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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zure SQL Database 셋업 가이드 

 

이 문서는 Azure포털에서 Azure SQL Database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Azure Subscription(구독)이 없으신 경우 무료 계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Azure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zure SQL Database 만들기 

1. Azure 포털의 왼쪽 상단에 있는 Create resource를 클릭하십시오. 

2. SQL Database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SQL Database Form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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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rver의 설정을 하기 위해 Configure Required Setting을 클릭합니다. 

 

4. 우측의 Form을 모두 작성하고 Select를 클릭하십시오. 

 

5. Pricing tier를 클릭하여 DTU 및 Storage Size를 지정합니다. 각 Pricing tier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DTU 및 Storage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본 가이드에서는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10DTU(S0) 와 1GB Storage를 선택하였습니다. 

Apply를 선택하여 Add-on Storage option를 빠져나옵니다. 

7. 이제 Create를 클릭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프로비저닝)합니다. 

8. 우측 상단의 알림을 클릭하여 배포 프로세스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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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SQL Database Query 

1. 앞에서 Azure 에서 Database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Azure 포털에서 기본제공 

쿼리도구(built-in query tool)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쿼리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2. Query editor(Preview)를 클릭한 다음 Login을 클릭합니다. 

 

3. SQL Server authentication 을 선택하고 필요한 위에서 입력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4. ServerAdmin 으로 인증 된 후 쿼리 편집기 창에 쿼리가 잘 되는지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에서 사용한 DB는 Sample Databas인 AdventureWork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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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TOP 20 pc.Name as CategoryName, p.name as ProductName 

FROM SalesLT.ProductCategory pc 

JOIN SalesLT.Product p 

ON pc.productcategoryid = p.productcategoryid;  

 

실행(Run)을 클릭한 다음 결과 창에서 쿼리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쿼리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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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QL Managed Instance 셋업 가이드 

 

Azure포털에서 Azure SQL Database Managed Instance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Azure Subscription(구독)이 없으신 경우 무료 계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Azure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zure SQL Database Managed Instance 만들기 

 

1. Azure 포털의 왼쪽 상단에 있는 리소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2. Azure SQL Managed Instance를 선택합니다. 

3. Create를 선택하십시오. 

 

4. Pricing tier를 선택하여 가상코어(vCore) 및 Storage의 크기를 설정하십시오. 32GB의 

메모리와 16개의 가상코어(vCore)가 있는 Pricing tier가 Defaul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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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라이더나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여 저장 공간 및 가상코어(vCore) 수를 지정하십시오. 

6. 완료되면 apply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7. Create를 선택하여 Managed Instance를 배포합니다. 

8. 알림 아이콘을 선택하여 배포 상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중요. 

서브넷의 첫 번째 인스턴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포 시간이 후속 인스턴스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므로 배포 작업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서브넷에 두 번째 

Managed Instance를 생성하는 데는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1. Managed Instance가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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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zure Virtual Machine에 SQL Server 설치 가이드 

 

Azure포털에서 VM에 SQL Server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Azure Subscription(구독)이 없으신 경우 무료 계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Azure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elect a SQL Server on VM image 

1. Azure 포털에서 Create a resource를 클릭합니다. 

2. 검색창에서 SQL Server 2017 Developer on Windows Server 2016를 선택합니다. 

3.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SQL Server License인 SQL Server 2017 Developer 

on Windows Server 2016 image를 선택합니다. 

 

4. Name 필드에서 VM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User name과 Password 필드에서 VM의 Administrator계정정보를 입력합니다. 

6. VM의 Resource를 관리해 주는 Resource group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7. 기타 다른 Default Setting을 확인후에 OK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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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가 원하는 Size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D2S_V3 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본 가이드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SQL Server 2017 Developer on Windows 

Server 2016 image 를 선택하여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선택한 SQL 

Imag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ricing page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ip 

D2S_V3 VM 은 테스트시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적합합니다. 그러나 

실제환경(production workloads)에서는 VM을 사이징 할 때에는  

Performance best practices for SQL Server in Azure Virtual Machines.  

링크를 참고하여 사이징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9. 아래의 설정에서는 RDP (3389)는 원격접속에 필요한 inbound ports를 설정하겠습니다. 

 

https://azure.microsoft.com/pricing/details/virtual-machines/window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virtual-machines/windows/sql/virtual-machines-windows-sql-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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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MS SQL (1433) port 를 위 그림의 단계에서 선택 해도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 다음 스텝인 SQL Server settings에서도 별도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10. OK를 눌러서 변경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11. In the SQL connectivity drop-down 박스에서 Public(Internet)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SQL Server을 인터넷 환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12. 1403은 well-known 포트이므로 다른 포트인(보안상) 1401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13. SQL Authentication을 Enable로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앞서 설정한 로그인 인증 정보를 

가지고 인증하는 설정입니다. 

14. 다른 설정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하고 OK 를 클릭하여 SQL VM 설정을 마치도록 

합니다. 

 

15. Azure 포털에서 화면 상단의 Notifications 를 통해 기본적인 생성(Deployment)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생성이 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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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zure 포털의 Overview화면에서 VM의 기본 설정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 SQL Server Management Studio (SSMS)를 실행하고 연결해 봅니다. 

 

[참고] VM의 원격접속방법 

VM 을 RDP 를 통해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VM을 접속하기 위해 Connect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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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계정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Azure 에서 SQL Server 를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