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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 2017 LICENSING
제품 개요

SQL Server CAL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SQL
Server 2012 Standard Edition 서버에 액세스하려면 SQL

SQL Server 2017은 Linux 및 Docker 컨테이너에 SQL Server의

Server 2012 또는 2017 CAL이 필요합니다.

성능 및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SQL Server 2017은 워크로드

각 SQL Server CAL은 Standard Edition, 이전의 Business

전체에 걸쳐 인-메모리 기술을 사용하여 미션 크리티컬 OLTP

Intelligence 및 Enterprise Edition 서버를 포함하여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 기능 및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징 기능을

가 할당된 다수의 SQL Server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제공합니다. 고객은 Python 및 R을 사용한 In-Database 머신
러닝을 통해 혁신적인 통찰력을 얻고 모든 기기에서 풍부한

코어 기반의 라이선스: 솔루션이 온프레미스 환경의 실제 서버에

대화형 보고를 받아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습

배포되었는지, 아니면 가상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되었는

니다. 개발자는 언어 및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지에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컴퓨팅 성능 측정과

지원은 DevOps 시나리오를 완벽히 실현합니다.

보다 일관된 라이선스 할당 기준을 제공합니다.
코어 기반의 라이선스 할당은 고객이 사용자/기기를 셀 수

Linux 기반의 SQL Server 2017: SQL Server 2017은 이제

없을 때나 Internet/Extranet 워크로드 또는 시스템이 외부에

RHEL(RedHat Enterprise Linux), Ubuntu 및 SLES(SUSE Linux

서 처리하는 워크로드에 통합되어 있을 때 적합합니다.

Enterprise Server) 기반의 배포를 지원합니다. SQL Server 2017

물리적 서버 OSE자체에 SQL Server를 실행할 때 라이선스

SKU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고객은 소프트웨

할당은 물리서버의 실제 코어 모두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어를 Windows 또는 Linux 어디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확보해야 합니다.
서버상의 실제 프로세서당 최소 4개의 코어 라이선스가 필
요합니다.

버전 개요
SQL Server 2017은 고객들이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을 배포
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라이선싱 모델에 따른 SQL Server 2017의 버전 출시 상태:
SQL Server 2017 버전

라이선싱 옵션
서버 + CAL 기반

Enterprise Edition은 미션 크리티컬 인-메모리 성능, 보안

Enterprise

및 고가용성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Standard

Standard Edition은 중간급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마트를

Developer

무료 버전

위한 완전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Express

무료 버전

코어 기반

SQL Server 2017은 무료 Developer Edition 및 Express Edition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Web Edition은 SPLA(Services Provider
License Agreement) 프로그램에서만 제공됩니다.

Enterprise Edition 사용자를 위한 특별 참고 사항:
SQL 서버 2012 출시 이후 Enterprise Edition에 대한 Server+CAL
모델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서버 라이선스는 이제 제공되지 않
습니다. 하지만 SA(Software Assurance)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SQL Server 2017 라이선싱 모델
SQL Server 2017은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워크로드를
구입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싱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SQL Server에 적용되는 주요 라이선싱 모델로는 두 가지가 있

의 경우 Enterprise Edition 서버에 대한 SA를 지속적으로 갱신
할 수 있음은 물론, SQL Server 2017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SQL Server 2017로 업그레이드하면
소프트웨어에 허용되는 코어 수가 20개까지 적용됩니다.

습니다.
서버 + CAL 기반의 라이선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SQL

SA가 적용된 SQL Server 2017의 혜택

Server에 저렴한 비용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사용자 또는

SA는 고객이 SQL Server 라이선스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활용

기기에 라이선스를 할당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도록 돕습니다. SA를 적용하면, SQL Server 고객은 다음과
같은 값진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SQL Server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각각의 서버에는 서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가 할당된 SQL Server에 액세스하고 있는 각각의
사용자 또는 기기에 대해 동일 버전 또는 업데이트 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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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 2017 Edition
Software Assurance 혜택

Standard

Enterprise

차기 버전에 대한 권한
제3자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버로 라이선스 이동
(License Mobility)
고가용성을 위한 장애
조치 서버
무제한 가상화
Machine Learning Server
for Hadoop
Power BI Report Server

SQL Server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업무 핵심 성능, 규모 및 가용
성과 SA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을 결합하면, 고객은 SQL Server
의 모든 성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SQL Server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
무제한 가상 머신 액세스
기 확보된 라이선스를 클라우드로 이관
추가 라이선스 할당 비용 없이 고가용성 시나리오를 활용
Hadoop 기반 고급 분석을 통해 데이터 자산을 확대
Power BI Report Server를 통해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
시각화 생성

가상화 및 컨테이너에 대한 라이선싱
SQL Server 2017은 고객의 배포 유연성을 위해 가상 컴퓨터 및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SQL Server 2017에는 VM 및 컨테이너에 대해 두 가지 주요
라이선스 할당 옵션이 제공되는데, 하나는 개별 VM 및 컨테이

참고: Server + CAL 모델에 따라 VM 또는 컨테이너에 라이선스를 할당 할 때는 가상
또는 실제 코어의 수가 필요한 서버 라이선스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너에 라이선스를 할당할 수 있는 옵션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
로 가상화되거나 밀도가 높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밀도를 극대
화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할당하는 옵션입니다.
개별 VM(Virtual Machine) 또는 컨테이너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각 데이터베이스가 서버의 컴

코어 라이선스를 통해 VM 또는 컨테이너에 라이선스를 할
당하려면 VM에 할당된 각 가상 코어(가상 스레드)에 대해 또는
컨테이너를 통해 액세스 가능하도록 구성된 코어의 수에 대해
코어 라이선스를 구입하십시오(VM 또는 컨테이너당 최소 4
개의 코어 라이선스가 필요).

퓨팅 성능 중 일부만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으로 자리

서버 라이선스를 통해 단일 VM 또는 컨테이너에 라이선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서버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VM 또는

할당하려면(스탠더드 버전에만 해당)

컨테이너에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할 때는 개별 VM 또는 컨테

각 VM 또는 컨테이너에 대한 서버 라이선스와 각 사용자/기

이너에 라이선스를 할당하여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에 대한 CAL을 구입하십시오.
SA를 통해 라이선스가 할당된 각각의 VM 또는 컨테이너는
추가적인 SQL Server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서버 팜
내에서, 또는 외부 호스팅 업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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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가상화 또는 컨테이너 배포

장애 조치에 사용되는 보조 복제본의 경우, '읽기 불가능' 상
태인 동안에는 SQL Server에 대해 별도로 라이선스를 할당

SQL Server 고밀도 VM 또는 컨테이너 배포에 라이선스를 할당
하면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서버의 컴퓨팅
성능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가상 리소스 또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동적으로 프로비저닝 및 디프로비저닝하는
고객에게 아주 유용한 옵션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 복제본 서버가 액티브 상태의
SQL Server 워크로드를 실행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보고서를
전송하는 등 읽기 가능한 상태이거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나, 보조 서버에서 추가 백업을 실행하는 것과 같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 복제본의 SQL
Server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스를 할당되어야 합니다.
액티브 상태의 복제본을 실행 중인 서버에는 SQL Server에
대한 라이선스를 할당하고 SA를 적용해야 합니다.
SA가 적용되었으며 기본 복제본을 실행 중인 각 서버는 기
본 복제본과 동일한 수준의 최대 컴퓨팅 성능으로 하나의
보조 복제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이외의 환경을 위한 라이선싱
SQL Server 2017 Developer Edtion은 Enterprise Edition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갖춘 SQL Server 소프트웨어 풀 버전을 제공하
고객들은 서버의 실제 총 코어 수를 바탕으로 Enterprise
Edition 코어 라이선스와 SA 계약을 통해 서버(또는 서버 팜)

며, 이는 개발, 테스트 및 시연을 목적으로만 라이선스가 할당
됩니다.

전체에 라이선스를 할당하여 서버에 무제한으로 VM 또는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라이선스를 할당한 하드웨어의 완벽

고객들은 원하는 수만큼의 기기에서 SQL Server Developer

한 성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dtion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

SA를 통해 VM 또는 컨테이너를 무제한으로 실행하여 워크

덕션 이외 용도의 각 서버 시스템에 SQL Server에 대한 라이선

로드를 역동적으로 처리하고, 하드웨어의 컴퓨팅 성능을 완

스를 할당하지 않고도 고객들이 여러 기기들(예: 테스트용 기

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입니다.

고가용성을 위한 라이선싱

프로덕션 환경은 응용 프로그램(예: 인터넷 웹사이트)의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하고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수집

하나의 서버에 장애가 생겼을 때 또 다른 서버로 프로세싱을

및 수용 테스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

넘겨서 작업을 복구하고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SQL Server 소

습니다.

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A 적용을 통해 라이선스가
할당된 각각의 액티브 서버는 장애 조치 지원을 위해 단일 패
시브 서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QL Server 2017 Developer Edtion은 무료 제품이며 SQL Server
응용 프로그램 개발 사이트(https://www.microsoft.com/enus/sql-server/applicationdevelopmen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개발자는 Visual Studio Dev Essentials 프로그램을
통해 SQL Server Developer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
으며, SQL Server Developer 또한 다른 많은 값진 개발자 리소
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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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프로그래밍 환경 - 단일 개발 환경 모두 여러 에디션으로 확장 가능

Growing SQL Server
성능

SQL Server 2017: 데이터베이스 그 이상
SQL Server 2017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SQL Server 2008

I/O 병목 시나리오에서 쿼리 성능 개선
개선된 쿼리 성능과 최적화된 스토리지

SQL Server 2017

데이터 스토리지와 쿼리 재정의로 분석 성능 향상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을 통한 속도 개선
워크로드의 런타임 조건 및 속성에 따라 최적화
성능문제를 일으키는 쿼리실행계획 수정
쿼리 플랜 선택 및 성능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지원종료를 앞 둔 SQL Server 2008가 현재의 SQL Server 2017이
되기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용성
SQL Server 2008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 증대
전체 SQL Server 인스턴스의 복구 지원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고가용성 지원
데이터베이스와 복제데이터간 동기화 일관성

SQL Server 2017

리눅스와 윈도우 모두 HADR 시나리오 지원
Primary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최대 8개의 secondary 복제 제공,
추가로 Replica Wizard 지원
Read only 워크로드에 대한 clusterless 지원

보안
SQL Server 2008

실시간 I/O encryption 및 데이터 encryption 수행
3rd 파티 벤더가 SQL Server에 디바이스 register 가능
데이터베이스 엔진 이벤트의 customized audit 생성
쉽게 사용 가능한 포맷으로 테이블 변경 보기

SQL Server 2017

데이터 소유자와 관리자간 분리
보안 디자인 및 코딩 간소화시 데이터 노출 제한
사용자 속성에 근거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row 접근 제한
백업파일에 대한 보안 추가

확장성 및 클라우드 기능

SQL Server 2017

Cold data를 투명하고 안전하고 비용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Azure Blob 서비스로부터 백업 및 restoration 지원
고가용기술을 통한 복제 및 페일오버 제공
간단한 DR, Azure replic를 포함하기 위해 Always On Availability
Group을 확장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최소화하여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 및 프로그램 기능
SQL Server 2008

성능 개선 및 리소스 utilization 개선
Character-based data에 대한 포괄적인 쿼리
기업 전체에 대한 정책 정의 및 강제화

SQL Server 2017

리눅스에서 SQL Server를 편리하게 이용
그래프 구조에서 관계 매핑 및 쿼리 허용
언제나 테이블에서 데이터 변경을 인지

BI 및 분석
SQL Server 2008

2019년 7월
SQL Server 2008 지원종료!

SQL Server 2017

분석 서비스, 통합 서비스, 리포팅 서비스 프로젝트 등 제공
데이터 마이닝 컨셉 몰라도 강력한 분석 기능 지원
리포트 상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
Azure Blob 스토리지 및 Hadoop 같은 플랫폼에서 structure,
semi-structured, unstructured 데이터 조인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아도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계산 및 프로세싱
머신러닝 알고리즘 패키지 및 이미지 추출 및 감정 분석을
위한 기훈련된 모델 제공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분석 및 OLTP 워크로드를
동시에 운영 가능

Windows Server 2008 및 SQL Server 2008
지원 종료에 대비하십시오
Windows Server 2008/R2 및 SQL Server 2008/R2에 대한 지원이 종료됩니다.
Microsoft는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발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보안 공격에
노출되거나 GDPR과 같은 산업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를 통해 업무 중단을 예방하고 응용 프로그램 스택을 현대화하십시오.

지원 종료 (End of Support) 날짜가 다가옵니다!
2020년 1월 14일

2019년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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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R2

SQL Server 2008
SQL Server 2008 R2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보안 업데이트 무료 연장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지원 종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왜 지원 종료에 대비해야 할까요?

업무 중단 예방

규정 준수 문제

비즈니스 혁신

"중요" 등급의 보안 업데이트가 취약성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는

새로운 제품을 통해

으로부터 보호합니다. Microsoft는 이러한

GDPR 등의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는 리더는

업데이트를 즉시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경쟁에서 앞서나갑니다.

42억 개: 2016년 해커에게

새로운 GDPR 요건, 2018년 5월

2배 영업 이익 두 배 가까이 증가

다른 규정 -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

4만 달러 - 직원당 추가 수익

도난당한 기록 수
20%의 기업이 보안 공격으로
고객을 잃음

(HIPAA, SOX, ISO, PCI 등)
50% - 매출 대비 평균 순이익
250% 이상 증가

8조 달러 - 2022년까지 세계 경제에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예상 복구 비용

신뢰할 수 있는 테크놀러지 리더, Microsoft Azure와 함께 하십시오
획기적인
비용 절감

간편한
마이그레이션

최고 수준의
직접 지원

인프라를 뛰어넘는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기존의 온프레미스와
관련된 인프라 비용 감축

업무 중단이나 장애 없이
가상 머신을 신속하게 복제

특정 워크로드 또는 전체
플랫폼에 대해 일괄 지원

유연성, 높은 적합성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zure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가격 절감 옵션

마이크레이션을 위한 진단도구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 제공

연중 24시간 무휴 및
다국어 지원 제공

기 투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익숙한 플랫폼

Windows Server

SQL Server

성장하는 통합 서비스 컬렉션을 통해 클라우드로 더 빠르게

Azure에 적합하도록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이동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해 더욱 스마트한 의사결정과 더 빠른 비즈니스 프로세스

클라우드에서 주요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을

재설계, 비즈니스 성장 촉진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end-to-end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Al, 인프라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결합합니다.

서비스(컴퓨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웹 분석, 네트워크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설계

모바일)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으로 Azure SQL Database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무제한 용량과 지속적인
기존 인프라의 진화

가용성, 낮은 스토리지 비용을 실현합니다.

운영 중단을 걱정할 필요 없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 워크로드 이동을 지원합니다.

Azure 맞춤형 설계
SQL Server는 사용자에게 데이터센터, 사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혁신

및 Microsoft Azure 간 더 간편한 워크로드 이동성을

유연한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서비스로 가치를

제공합니다.

더욱 빠르게 실현합니다.
합리적인 비용
전환을 통한 비용 절약

모든 워크로드를 망라하는 획기적인 인-메모리 성능을

Azure의 Windows Server 가상 머신에서 최대 40%를

확보하십시오. 저렴한 비용의 패키지 하나에 모든 것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Windows Server와 SQL Server 2008 및 2008 R2를 Azure로 마이그레이션시 이점
Azure Hybrid Benefit과 Reserved
Instance로 최대 85% 절약

Azure에서 무상 보안 업데이트
3년 연장 제공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툴 무상 제공

Windows Server와 SQL Server 2008 및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변경할 필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MAP(Migration

2008 R2를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없이 Windows Server 또는 워크로드를

Assessment Planning)툴을 통해 마이그

Azure Hybrid Benefit과 Reserved Instances

Azure에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레이션 진단 및 평가를 진행하실 수

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Azure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고객께

DMA(Data Migration Assistant)툴을 통해

2008/2008 R2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

추가 3년간 연장해 드립니다.

합니다.

SQL Server에서 Azure SQL Database
관리형 인스턴스(서버버전 무관, 완전한
관리, 패칭 필요 없음)로 전환하십시오.

https://datamigration.microsoft.com

ⓒ 2018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S Q L S E R V E R 지원 종료 대응 방안
SQL Server 2008의 지원 종료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

▶

Azure로 마이그레이션

SQL Server 2008/2008 R2
지원 종료

▶

Azure SQL
Database(PaaS)로
마이그레이션

SQL DB는 항상 Fully Managed Service로서 지속적
으로 최신 기능이 적용되므로 향후 업그레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SQL Managed
Instance (MI)로
마이그레이션

SQL MI는 SQL Server 2005의 소스 버전부터
SQL Server 2017까지 모든 버전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Azure SQL
VM(IaaS)로
마이그레이션

Azure VM 위에 SQL Server를 올리는 방식으로,
추가 3년간의 무상 보안 업데이트 연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서버 업그레이드

하드웨어 서버를 그대로 둔 채, SQL Server 2017
및 최신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SQL Server 업그레이드

▶

SQL Server 2008에 대한
유상 업데이트 구매

▶

SQL Server 2008 지원 종료에 준비된 최적의 서비스 선택
Azure SQL Database

Single
예측 가능고 안정적인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Standalone managed database

Elastic Pool

Managed Instance
SQL 서버와 가장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는
인스턴스 단위의 앱 프로그래밍 모델 연결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확장성있는 DB플랫폼
환경 구축

멀티 테넌시를 통한 최적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리소스 공유 환경

SQL Managed Instance란?
된Tenant로제공하는PaaS서비스입니다. (VNet제공)
Azure VNET 통해 On-Prem Application과 Azure SQL
Database를 Private IP 기반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On-Prem환경의 AD인증을 클라우드 Instance까지

▶

▶

▶

Azure SQL Database를 리소스 공유하지 않고 독립

VNet-to-VNet

▶

▶

SQL instance
#1

SQL instance
#2

Web app
(public IP)
VNet2

네트워크 분리
(customer VNET)

▶

SQL instance
#3

VNet1

테넌트 분리
(compute, storage)

확장해서 Azure AD 및 AD Connect로 통합할 수

보안: Transparent Data Encryption (TDE), SQL Audit,
Security

▶ ▶

▶

▶

Dynamic Data Masking, Always Encrypted, Row Level

“Virtual data cluster”dedicated to customer
(virtual private cluster, VNET, private IPs)
▶

있습니다.

VPN/Express
route gateway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소스 DB와 타겟 DB의 다양한 시나리오 지원

https://datamigration.microsoft.com/

시나리오별 권장 데이터베이스
시나리오 유형

권장 데이터베이스

타입

빠른 프로비전, 신속한 확장성, 빌트인 인텔리전스와 보안을
제공하는 Fully managed 방식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찾는다면

Azure SQDatabase

관계형

대부분의 SQL Server 기능, 도구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망분리 환경에서의 native virtual network(VNET)을 지원하며,
고도의 보안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Fully
managed 서비스를 찾는다면

Azure SQL Database Managed Instance

관계형

온프레미스 SQL Server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함
으로써, 고정 자산 투자를 최소화하고 운영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Fully managed 서비스를 찾는다면

SQL Server on Virtual Machines

관계형

대규모 병렬 처리 아키텍처를 통해 몇 분 내에 data
warehouse를 멈추거나 재시작할 수 있고, VM과 스토리지를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Fully managed 서비스를 찾는다면

Azure SQL Data Warehouse

Data warehouse

추가 비용 없이 고가용성과 빌트인 보안을 갖춘, Fully
manage 방식의 확장성있는 My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찾는다면

Azure Database for MySQL

관계형

추가 비용 없이 고가용성과 빌트인 보안을 갖춘, Fully
manage 방식의 확장성있는 PostgreSQL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를 찾는다면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관계형

업계 선도의 성능과 SLA와 NoSQL을 지원하는, 글로벌하게
배포되는 multi-model 데이터베이스를 찾는다면

Azure Cosmos DB

NoSQL 데이터베이스

혁신적인 확장성과 성능, 미션크리티컬에 대한 가용성,
인텔리전트 어플리케이션과 data warehouse를 갖춘
온프레미스 플랫폼을 찾는다면

SQL Server 2017

관계형

어플리케이션 코드 수정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한다면

Azure Database Migration Servic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Data Migration Assistant(DMA) 툴을 통한 마이그레이션 지원
현재 제공되는 DMA (Data Migration Assistant)는 사내 구축 환경의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Azure SQL Database Managed Instance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 입니다. DMA는 대상 Azure SQL Database Managed Instance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환성 및 기능 패리티 문제를 감지합니다. 또한 DMA는 Azure SQL Database SKU Recommendations를 추가하여
고객이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는 컴퓨터에서 수집 한 성능 카운터를 기반으로 최소 권장 Azure SQL Database SKU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가격 책정 수준, 계산 수준 및 최대 데이터 크기 및 월간 예상 비용과 관련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Azure에 대량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https://datamigration.microsoft.com/

다양한 옵션을 통한 비용 절감

Azure Reserved Instance(RI)

서버 구독

1년 또는 3년 단위로 약정된 VM 사용
Azure VM 사용료 최대 72% 절감
언제든 변경 및 중단 가능

서버 라이선스를 1년 또는 3년 단위로 약정하여 사용
RI와 함께 사용시 최대 49% 절감
온프레미스 서버에서도 사용 가능

Windows Server VM 실행 비용 비교
Azure Hybrid Benefit savings

Azure vs AWS 비용 비교

Extended security Updates savings

AHB 비용 절감액 계산기

Azure Hybrid 혜택

https://aka.ms/AA3r78e

https://aka.ms/AA3r78d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Active SA(Software Assurance)가 있을 경우,
라이선스를 Azure로 가져와서 사용
RI와 함께 사용시 최대 80% 절감
타사 클라우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Azure의 독보적 혜택

비용 절감을 위한 옵션
RI

제품

Azure Hybrid 혜택

서버 구독

SQL Server Standard

1년/3년

1년/3년

SQL Server Enterprise

1년/3년

1년/3년

Windows Server Standard

1년/3년

1년/3년

Windows Server Datacenter

1년/3년

×

RI와 서버 구독 이용시 비용 절감
▲

SQL Server
Enterprise
+
Windows VM

▲

~ 31%
▲

서버 구독
+
3년 RI

SQL Server Enterprise

SQL Server
Standard
+
Windows VM

~ 49%
▲

서버 구독
+
3년 RI

SQL Server Standard

다양한 옵션을 통한 비용 절감
IaaS에서 Azure Hybrid 혜택 이용시 비용 절감
▲

Base Rate
정상가
+
SQL Server
Enterprise
+
Windows

▲

~ 75%
~ 85%*
▲

Base Rate
+
Windows
정상가 이용시

Windows
SQL Server에 대한
Azure Hybrid 혜택 이용시

▲

Base Rate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모두
Azure Hybrid 혜택 이용시

PaaS(Azure SQL Database)에서 Azure Hybrid 혜택 이용시 비용 절감
▲

Azure
SQL Database

~ 55%**
▲

Base Rate

정상가 이용시

SQL Server에 대한
Azure Hybrid 혜택 이용시

PaaS(Azure SQL Database Managed Instance)에서 Azure Hybrid 혜택 이용시 비용 절감
▲

Azure SQL
Database
Managed
Instance

정상가 이용시

~ 36%***
▲

Base Rate

SQL Server에 대한
Azure Hybrid 혜택 이용시

* 8-Core D13 v2 VM in East US 2 region 기준. 비용 절감 비율은 region, 인스턴스 사이즈, 서버 시리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8vCore Azure SQL DB (Business Critical) US West 2 기준. 비용 절감 비율은 region, 인스턴스 사이즈, 서버 시리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16 vCore Azure SQL DB MI (General Purpose) KR Central 기준. 비용 절감 비율은 region, 인스턴스 사이즈, 서버 시리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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