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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매니지드

Moncat Cloud 소개
Moncat Cloud는 LG U+IDC의 기술지원 및 운영관리 파트너인
유호스트 클라우드 서비스 입니다.

30+

Cloud Certificate

300+
Reference

검증된 Cloud 전문가

• 3
 0+ Cloud Certificate를 보유한 Cloud 전문가 조직
• L
 G U+IDC의 클라우드 매니지드 및 서버운영관리 파트너
• 국
 내 최대 Hybrid Cloud 구축 및 운영관리 노하우 축적
• 3
 00+ 고객사 통한 클라우드 Best Practice SOP 보유

준비된 기술지원 조직

• 1
 30+ 준비된 전문 엔지니어가 부분별 기술지원
• 최
 신 클라우드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 Technical Assistants 팀
운영
• 구
 축/이전 초기 시스템 안정화를 지원하는 전담 지원 체계 보유
• 보
 안/ 백업/Application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시
기술지원 조직 운영

24×7

CloudCenter(관제센터)

자체개발
모니터링 솔루션

130+
전문 엔지니어

기술 지원
전담 조직

LG U+ IDC 기술전담 운영사

• 1
 5년간 LG U+ IDC 운영 기술로 쌓은 노하우 기반으로 운영관리
서비스제공
• 긴
 급이슈에 최단기간 대응 가능한 24×7 CloudCenter 운영
• 클
 라우드관제에 최적화된 자체개발 Cloud Monitoring Solution
보유
• 클라우드 플랫폼 및 On-premises 전체 시스템에 대한 통합 운
영관리 체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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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cat Cloud 핵심 역량
Moncat Cloud는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산을 위한
최적의 클라우드를 설계, 구축, 제공 합니다.

비용 절감 효과

엔지니어 보유효과

21%+

5+

Moncat Cloud 고객 평균

Moncat Cloud 핵심 역량
최적 클라우드 설계 / 관리

24×7 긴급 이슈 대응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지원

• 체
 계적인 사용량 분석을 통한
Right-Sizing 으로 비용 절감을

• M
 oncat CloudCenter를 통해
24×7 긴급 이슈 감시 및 대응
체계 가동

• 최
 적의 비용 효율성 유지를 위한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

위한 최선의 방안 제시

• 국
 내 최대 공공 Hybrid Cloud
설계/구축 /운영관리 경험 기반
으로 가용성 / 안정성이 보장된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지원
• 3
 00+ 고객 경험 기반의 Best
Practice 도출

We Create the best value!

• L
 G U+ IDC 와 연계된 긴급 이슈
대응 체계 제공
• 상
 주 엔지니어를 통한 장애 즉각
대응 및 보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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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도의 전문조직(TA 조직)을 통한
최신 클라우드 기술 컨설팅 유지

• 운
 영환경에서의 비용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용량 모니터링
및 시스템 최적화 지원

Moncat Cloud Services

컨설팅

구축 / 이전 대상 서비스 유형별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최적의 클라우드 구축 / 이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설계/구축(이전)
• 서
 비스 유형별 담당 전문 컨설턴트 선별
안정화/최적화

클라우드 매니지드

• 인
 터뷰 수행

플랫폼별 최신 기술 동향 및 현황 안내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청취

클라우드 구축 / 이전 시 적용 가능한

전담 컨설턴트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클라우드 
구축/이전의 목표를 설정

개선사항 제안

• 구
 축 또는 이전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 설정
• 현
 행 시스템 및 서비스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현황 및 

실사 및 현황분석

보안 정책 분석

어플리케이션 및 DataBase 현황 분석

As-Is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구축 및
이전을 위한 세부정보를 수집

현행 시스템의 사용량 분석

• 요
 구사항 및 현황분석에 기반한 최적 아키텍쳐
도출

• 과거 사례 기반 Best Practice 도출

구축/이전 전략

• 이
 전 대상 워크로드 별 마이그레이션 전략(6R)
수립

요구사항과 현행 서비스 및 
시스템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구축/이전 전략을 수립

• 예상 TCO(운영비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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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cat Cloud Services

컨설팅

설계/구축(이전)

최적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전합니다.

수행순서
분석 / 설계

안정화/최적화

클라우드 매니지드

POC

구축(이전)

주요 수행내용
전담 Cloud Architect 배치

고객 요구사항 검토

워크로드별 이전전략 검토

유사 고객 사례 검토

리소스 사용량 최적화

최적 시스템 설계

워크로드별 시스템 분리

테스트 환경 구축

성능 목표 수립

시스템 모니터링

성능 분석

개선점 도출, 반영

구축/이전 절차 수립

보안 절차 수립

이슈대응계획 수립

클라우드 리소스 생성

어플리케이션/DB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We Create the best value!

시스템 검증

테스트 목표 수립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 환경 구축

테스트 수행

테스트 결과 분석/리포팅

검증 완료 후 운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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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cat Cloud Services

컨설팅

설계/구축(이전)

클라우드 구축(이전) 이후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포인트 케어를 수행합니다.

• 자
 체 솔루션을 통한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안정성 확보

• 시
 스템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임계치 설정
• 긴
 급 이슈 및 시스템 성능 24×7 관제
• 긴
 급 이슈 1차 대응 프로세스 및 알림

안정화/최적화

클라우드 매니지드

• 모
 니터링 로그 수집 / 분석

• 구축(이전) 후 데이터 비교를 통한 

Application
성능 최적화

최적 성능 지표 도출

• 어
 플리케이션 이슈 분석 및 성능 최적화
• 구
 축(이전) 중 발생한 위험을 식별

• 위험리스트의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분석

위험 관리
대응

(우선순위 설정)

• 위험의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발생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계획 수립

• 위
 험 감소 계획 수립 및 영향 평가 수행
• 구
 축 (이전) 후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의 

비용
최적화

Right-Sizing 도출

• 비
 용 리포팅을 기반으로 비용 최적화 수행
• 비
 용 최적화를 위한 Architecture 변경

구축/이전 이후 1개월간 집중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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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cat Cloud Services

컨설팅

설계/구축(이전)

안정화/최적화

Moncat Cloud Managed를 통하여

최신 클라우드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24×7

클라우드엔지니어채용

서비스가치

운영비용절감

Azure/AWS
최신기술대응확보

주요 제공 서비스

클라우드 매니지드
IaaS/PaaS 관리

24×7 CloudCenter

• 비
 용 최적화 관리

• 2
 4×7

• 고가용성 구성

• A
 zure 모니터링

• VM 관리 / 설정

• 긴
 급이슈 대응 / 알림

• R
 I 구매 관련지원

• A
 WS 모니터링

• Storage 관리 / 설정

• Container 관리 / 설정
• PaaS 관리 / 설정

Application 관리

• 자
 체 클라우드 모니터링
• 솔
 루션

• 정
 기 보고서 제공
보안/백업/네트워크

• O
 S 설치 / 패치 / 설정

• 보
 안 설정 / 관리

• WAS 설정 / 관리

• 백
 업 설정 / 관리

• WEB server / 관리

• D
 DoS Protection 설정/관리

• DB 설정 / 관리

• 오
 픈소스 초기 세팅 지원
• 트
 러블 슈팅 / 원인 분석
• 웹서비스 복구 지원

We Create the best value!

이슈대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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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터 이슈 발생시 복원 지원
• D
 NS 설정 / 관리

• 네
 트워크 구성 / 관리

Moncat Cloud Reference 고객 최적화 사례 01
주식회사 E1은 Legacy System에 대한
Hybrid Cloud 전환을 통해 IT 인프라 비용 절감했습니다.

고객 소개

E1은 국내 최초로 대규모 LPG수입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시대의 새 장을 열
었으며, 1984년 9월 6일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LPG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

니다.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연계사 연결 이슈

보안, IP 유지

1. 기존 장비 노후에 대한 장비 교체, 신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유
문제 상황

지보수 비용 부담
2. 다수의 연계사간 전용회선 및 VPN 연결로 인하여 모든 서비스에 대한
Cloud Transformation 불가
3. 기존 보안장비의 최적화된 보안 및 탐지 정책, 대응체계 및 Public IP 유
지 필요
4. IT 시스템 기술운영체계에 대해 보다 나은 프로세스 적용과 개선 필요

O
 n-Premise와 Azure ER(전용회선)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

해결 과정

O
 n-Premise 보안, Public IP 유지 및 VM 이중화, 신규서비스 인프라
구성
On-Premise 네트웍을 유지로 다수 연계사간 서비스 연속성 확보

몬
 캣클라우드의 프리미엄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
템과 장애 대응 체계 수립

보안정책, 대응체계 유지

전환 효과

연계사 연동, 안정성 확보

기존 On-Premise의 보안/네트웍 장비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보안 정책 및
탐지,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다수 연계사 간 연동 안정성, Cloud 확장성 및
가용성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몬캣클라우드의 프리미엄 매니지드 서
비스를 통한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과 운영체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애 발생시간을 단축시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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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cat Cloud Reference 고객 최적화 사례 02
ADT캡스는 On-Premise 사설망 IP를 유지하면서 Cloud로 이전하여
분산된 IDC의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고객 소개

ADT 캡스는 출동경비, CCTV, 출입통제 등 보안 전문 업체로 보안 경비 분
야에서 리더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분산 운영의 어려움

보안, IP 변경이슈

트랜스포메이션 검증 필요

1. 서비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인 증설 진행 중 주요 시스템이 여러
IDC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유지보수에많은 어려움이 있었
문제 상황

습니다.
2. E
 OS된 OS와 Application의 보안 문제에 대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였지
만 중요 서비스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였습니다.
3. 기존 보안장비의 최적화된 보안 및 탐지 정책, 대응체계 및 Public IP 유
지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4. 서비스 구조상 많은 세션이 발생하기에 Cloud Transformation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산 운영 되고 있던 서버들을 같은 Vnet으로 통합 구성, Private IP 유지

해결 과정

및 VM 이중화 구성
E
 OS 된 OS 업그레이드 및 내부 Application의 최신버전 패치 적용
A
 zure Security Center 적용으로 보안 강화

수십 차례의 성능 검증 테스트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검증

IDC 안정적 통합

전환 효과

장애/이슈 발생율 감소

고객의 고민이었던 IDC 통합을 이루었으며, 걱정이었던 OS, Application
보안문제도 해결 하였습니다.
또한 Azure Security Center에서 권고하는 보안 구성을 비롯하여 백업,

시스템 이중화 등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높였으며,Transformation 이후
10% 정도의 TCO가 절감되었습니다.

We Create the bes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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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cat Cloud Reference 고객 최적화 사례 03
MBC는 On-Premise와 Cloud CMS의 전용회선 구성으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고객 소개

MBC는 공영방송사로서 현재 지상파 TV 채널 1개, 라디오 채널 3개, 케이블
채널 5개, 위성 채널 5개 및 DMB 채널 4개 등 총 18개의 방송 채널을 운영

하고 있는 미디어 업계의 리더입니다.

장비 노후화

문제 상황

트래픽 상승에 따른 안정성 저하

백업, 보안 대책 필요

1. 기존 장비 노후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서비스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었습니다.
3. 각 서비스의 백업 및 복구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4. C
 loud로 전환 시 CMS 서비스에 대한 보안대책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VM 이중화 및 CDN 적용

해결 과정

On-Premise와 Azure 간 ER(전용회선)으로 CMS 서비스 보안 구성
Azure Backup Service를 통한 백업 구성 및 복구 절차 수립
수십 차례의 성능 검증 테스트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검증

몬
 캣클라우드의 프리미엄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
템과 장애 대응 체계 수립

서비스 안정화

전환 효과

장애 대응 체계 수립

안정적이고 확장성 그리고 보안까지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Transformation이 이루어졌으며, Azure Security Center에서 권고하는
보안 구성을 비롯하여 백업, 시스템 이중화 등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높였습
니다. 또한 몬캣클라우드의 프리미엄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모니
터링 시스템과 장애 대응 체계 수립으로 서비스 가용성을 더욱 향상시켰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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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란?
Microsoft Azure는 조직 및 기업의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클라

우드 서비스의 집합체입니다. 좋아하는 도구와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여 대규모 글로벌 네트워크에
서 응용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빌드, 관리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Productive

Inteligent

모든 언어, 도구 또는 프레임 워크 사용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텔리젠스로 획기적인 앱 개발

Microsoft Azure

Hybrid

Trusted

일관성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원하는 위치에서 개발 및 배포

타 클라우드 공급자보다 더 많은
컴플라이언스 인증 보유

클라우드 공급자 중 단연 최고, 61개 지역에 Azure 서비스 제공
확장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Microsoft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세계 최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아주 안전한 시설에 있는 에너지 효율적인 인프라를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비용을 줄이세요.
• 61개 Azure 지역

• 14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

We Create the best value!

• 한 지역에서 최대 1.6pbs의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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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cat Cloud Reference
300 이상의 고객께서 저희 몬캣클라우드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업

언론 / 공공 / 금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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