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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Success with IEM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AWS Migration Story

진교선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AWS Korea

곽영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AWS Korea



Agenda 

AWS Migration Journey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Customer Case Study : ETOOS.com Migration on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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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ach your business goals with AWS

새로운
아키텍처의 도입

시스템 안정성
및 확장성 확보

손쉬운
마이그레이션

운영 효율성과
비지니스 민첩성



AWS Migration의여정

1

비지니스 목표설정
Legacy 아키텍처에
대한운영진단

2

평가
Migration 대상선정 TCO 산정및예상

계획
Migration 방법론설정 Cloud 운영개발역량 Modernization 용량산정



AWS Migration의여정

3

Migration 모니터링

4

실행
AWS와협업을 통한
빠른 Escalation

평가
비지니스 목표달성리뷰

이슈리뷰및추가
아키텍처 개선사항도출 비용및운영효율화



할것이너무많습니다!



AWS Enterprise Support 가도와드립니다!

고객이 AWS 서비스에서 최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ccount Manager

TAM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및 서비스
특성에 따른 아키텍처 가이드를 제공하며
새로운 AWS 서비스 도입을 지원합니다.

Solutions Architect

Technical Account Manager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대한 운영 최적화,
기술 문의, 이슈 관리를 담당합니다.

Support Team

고객에게 발생한 AWS 서비스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24x7x365 지원 제공 고객에게 발생한 빌링 및 어카운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24x7x365 지원 제공

Concierge Team

Customer



AWS Enterprise Support 가도와드립니다!

Management Business Review (MBR)

리소스 사용량, 비용, 서포트 케이스에 대한 리뷰
비용 절감을 위한 RI Savings Plan 분석
리소스 사용량 최적화 방안 분석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IEM)

중요 비지니스 이벤트의 심층 지원
TAM의 현장 지원 및 이벤트
모니터링/긴급사항 처리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 상태 API
주요 AWS 이벤트 발생시 지속적인 정보 제공
이벤트 리포트 제공

Critical Case Escalation
Critical Case의 신속한 Escalation 제공
기존 대비 빠른 이슈 해결로 다운타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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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 IEM
Overview

IEM 을통한사전 Capacity 점검

War-room 운영을 통한신속한
이슈해결

Business Critical 모듈의 분류

Migration 결과에대한리뷰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는 고객 Business의 중요 이벤트에 대해 Enterprise Support의 집중
지원을 통해 이벤트 준비에서 평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 IEM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 IEM
Initiation

IEM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이벤트의 성격과 이벤트의 규모, Enterprise Support의
경험에 따른 체크 리스트를 서로 협의하게 됩니다.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 IEM
Planning

IEM의 계획은 AWS 서비스의 Limit과 같은 사소한 부분부터, 병목으로 작용하는 모듈에 대한 파악과
같은 아키텍처 리뷰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 IEM
Planning

IEM은 고객의 참여로 이루어 집니다. 이벤트의 상세 계획과 테스트를 Enterprise Support 팀과
공유하여, 이벤트의 위협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할 계획을 작성합니다.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 IEM
On Event!

항상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AWS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으로 문제 분석과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 IEM
On Event!

IEM 동안 Support의 전문가들이 전화 혹은 현장 대기를 지원하여, 서비스 오픈 발생에서 생길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 빠르게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여기서끝이아닙니다!!

Enablement Program 지원 지속적인 Cost Optimization 지원

True Optimized!!



Infrastructure Event Management - IEM
Price

Enterprise Support Busines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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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OS 소개

500만명

ETOOS.com
유료회원가입자수

9.18만명

이투스유튜브채널
구독자 9.18만명

이투스인디아
1백만구독골드버튼

획득

1위

이투스북 5년연속
베스트셀러기록

12만명

이투스입시설명회
연간참석자수

200건

연간입시콘텐츠
업로드수



ETOOS.com 마이그레이션
Overview

ETOOS의 십 여개 영역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서비스로, 2019년 기존 Windows 환경을 AWS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ETOOS.com 마이그레이션
IEM Timeline

Plan Execute Review

4-6 weeks 1-3 days 1 week

• IEM 설문
• IEM 리뷰

Initiate

• IEM

진행요청

1 day

8.XX 9.XX 9.XX ~8.XX –9.XX

• 초기
o 계획수립 : IEM Planning Workbook

o 이벤트 주요 점검 포인트 식별

• 중기
o 정기적인 아키텍처 리뷰
o Limit / Capacity Request

• 말기
o 최종점검 : Readiness-Check

• War Room 

• IEM Monitoring

• 긴급사항 대응
: IEM Critical Support Path



ETOOS.com 마이그레이션
IEM Initiate

• AWS와 소통을 담당할 팀과 구성원

선정

• 이벤트의 디테일에 대한 파악 (규모,

기간, 지역, 서비스 영향도) 및 성공

지표 공유

• IEM Planning Workbook을 ETOOS에

공유

• AWS 내부 관련자와 소통을 위한 위키

작성



ETOOS.com 마이그레이션
IEM Planning



ETOOS.com 마이그레이션
IEM Planning



ETOOS.com 마이그레이션
IEM Planning



ETOOS.com 마이그레이션
IEM Planning



ETOOS.com 마이그레이션
IEM Execution

• WAR Room 개설 / 신속한 의사소통

진행

•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

• 기 구성된 대시보드를 통한 모니터링

수행

• AWS 내부 시스템에 IEM 공지

• WAR Room에 참석

• AWS 내부 툴을 통한 모니터링 수행



ETOOS.com 마이그레이션
IEM Execution - Issue 발생시

Technical Account Manager (TAM)

Customer
/ TAM

Cloud Support 
Engineer (CSE)

Tech

Customer 
Service / 
Concierge

N
o

n
-

T
e
c
h

Case 
Creation

Internal
Ticket

Service 
Team

E
s

c
a

la
ti

o
n

Communication with the 

customer

Severity 

Level

Respon

se Time
Examples for Reference

비지니스
크리티컬
시스템
중단

15 min

비즈니스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필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프로덕션
시스템
중단

1 hr

비즈니스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의 중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프로덕션
시스템
손상

4 hrs
애플리케이션의 중요 기능이 손상
또는 저하된 상태.

시스템
손상

12 hrs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개발 질문이 제기된
상태.

일반 지침 24 hrs
일반적 개발 질문이 제기되었거나
기능 요청을 원하는 상태.



ETOOS.com 마이그레이션
IEM Review

• 이벤트 리포트 및 분석 진행

• 이벤트 성공 여부 평가 및 개선 사항

도출

• AWS 리소스 스케일 다운

• AWS 이벤트 리뷰 진행

• AWS IEM 설문 진행



ETOOS.com 마이그레이션그이후,



성공적인 IEM을위한팁!

• 이벤트의 성공을 AWS와 함께 정의하십시오.

•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IEM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벤트와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AWS에게 공유하세요.

• 이벤트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벤트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 계속 AWS와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 이벤트를 위한 대시보드 준비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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