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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가능한

사용량 기반

신속한

유연성

네트워크 접근

공유 자원

사용자 중심의

셀프 서비스

• 단일콘솔에서빌드, 관리및
모니터링

• 프로세스자동화를통한
관리간소화

• 분당요금으로비용절약

• 몇분안에 1000개의인스턴스
배포

• 수요에맞춰자동크기조정및
비용절감

• 데이터안전을위한노력
• 이용자가데이터를소유하고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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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remise

Mobility

Social

Business

Analytics

Big Data

Business Agility

Platform Apps Automation

Data Process Availability

Public Cloud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Industry 4.0







전체클라우드시장전망 클라우드방식전망 클라우드모델전망

▪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매년 18%이상
의 성장을 통해 2019년에는 2015년 대
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많은 고객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IaaS 중심
에서 PaaS, SaaS로의 확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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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의클라우드플랫폼전략

“The Microsoft Cloud Platform empowers partners with the right 
infrastructure for your customers’ big challenges”

클라우드혁신으로차별화
되는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과클라우드를
연결하는하이브리드솔루션

퍼블릭클라우드산업의리더
– IaaS + PaaS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Microsoft Azure Stack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

Microsoft Azure
공용, 글로벌, 공유 데이터센터

Azure 서비스를 고객 데이터센터에
구현

단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일 Azure 생태계

개발자

IT관리/운영



방향성

Hyper V + System Center Azure Pack (WAP) Azure Stack Azure



* Azure 데이터센터에대한상세내역은 http://azure.microsoft.com/regions에서참고가능함

100+ 이상의 데이터센터 운영 (Azure는 34개 지역에서 운영 중)

전세계 탑 3 네트워크 운영

AWS 대비 2.5배, Google 대비 7배 수의 데이타센터 지역

중국 본토에서 최초의 다국적 클라우드 사업자

Sovereign datacentersGlobal datacenters

http://azure.microsoft.com/regions






가트너에따르면“마이크로소프트는독립적인서비스에대한오퍼링뿐만아니라On-Premise 인프라와상호연동을아주매끄럽게확장할수있는
인프라스트럭쳐및플랫폼비전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브랜드, 기존고객과의관계, 글로벌규모의인터넷고객운용보유역사, 
엔지니어링에대한막대한투자그리고혁신적인로드맵과같은내용들이 IaaS 클라우드를제공하는전략적상태에신속히이를수있도록가능하게
했습니다:



-

[ Source] https://www.forbes.com/sites/bobevans1/2017/06/01/sorry-amazon-but-microsoft-is-the-worlds-
1-cloud-vendor-heres-why-cloud-wars/#58d3b80b7928

[Source] http://www.cnbc.com/2017/05/31/mary-meeker-microsoft-gaining-ground-on-amazon-in-cloud-
wars.html

https://www.forbes.com/sites/bobevans1/2017/06/01/sorry-amazon-but-microsoft-is-the-worlds-1-cloud-vendor-heres-why-cloud-wars/#58d3b80b7928
http://www.cnbc.com/2017/05/31/mary-meeker-microsoft-gaining-ground-on-amazon-in-cloud-wars.html


* 상세한규정준수내용은 https://azure.microsoft.com/ko-kr/support/trust-center/에서확인가능함.

http://www.asd.gov.au/infosec/irap/index.htm
https://www.fisc.or.jp/
https://azure.microsoft.com/ko-kr/support/trust-center/


* 정보보호에관한기준준수여부상세



https://code.google.com/p/byte-unixbench/
* SLA : 세부 내용은 http://azure.microsoft.com/en-us/support/legal/sla/ 참조

https://code.google.com/p/byte-unixbench/


>85%
of Fortune 500 use 
Microsoft Cloud



AzureStack개요

고객 데이터센터에 Microsoft 
Azure와 일관된 경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Hybrid Cloud 서비스

• 조직이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Azure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성과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 Azure용으로 디자인된 응용
프로그램과 구성요소(리소스
관리자 템플릿, Windows 
Server/Linux 가상머신 이미지
또는 Azure MarketPlace)들이
Azure Stack에서 동일하게
동작

• Pay-As You Go 방식의 과금 / 
On-Premise 라이선스 활용

PaaS

IaaS

플랫폼

하드웨어

Azure Stack Integrated Systems

Windows Server 2016 Hyper-V

Compute Network Storage

Azure Stack Resource Manager

Azure Stack Portal Powershell/CLI,SDK, etc

OSS Application
(Apache, Tomcat, MariaDB. etc)

Windows Linux

Windows Application
(MSSQL, IIS, dotNet, etc)

Container(Docker)

Virtual Infra

Compute Storag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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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클라우드

VMware WINDOWS

LINUX

HYPER-V WINDOWS
LINUX

VMware WINDOWS

LINUX

HYPER-V WINDOWS
LINUX

퍼블릭 클라우드

Azure / AWS

Operations Management Suite

온-프레미스 System Center

WINDOWS

LINUX

HYPER-V
WINDOWS
LINUX

VMWare
WINDOWS
LINUX

모니터링 | 자동화 | 프로비저닝 | 보호 | 셀프서비스

로그 분석
자동화
재해 복구 (DR)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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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Definition
Cloud Area                     
Impacted

Rehost IaaS

Refactor
• Public Cloud provider가 제공하는 인프라 환경에서 App(일반적으로 web application)을 실행
• 새로운 인프라 서비스에서 App을 실행하기 위한 코드 수정 또는 구성 변경이 필요하며 코드 수정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from none to widespread code change to invoke new APIs)

IaaS and PaaS

Revise
• Legacy modernization 지원을 위한 코드 수정 또는 확장이 필요
•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major revision 또는 Cloud 환경에 적합하게 re-architect가 필요할 수 있음

IaaS or PaaS

Rebuild
• 기존 Application code를 폐기하고 Public Cloud provider가 제공하는 application platform 환경을 위한 솔루션

rebuild
• 새로운 Container를 위한 Application re- architecture이 필요할 수 있음

PaaS

Replace
• 기존 Application(또는 Application set)을 폐기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SaaS 기반 Commercial 

software 사용
SaaS



평가관점



분류 분석 요소 상세 설명

Workload

Elasticity 분석 대상 시스템의 부하 발생 패턴

Scalability 사용량/부하 증가 추이

Resource Intensiveness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분석으로 발생하는 부하

Latency 네트워크 지연 임계치

Throughput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 현황

Architecture

UI
Complexity UI 복잡도

Access Point Mobile device 지원 여부, Offline 환경 지원 여부

Application

Complexity 응용프로그램 복잡도

Size Line of code

Application Life Expectancy 응용프로그램 잔여 사용연한

Data

Structured magnitude 데이터 규모

Unstructured Requirement 비 정형 데이터 사용 여부 및 규모

Complexity 데이터 복잡도

Hardware Life Expectancy H/W 사용연한

Financial Operating Cost 운영 비용(SLA 레벨)



분류 분석 요소 상세 설명

Risk

Organizational 운영 인력 현황 및 전문성

Business Criticality 비즈니스 중요도

Technical 사용된 기술(최신, 표준, 비 표준 등)

Resource 기존 시스템과 Cloud에 대한 이해도

Contractual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기존 계약 검토 필요 여부

Operation

Business Continuity 비즈니스 연속성 레벨

Tools/Integration 모니터링, 리포팅 레벨

Deployment 코드 수정 빈도

Security & Compliance

Jurisdiction 법률 적용 범위(국내법, 국제법 등)

Regulation 규제 수준

Privacy 개인 정보 포함

Encryption 데이터 암호화 여부 및 방식



클라우드 도입 방법론 프로젝트 프로세스

대상 분석 및 도출 세부 이행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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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Vnet

10.0.0.0/16

Management subnet

10.0.0.128/25

Jump box

NSG

Web tier

10.0.1.0/24

Availability 

set
NSG

Business tier

10.0.2.0/24

Availability 

set
NSG

PIP

DevOps

PIP

 

SQL Server AlwaysOn

10.0.3.0/24

Availability 

set

Load balancer

(AlwaysOn

Listener)

SQL Server 

(primary)

NSG

SQL Server 

(secondary)

File share 

witness

(FSW)

AD DS subnet

10.0.4.0/27

Availability 

set

NSG

AD DS

Server

AD DS

Server

아키텍처개요



Entry Level VMs

개발/테스트와
엔트리레벨
워크로드

General Purpose VMs

일반적어플리케이션, 
웹서버등

Compute Optimized VMs

게임, 분석용

Large Memory VMs

대용량데이터베이스

80,000 IOPs
Premium Storage

낮은지연및높은
처리량이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

High Performance VMs

배치프로세싱, 유체역학, 몬테카
를로시뮬레이션등

GPU-enabled VMs

그래픽기반어플리케이션, 
원격시각화

Storage optimized VMs

NoSQL 데이터베이스 (Cassandra, 
MongoDB), 데이터웨어하우스

SAP HANA Large in
stances

OLTP, OLAP







가용성 집합

자동
확장

사용자



SharePoint

SQL Server

ExchangeDynamics

Microsoft BizTalk Server

Microsoft Dynamics AX

Microsoft Dynamics CRM

Microsoft Dynamics GP

Microsoft Dynamics NAV

Microsoft Exchange

Microsoft Forefront Identity Manager

Microsoft HPC Pack

Microsoft Project Server

Microsoft SharePoint Server

Microsoft SQL Server

Microsoft System Center

Microsoft Team Foundation Server

Microsoft Windows Server

https://support.microsoft.com/en-us/kb/2721672

https://support.microsoft.com/en-us/kb/2721672


CoreOS

openSUSE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Ubuntu

OpenLogic
CentOS-based

Oracle
Linux

Red Hat
Enterprise Linux Red Hat Enterprise Linux

Oracle Linux

Canonical Ubuntu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CentOS by Rogue Wave Software

Debian

CoreOS

Bring Your Own Linux Image

Supported Open Source Technologies

PHP, Java, Python, Node.JS

MySQL

Apache, Tomcat

WordPress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2941892/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2941892/


>4,000
Azure Marketplace는
Microsoft Azure 기반으로
공식 인증 및 사전 구성된
솔루션을 제공



For licensing details, check with your vendor rep

지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포함
이미지 제공

기존 라이선스
활용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라이브러리 배포
(SAP option)

Oracle Database, WebLogic Server, Java ●

DB2, WebSphere Application Server, WebSphere MQ ● ●

Business Suite Software, Business All-in-One, 
BusinessObjects BI, NetWeaver Application Server 

ABAP
HANA Dev Edition, New HANA certifications (S/4 

HANA, OLAP and OLTP)

● ●

Red Hat Enterprise Linux,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Server and JBoss Enterprise Web Server, 

Red Hat Gluster Storage, and Red Hat OpenShift
Enterprise

● ●

https://azure.microsoft.com/ko-kr/campaigns/oracle/
https://azure.microsoft.com/ko-kr/campaigns/ibm/
https://azure.microsoft.com/ko-kr/services/virtual-machines/sap-hana/
https://azure.microsoft.com/en-us/campaigns/redhat/


Azure Vnet

10.0.0.0/16

Gateway subnet

10.0.255.224/27

ER Gateway

Management subnet

10.0.0.128/25

Jump box

NSG

On-premises network

192.168.0.0/16

Gateway

Web tier

10.0.1.0/24

Availability 

set
NSG

Business tier

10.0.2.0/24

Availability 

set
NSG

Data tier

10.0.3.0/24

Availability 

set
NSG

  

Local edge 

routers

  

  

Microsoft edge 

routers

  
ExpressRoute

circuit

VPN Gateway



가상네트워크

VPN 
GW

프런트엔드
10.1/24

미들티어
10.2/24

백엔드
10.3/24

인터넷고객사
네트워크

VPN &

ExpressRoute

Azure

직접인터넷
연결



Azure Vnet

10.0.0.0/16

Management subnet

10.0.0.128/25 (예시)

Jump box

NSG

Presentation (WEB) 

10.0.1.0/24 (예시)

Availability set

NSG

Business Logic (WAS)

10.0.2.0/24 (예시)

Availability set

NSG

Database 

10.0.3.0/24 (예시)

Availability set

Load balancer

primary

NSG

secondary

Load balancer

QA, Dev (선 ) QA, Dev (선 )
QA, Dev (선 )



방식 개요 및 구성 예시 비용 요소 참고

VPN 
게이트웨이

• Azure VPN Gateway에서는 원격 지점을 설정하고 원격 지점에 연결했
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 간 VPN을 통해 온-프레미스 네트워
크를 Azure에 연결함. 이 연결은 업계 표준 프로토콜인 IPsec(인터넷
프로토콜 보안) 및 IKE(Internet Key Exchange)를 사용함.

* VPN 게이트웨이 비용(월) : 게이트웨이가 프로비전되고
사용 가능한 시간에 따라 부과
https://azure.microsoft.com/ko-kr/pricing/details/vpn-gateway/

* 지원 되는 VPN 장비 목록 확인; 
(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vpn-gateway/vpn-
gateway-ab_out-vpn-devices ) 

• VPN 게이트 웨이 정보 :   
https://docs.microsoft.com/ko-
kr/azure/vpn-gateway/vpn-gateway-about-
vpngateways#a-namegateway-skusa게이트
웨이-sku

• VPN 게이트웨이 사양 정보 : 

ExpressRoute

• ExpressRoute를 사용하면 Exchange 공급자 시설 같은 ExpressRoute 
위치에서 Azure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거나 Networks 서비스 공급자
에서 제공하는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VPN 같은 기존
WAN Networks에서 Azure에 직접 연결할 수 있음.

* ExpressRoute 비용(월):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은 미리 결
정한 요율에 따라 요금이 부과됨. 또한 월별 고정 포트 요금
(고가용성 이중 포트 기반) 도 부과됨
https://azure.microsoft.com/kokr/pricing/details/expressroute/

* 연결 공급자 : 포트 XC, VLAN 구성 등
- 한국 중부 : KINX, 세종텔레콤
- 한국 남부 : LG CNS 
- 참고 : 위치 별 공급자 목록

https://docs.microsoft.com/ko-
kr/azure/expressroute/expressroute-locations-providers

- KINX : 
https://www.kinx.net/service/network/cloudhub/ms-
expressroute/

- 세종텔레콤 : 
http://www.sejongtelecom.net/product/ms_er_service.jsp

• 통신 사업자 : 전용회선 (별도 협의 필요)

• ExpressRoute 정보 :   
https://docs.microsoft.com/ko-
kr/azure/vpn-gateway/vpn-gateway-about-
vpngateways#a-namegateway-skusa게이트
웨이-sku

• ExpressRoute 게이트웨이 사양 정보 : 

Azure 데이터센터 고객 데이터센터

VPN 
게이트웨이
최대처리량

최대 지원가
능 IPsec 
터널

Basic SKU 100 Mbps 10

VPNGw1 SKU 500 Mbps 30

VPNGw2 SKU 1 Gbps 30

VPNGw3 SKU 1.25 Gbps 30

Azure 데이터센터고객 데이터센터

Express 경로
게이트웨이
최대처리량

VPN 게이트
웨이 및
Express경로
공존 지원

표준 SKU 1 Gbps 얘

고성능 SKU 2 Gbps 예

최고성능 SKU 9 Gbps 예

https://azure.microsoft.com/ko-kr/pricing/details/vpn-gateway/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vpn-gateway/vpn-gateway-about-vpn-devices
https://azure.microsoft.com/kokr/pricing/details/expressroute/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expressroute/expressroute-locations-providers
https://www.kinx.net/service/network/cloudhub/ms-expressroute/
http://www.sejongtelecom.net/product/ms_er_servic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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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이트와 Azure 간데이터전송옵션





프리미엄 저장소 계정
(Premium Storage Account)

디스크
용량

디스크 당
IOPS

디스크 당
처리량

P10 128 GB 500 100 MBPS

P20 512 GB 2,300 150 MBPS

P30 1024 GB 5,000 200 MBPS

스탠다드 저장소 계정
(Standard Storage Account)

디스크
용량

디스크 당
IOPS

디스크 당
처리량

S10 128 GB 500 60 MBPS

S20 512 GB 500 60 MBPS

S30 1024 GB 500 60 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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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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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DCKorea
Central DC

> 400 miles

지역 중복 저장소
(Geo-replication)





보안설계및운영보안 인프라및네트워크보호 접근통제및데이터보호

• RBAC 
- Azure 리소스에 대해서 역할별 상세 접근
권한(Reader, Contributor, Owner)을 설정할
수 있음

• 감사 기록
- Azure 관리자의 접근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로깅을 남기며 허가받지 않은 접근에 대해서는
경고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멀티 팩터 인증 서비스 제공
- 관리자 및 운영자는 Azure 포탈에 로그인 시
기본적인 아이디/암호와 더불어 추가적인
문자 인증과 같은 Multi-Factor 인증을 적용할
수 있음

• 통신 및 저장소의 데이터 암호화
- 통신 상의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업계 표준인

SSL, TSL, IPSEC 등으로 수행됨. Azure 상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본으로 암호화되지 않음. 
하지만, 고객이 스스로 암호화 할 수 있는 RMS, 
Bitlocker, .NET 암호화 서비스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

• 데이터 격리 및 파괴
- 모든 데이터는 Azure가 테넌트 별로
논리적으로 격리시켜 다른 테넌트의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함. 고객이 데이터를 지울
경우에도 다른 테넌트가 볼 수 없도록 파괴함.

• 데이터센터 물리적 보안
- 24 x 7 물리적 접근 통제
- 동작 감시기
- 생체정보 기반 시설 접근 통제
- 24시간 감시 카메라 가동
- 물리적 침입 탐지

• 모니터링 및 감사 로깅

• 패치 관리

• Anti-Virus/Anti-Malware 보호

• 침입탐지/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대응

- 표준적인 공격 대응 방법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한 침입 시도 및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대한 대응 기법을
적용함

• 모의 해킹 시도

• 가상 네트워크 격리

- 테넌트 간의 네트워크는 가상 네트워크로
서로 간에 분리되어 독립성이 보장되며
인터넷에서 가상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통신은
고객의 정책으로 통제

• 통신 암호화
- 관리를 위한 모든 네트워크 통신은 내장된
암호화 기술이 적용

• 보안 특화 센터 운영
- 세계 최고의 보안팀을 운영함. Microsoft 

Digital Crime Unit, Microsoft Cybercrime 
Center, Microsoft Malware Protection 
Center등의 팀에서 안전한 Azure 환경을 유지

• 최초 설계부터 보안은 핵심 요건
- 개발팀은 계획, 설계, 개발, 배포에 이르기까지

SDL(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을
준수합니다. Microsoft는 SDL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업계와 고객에게 무료로 공개함

• 운영상의 보안 관리
- 운영과 기술 지원 과정에 보안 통제를
적용합니다. 내부 직원은 필요에 따라서 승인
획득한 후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모두 감사 기록이 남김

• 상시적인 실제 해킹 시도
- 전문 상시 해킹 팀의 인력이 Azure 상에 실제
해킹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보안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고, 탐지가 가능한지를
확인

• 침해 대응 절차 운영
- 24시간 365일 침해대응팀이 만약의 보안
사고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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