시스템 복제/백업 관리

서버없는 서비스, 혁신 서비스

Cloud Managed Service
웅진은 오랜 IT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AWS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환경 맞춤형
클라우드 컨설팅

체계적인 구축 설계 및
마이그레이션 지원

통합적인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 제공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선제적 대응 관리

웅진 특화기술 지원분야

Open Source

AWS

AWS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

기반의 솔루션 & 서비스

Docker

Kubernetes

ECS

EKS

Fargate

QuickSight
(BI 솔루션)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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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모니터링 솔루션

watchcon.wjcloud.co.kr

웅진의 Watchcon은 전사적인 시스템 관리 및 서버 모니터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효과적인 클라우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WatchBill
AWS 통합 빌링 서비스

WatchSMS
통합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

H/A Cloud Solution
SIOS Protection Suite for SAP HA and DR
SIOS사의 SAP용 이중화 솔루션 및 데이터 복제 솔루션은 SAP on AWS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입니다. SAP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CI(ASCS, ERS) 등
모든 리소스에 대한 장애를 24x7 감시하여 무중단 시스템 운영을 지원합니다.
SPS는 SAP사로부터 인증되었으며, AWS에서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For Customers
웅진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언제나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 컨설팅과
최적화된 솔루션

도입관련 문의

가변성 & 유연성을 고려한
안정적 구축

IT 운영 노하우를 통한
빠른 문제해결

설 동 현 영업대표 010-6226-0951 | ehdgusdigh@woongjin.co.kr

WOONGJIN

Company Overview
설립일

대표이사

사업분야

직원수

1980

이수영

클라우드 컨설팅, SAP ERP, 솔루션 외

450

Who We Are?
웅진은 SAP Gold Partner로 4세대 ERP인 SAP S/4HANA 시장의 선도주자이자
SAP Business One 분야에 1등 기업입니다. 기업용 IT서비스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종 솔루션과 인프라를 선택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ferences
웅진은 '고객을 위한 남다른 생각'으로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성공, 고객 행복까지 책임지는 기업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웅진은 AWS뿐만아니라 SAP ERP, 솔루션 영역에서 다양한 고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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