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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백서는 Amazon Web Services(AWS) 월 사용량 계산기를 사용하여 AWS의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는 IT 관리자, 시스템 통합 

사업자, 사전 영업 엔지니어 및 Microsoft Windows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1 

확장 가능하고 가용성이 높은 Microsoft SharePoint Server 2013 아키텍처는 

예제로 제공되며, 월별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 요소가 계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SharePoint가 강조 표시되어 있지만 설명된 기술을 AWS의 

다른 Windows 워크로드(예: Dynamics CRM, Skype for Business Server)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겠지만, 이 비용 추정에는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라이선스는 

포함되고 SharePoint Server 라이선스는 제외됩니다. 또한 SharePoint Server 배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백서는 AWS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Microsoft 인프라 배포에 공통된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및 AWS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AWS Directory Service와 NAT 게이트웨이가 사용자의 

아키텍처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http://calculator.s3.amazonaws.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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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AWS에서는 현재 50개 이상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자주 추가되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SharePoint Server를 배포하기 위해 

모든 서비스를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매월 말에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약정 또는 장기 계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 모델을 사용하면 IT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자본 지출을 

저렴한 가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리소스의 경우 리소스를 시작한 

시간부터 종료한 시간까지의 시간당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스토리지 및 데이터 

전송의 경우 기가바이트 단위로 지불하면 됩니다. 

AWS 요금 책정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출처를 참조하십시오. 

 AWS 요금 책정 방식 백서2 

 AWS 웹 사이트의 AWS 클라우드 요금 책정 원칙3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AWS의 SharePoint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주요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AWS 리전 및 가용 영역 
Amazon EC2는 전 세계의 여러 리전에 호스팅됩니다. 각 리전은 개별 지리 

영역이며, 가용 영역이라고 알려진 여러 개의 격리된 위치가 있습니다. 가용 영역을 

매우 큰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에서 중복 가용 영역을 

사용하여 고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AWS에서는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리전 간에 리소스를 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림 1은 리전과 

가용 영역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http://media.amazonwebservices.com/AWS_Pricing_Overview.pdf
http://aws.amazon.com/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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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AWS 리전에는 두 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Amazon EC2의 Windows Server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는 클라우드에서 Windows Server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해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IIS), SQL Server, 

Exchange Server, SharePoint Server, Skype Server for Business, Dynamics CRM, 

System Center 및 사용자 지정 .NET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보안 글로벌 인프라를 

제공합니다.4 미리 구성된 Amazon 머신 이미지(AMI)를 사용하면 완벽히 지원되는 

Windows Server 가상 머신 인스턴스를 몇 분 이내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버 운영 체제 버전 중에서 선택하고 미리 설치된 SQL Server를 시간당 비용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EBS 
Amazon Elastic Block Storage(EBS)는 Amazon EC2 인스턴스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블록 수준의 영구 스토리지 볼륨을 제공합니다.5 각 Amazon EBS 볼륨은 가용 
영역 내에 자동으로 복제되어 구성 요소 장애로부터 보호하고, 고가용성 및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Amazon EBS 볼륨은 지연 시간이 짧은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Windows Server 인스턴스에서 Amazon EBS 볼륨은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되어 일반 드라이브 문자처럼 표시됩니다. Amazon EBS 
볼륨의 크기는 최대 16TiB이고 단일 Windows 인스턴스에 최대 20개의 볼륨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EBS 볼륨에 데이터를 쓴 이후 새 볼륨 또는 데이터 백업의 기준으로 사용할 볼륨의 
스냅샷을 주기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은 마지막 스냅샷 이후 변경된 
디바이스의 블록만 새 스냅샷에 저장되는 증분식입니다. 스냅샷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때 여러 가용 영역 간에 세 
개의 중복 사본이 저장되고 데이터가 "오프사이트"에 즉시 백업되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https://aws.amazon.com/ec2/
http://aws.amazon.com/windows/products/ec2/
http://aws.amazon.com/windows/products/sql/
http://aws.amazon.com/windows/products/ec2/
http://aws.amazon.com/windows/products/sharepoint/
http://aws.amazon.com/net/
http://aws.amazon.com/windows/resources/amis/
https://aws.amazon.com/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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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는 개발자와 IT 팀에 안전하고 

내구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경제적인 객체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6 Amazon S3는 

사용이 간편하며 웹 상의 어디서나 용량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단순한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포함합니다. 객체 스토리지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증분적 데이터 삽입이 필요한 워크로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mazon 

S3는 Amazon EBS 볼륨 스냅샷을 저장하는 탁월한 서비스입니다. Amazon EBS는 

동일한 가용 영역에 볼륨을 동기식으로 복제하지만, Amazon S3에 대한 스냅샷이 

여러 영역 간에 복제되어 데이터의 내구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Amazon VPC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로 AWS 리소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7 이 가상 네트워크는 AWS의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이점과 함께 고객의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존 네트워크와 매우 유사합니다. VPC는 AWS 클라우드에서 다른 가상 

네트워크와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VPC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IP 주소 

범위를 선택하고 서브넷을 생성하고 라우팅 테이블,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및 보안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Direct Connect 서비스를 사용하면 VPC 기능을 

자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로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lastic Load Balancing 
Elastic Load Balancing은 수신되는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여러 Amazon EC2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분산합니다.8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의 내결함성을 크게 

높이고,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로드 밸런싱 용량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lastic Load Balancing은 비정상 인스턴스를 감지하고 

정상적인 나머지 인스턴스 간에 트래픽을 다시 라우팅하여 정상적인 Amazon EC2 

인스턴스만 트래픽을 수신하도록 합니다.  

Elastic Load Balancing은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의 요구에 맞춰 요청 처리 용량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Elastic Load Balancing은 Auto Scaling과 통합하여 

별도의 수동 작업 없이 다양한 트래픽 수준에 맞게 백엔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9 

 

https://aws.amazon.com/s3/
https://aws.amazon.com/vpc/
https://aws.amazon.com/elasticloadbalancing/
https://aws.amazon.com/auto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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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Point Server의 경우 내부(인터넷 연결 안 함) 로드 밸런서를 만든 다음 

Amazon VPC 내의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여 웹 계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 

간에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내부 및 인터넷 연결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다계층 아키텍처를 구현하여 애플리케이션 계층 간에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계층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에서 프라이빗  

IP 주소 및 보안 그룹을 사용하여 퍼블릭 IP 주소를 가진 인터넷 연결 계층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AWS Direct Connect 
AWS Direct Connect를 사용하면 고객 자체 환경에서 AWS로 전용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10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프라이빗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고 대역폭 처리량을 늘리며, 인터넷 기반 

연결보다 더욱 일관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전용 연결을 여러 

가상 인터페이스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용 환경과 사설 환경 간의 

네트워크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연결을 사용하여 공용 리소스(예: Amazon 

S3에 저장된 객체)뿐 아니라 개인 리소스(예: Amazon VPC에서 실행되고 있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 월 사용량 계산기 
AWS 월 사용량 계산기는 예상 사용량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월별 AWS 

서비스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간편한 온라인 도구입니다. 월 사용량 계산기는 모든 

AWS 리전의 모든 AWS 서비스에 대한 최신 요금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설명서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월 사용량 계산기를 소개하는 아래 비디오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AWS 월 사용량 계산기 시작하기11 

SharePoint 레퍼런스 아키텍처 검토 

AWS는 자세한 배포 가이드와 배포 코드로 구성된 여러 Quick Start를 

제공합니다.12 Quick Starts를 사용하면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AWS에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SharePoint Server 2013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예제로 사용하여 Amazon 월 사용량 계산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https://aws.amazon.com/directconnect/
http://calculator.s3.amazonaws.com/index.html
http://bit.ly/1mwA12X
http://aws.amazon.com/quick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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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AWS SharePoint Server 2013 Quick Start에서 복사한 것입니다.13 이 

그림에는 계산기에 입력할 여러 AWS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2: SharePoint Server 2013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라이선스 및 테넌시 옵션 

Amazon EC2에서는 관련 라이선스 수수료가 비용에 포함된 인스턴스를 

실행하거나(“라이선스 포함”) 기존 보유 라이선스 사용(BYOL) 라이선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포함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라이선스 포함 모델에 

대한 AMI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docs.aws.amazon.com/quickstart/latest/shar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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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erver 또는 SQL Server를 포함하는 Quick Start AMI를 

선택합니다. 라이선스 비용이 시간당 인스턴스 비용에 포함됩니다. 현재 이 

옵션에서는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SQL Server Enterprise Edition 

제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Marketplace에서 AMI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SQL Server Enterprise 

Edition, SharePoint Enterprise Edition 및 다른 공급업체의 기타 Windows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훨씬 광범위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CAL(Client Access License)은 이러한 AMI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BYOL 
많은 공급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위한 클라우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AWS에서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BYOL 및 License Mobility(공유 테넌시). 이 옵션은 Windows Server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BYOL 및 전용 호스트(전용 테넌시). 이 옵션을 사용하면 Windows Server 

클라우드 라이선스에 대한 Microsoft의 90일 규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전용 호스트에서는 Windows Server와 함께 자체 가상 머신 이미지를 

가져오고 Amazon EC2 Linux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AWS에는  

이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qwikLAB이 있습니다.14 

 MSDN 및 전용 호스트 또는 전용 인스턴스. MSDN에서 다루는 모든 Microsoft 

제품은 MSDN 조건에 따라 개발/테스트 환경용 AWS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FAQ를 참조하십시오.15 

Windows Server에 대해 BYOL 옵션을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은 인스턴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Amazon Linux 요금에 따라 EC2 인스턴스와 

동일한 요금을 지불합니다. 이 요금은 Windows Server가 미리 설치된 인스턴스 

비용보다 낮습니다. BYOL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하지만, 

AWS에는 인스턴스 선호도,16 대상 지정 배치(Amazon EC2 전용 호스트를 통해 

사용 가능),17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를 비롯하여 라이선스 

수명 주기 동안 라이선스 규정 준수를 유지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18 

https://run.qwiklabs.com/
https://aws.amazon.com/windows/faq/
http://docs.aws.amazon.com/AWSEC2/latest/WindowsGuide/dedicated-hosts-instance-placement.html#dedicated-hosts-affinity
http://docs.aws.amazon.com/AWSEC2/latest/WindowsGuide/dedicated-hosts-instance-placement.html#dedicated-hosts-targeted-placement
http://docs.aws.amazon.com/kms/latest/developer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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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License Mobility는 유효한 Microsoft Software Assurance(SA)의 적용을 

받는 해당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Microsoft 볼륨 라이선스(VL) 고객에게 

유용합니다. Microsoft License Mobility를 사용하면 기본 테넌시를 보유한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적격한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AWS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인스턴스가 다른 고객의 인스턴스와 서버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테넌시를 사용하는 대신 자체 Microsoft 라이선스를 EC2 전용 

호스트 또는 EC2 전용 인스턴스에 사용할 경우 Microsoft Software Assuranc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버가 바인딩되고(예: Windows Server, SQL Server) 전용 서버의 소켓 또는 

물리적 코어 수에 대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BYOL 라이선스 시나리오의 경우 

전용 호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SQL Server Enterprise Edition 라이선스를 AWS에서 사용할 경우 전용 호스트를 

사용할 때보다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용 호스트의 라이선스는 vCPU 대신 물리적 코어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대형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 인스턴스별로 각각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대신 

전체 호스트에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SQL Server에 적합한 

r3.8xlarge 인스턴스의 경우 SQL Server 라이선스를 32개가 아닌 20개만 

사용합니다. 

 재해 복구 배포에서 장애 조치 인스턴스가 사용자 전용인 경우 해당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r3.8xlarge 인스턴스로 구성된 

클러스터의 경우 라이선스를 64개가 아닌 20개만 사용합니다. 

월 사용량 계산기 사용 

프로세스 개요 
다음은 AWS에서 IT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비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된 

프로세스입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원에서 설명합니다. 

1. 처음 선택해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SharePoint 팜을 실행할 AWS 

리전입니다. AWS 요금은 리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 이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버에 레이블 지정하여(예: 웹 프런트 

엔드 ) 필요한 각 서버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상위 수준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이 백서에서는 그림 2의 SharePoint를 위한 AWS Quick Start 레퍼런스 배포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다이어그램 작성을 마치면 다이어그램에 각 

서버 및 로드 밸런서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목록은 계산기에 입력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https://docs.aws.amazon.com/quickstart/latest/shar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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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할지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온디맨드 인스턴스는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최대 75%)할 수 있습니다.19 

4. 사용 가능한 미사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고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적절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합니다(예: 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보증을 통한 라이선스 이동(License 

Mobility through Software Assurance)). 자세한 내용은 이 백서의 라이선스 및 

테넌시 옵션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5.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현재 SharePoint 스토리지의 볼륨을 검사 또는 

추산하고 월별 증가를 예측합니다(이 스토리지는 Amazon EBS로 이동됨). 또한 

데이터 백업의 볼륨 및 증가를 예측합니다(이 스토리지는 Amazon S3로 

이동됨).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좋은 점은 급증하는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미리 용량을 과다 프로비저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가에 따라 

즉시 확장할 수 있고, 비용은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6. 평균 사용자의 월간 데이터 전송을 추산한 다음 시스템의 총 사용자 수를 

곱하여 야구장의 데이터 전송 합계를 구합니다. 아키텍처에 동기화 또는 복제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가용 영역 간의 데이터 전송도 추산해야 합니다. 

7.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VPC에 연결하기 위해 AWS Direct Connect를 사용할지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VPN)를 사용할지 아니면 둘 다 사용하지 않을지(예: 

모든 직원과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경우)를 결정합니다. 

8. 마지막으로 필요한 AWS Support 수준을 결정합니다. 비즈니스급 SharePoint 

배포의 경우 최소한 비즈니스 지원 계획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 질문에 대한 

15분 응답 시간과 전담 기술 계정 관리자를 추가하는 기업 지원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컴퓨팅 비용 예측 
이제 앞에서 설명한 단계에 따라 그림 2에 표시된 SharePoint 팜에 대한 월별 AWS 

비용을 추산해 보겠습니다.  

 

http://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instance-purchasing-op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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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목록 작성 

아키텍처 개요를 작성할 때 각 서버 역할에 적합한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과의 

서버 목록을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예측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인스턴스 유형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특정 

서비스 수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바른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려면 일부 실험 및 

예산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웹 사이트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십시오.20 

여기서는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항목의 목록만 작성합니다. 계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저장한 후에도 언제든지 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설명 수량 운영 체제 인스턴스 

유형 

vCPU RAM(GiB) 

NAT 네트워크 주소 변환 2 Amazon Linux t2.micro 1 1 

RDGW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 2 Windows 

Server 2012 R2 

t2.medium 2 4 

WFE 웹 프런트 엔드 서버 2 Windows 

Server 2012 R2 

c3.2xlarge 8 15 

APP 애플리케이션 서버 2 Windows 

Server 2012 R2 

c3.2xlarge 8 8 

SQL SQL 서버 2 Windows 

Server 2012 R2 

r3.2xlarge 8 61 

AD Active Directory 2 Windows 

Server 2012 R2 

m4.large 2 8 

 

두 가용 영역을 사용하여 고가용성 설계를 배포할 예정이므로 각 서버에 대해 

수량을 2로 설정합니다.  

NAT는 기본 기능이므로 NAT 인스턴스는 Amazon Linux를 실행합니다. Amazon 

Linux는 Windows에 비해 저렴합니다. AWS에서 Linux NAT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NAT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21 이 

서비스는 계산기에서 아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백서에서는 그림 2에 표시된 

SharePoint Quick Start의 설계를 따르겠습니다. 

 

http://aws.amazon.com/ec2/instance-types/
http://docs.aws.amazon.com/AmazonVPC/latest/UserGuide/vpc-nat-gatewa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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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싱 고려 사항 

SQL Server Enterprise Edition과 함께 제공되는 SQL Server AlwaysOn 가용성 

그룹은 두 가용 영역 간에 고가용성 배포를 실현하는 데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SharePoint Quick Start에서는 AWS에서 SharePoint 배포 시 SQL Server 

Enterpris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AWS에서 

SQL Server Enterprise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이 경우 라이선스 비용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시간당 요금에 포함됨), Microsoft의 소프트웨어 보증을 통한 

라이선스 이동(License Mobility through Software Assurance)을 사용하여 기존 

보유 라이선스를 클라우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22 

AWS에서 SQL Server Enterprise를 구매하려면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AWS 

Marketplace에서 AMI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SQL Server 버전은 Quick Start 

AMI로 제공되지만, Enterprise Edition은 현재 AWS Marketplace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그러면 SQL Server를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반대로 BYOL 모델을 사용하려면 자체 비트를 설치하거나 VM Import/Export 

서비스를 사용하여 SQL Server가 설치된 가상 머신을 가져와야 합니다.23 

BYOL의 경우 계산기에서 비용을 추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체 Windows Server 

라이선스를 제공하려는 각 인스턴스에 대해 Amazon Linux(Windows Server 아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는 AWS에서 Windows Server를 구매하지만 SQL Server 

Enterprise에 대해 BYOL 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 계산기에서 SQL Server가 

설치되지 않은 Windows Server를 선택하고, BYOL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SQL Server 

Enterprise가 설치된 Windows Serve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BYOL을 입력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 대화 

상자를 열 때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Show(고급 옵션)를 선택하여 

Detailed Monitoring(Amazon CloudWatch의 경우) 및 Dedicated 

Instances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계산기에 전용 호스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가 소켓 또는 물리적 코어 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전용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기존 보유 SQL Server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켓 또는 물리적 코어 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유 SQL Server 라이선스를 

사용할 경우 전용 인스턴스가 아닌 전용 호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AWS에서 모든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Enterprise 

라이선스를 구입하므로 전용 호스트 또는 전용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보유 라이선스를 사용할 경우 이 예제에서 계산기를 통해 

추정되는 비용보다 월간 비용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http://aws.amazon.com/windows/resources/licensemobility/
http://aws.amazon.com/windows/resources/licensemobility/
https://aws.amazon.com/ec2/vm-import/
https://aws.amazon.com/ec2/vm-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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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최적화 

한 가지 자세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SQL Server 인스턴스의 경우  

EBS-Optimized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BS 최적화 인스턴스는 

최적화된 구성 스택을 사용하며 Amazon EBS I/O를 위한 추가 전용 용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 인스턴스에서 EBS I/O와 기타 트래픽 간의 

경합이 최소화되어 EBS 볼륨의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EBS 최적화 인스턴스에 

대한 시간당 요금은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시간당 사용 요금에 

추가됩니다. 계산기에서 SQL Server에 대해 r3.2xlarge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할 

경우 EBS-Optimized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최적화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24 

데이터 입력 

이제 위 표를 계산기에 입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AWS 월 사용량 계산기에 대한 

브라우저를 열고 데이터 입력을 시작합니다. 그림 3은 일부 결과를 보여줍니다.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입력하지 않으려면 공유해 드렸던 구성을 사용하면 됩니다.25 

참고     이 백서에 표시된 요금은 백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월 사용량 계산기에 

제공된 데이터를 반영한 것으로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요금 변경, 

리전별 요소, 특별 할인 혜택 등에 따라 계산기에서 제공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 3: 계산기에 Amazon EC2 인스턴스 입력 

http://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EBSOptimized.html
http://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EBSOptimized.html
http://calculator.s3.amazonaws.com/index.html
http://calculator.s3.amazonaws.com/index.html#r=IAD&s=EC2&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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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모든 인스턴스를 시간의 100%를 실행하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로 

입력했습니다.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주말에 일부 인스턴스를 종료하거나 1년 

또는 3년 기간에 대한 구매 옵션을 온디맨드 인스턴스에서 예약 인스턴스로 

변경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개발 및 

QA 환경에서만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를 입력했으므로 계속하기 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 상단에 있는 Estimate 탭으로 전환한 다음 Save and Share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예측의 이름과 설명을 제공하고 OK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기에서 사용자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생성합니다(그림 4 참조). 이제 

하이퍼링크를 복사하여 본인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계산기로 돌아가서 SharePoint 팜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계산기에서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비용 예측 
그런 다음 계산기에 각 인스턴스의 부팅 볼륨에 적절한 크기를 입력하고 각 

인스턴스에 연결할 추가 Amazon EBS 볼륨을 입력합니다. Amazon EC2에서 

Windows 인스턴스를 시작할 경우 기본 부팅 볼륨은 30GiB이지만 SharePoint 

Quick Start의 권장 설정은 100GiB입니다. 그러면 SharePoint Server와 원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추가 공간이 확보됩니다. 여기서는 Linux NAT 

인스턴스에 스토리지를 추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RDGW 및 AD 인스턴스의 부팅 

볼륨을 기본 크기 30GiB로 그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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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harePoint 팜을 AWS로 마이그레이션할 경우 현재 스토리지 요건을 

검사하여 향후 용량 요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각 가용 영역에 

SharePoint 스토리지에 대한 5TiB의 추가 볼륨을 입력합니다. 

또한 I/O 처리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본 연습에서는 이 고려 사항은 건너뛰고 

모든 EBS 볼륨에 범용 SSD를 사용합니다. 또한 AWS에서는 마그네틱 볼륨(범용 

볼륨에 비해 저렴함) 및 프로비저닝된 IOPS SSD 볼륨(일관된 성능을 위해)를 

제공합니다. Amazon EB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BS 제품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26 

Amazon EBS의 마지막 요소는 필요한 백업 스토리지의 양(백업 사본이 Amazon 

S3에 저장됨)입니다. 이 값은 백업 방법, 백업 빈도, 시스템 크기 및 백업 보존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한 백업 스토리지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본 가이드의 

범위를 벗어난 복잡한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며 각 볼륨의 스냅샷 스토리지가 자체 볼륨의 크기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EBS 볼륨을 입력한 경우의 계산기 모양은 그림 5와 비슷합니다. 그런 다음 

계산기에 데이터를 다시 저장합니다. 

 

그림 5: 계산기에 Amazon EBS 볼륨 입력 

엘라스틱 IP 주소, 데이터 전송 및 Elastic Load Balancing은 월 사용량 계산기의 

선택 사항인 Amazon EC2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기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https://aws.amazon.com/ebs/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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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스틱 IP 사용 
엘라스틱 IP 주소는 제한된 리소스이지만 퍼블릭 서브넷의 인스턴스에 매우 

유용합니다. AWS에서는 할당했지만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지정되지 않은 

엘라스틱 IP 주소에 대해서만 요금을 청구하며, 주소를 할당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월당 몇 달러에 불과합니다. 유휴 상태인 엘라스틱 IP 주소가 있을 

경우 여기에 해당 주소를 입력할 수 있지만, 이 예에서는 계산기에서 해당 옵션을 

무시합니다. 

데이터 전송 예측 
Amazon EC2에 대한 인바운드 데이터 전송은 무료입니다. 요금은 Amazon 

EC2에서 외부의 인터넷, 다른 AWS 리전 또는 다른 가용 영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부과됩니다. AWS 데이터 전송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aws.amazon.com/ec2/pricing/에서 "데이터 전송"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설명을 위해 SharePoint에는 1,000명의 사용자가 있고 각 사용자가 매일(주말 

포함) 0.5GB를 전송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1,000명 * 0.5GB * 30일 = 

15,000GB/월입니다. 계산기의 Data Transfer Out 행에 이 값을 입력합니다. 

로드 밸런싱 예측 
SharePoint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는 ELB 로드 밸런서 하나를 사용합니다. 

계산기에 로드 밸런서를 입력할 경우 로드 밸런서를 통과할 트래픽의 양도 

예측해야 합니다. 이전 단원에서 매월 15,000GB를 발신하는 것으로 추산했으므로 

수신과 발신을 포함하도록 이 값의 2배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신이 수신을 

초과할 수 있지만 이는 예측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lastic Load Balancing 

요금을 참조하십시오.27 일반적으로 총 비용에서 Elastic Load Balancing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Amazon EBS 아래의 계산기 섹션은 그림 6과 같습니다. 

https://aws.amazon.com/ec2/pricing/
https://aws.amazon.com/elasticloadbalancing/pricing/
https://aws.amazon.com/elasticloadbalancing/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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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산기에 데이터 전송 및 Elastic Load Balancing 입력 

계산기 상단에 있는 Estimate 탭으로 전환하고 중간 데이터를 다시 저장합니다. 

세부 행을 검색하여 각 섹션의 행 항목 비용을 볼 수 있습니다.  

AWS Direct Connect 및 Amazon VPC 선택 
계산기에 입력할 수 있는 다른 요소로는 AWS Direct Connect 또는 Amazon VPC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 두 옵션은 VPC로 전달되는 일반 인터넷 트래픽을 

대체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두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려면 Elastic Load 

Balancing에 대한 데이터 전송 예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Amazon EC2 사용 요금을 제외하고 Amazon VPC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Amazon VPC 간에 보안 연결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섹션에 설명된 대로 하드웨어 VPN 연결 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VPN 연결 

Amazon VPC에 대한 하드웨어 VPN 연결을 사용할 경우 VPN 연결을 

프로비저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각 VPN 연결 시간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하드웨어 VPN 연결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aws.amazon.com/vpc/pric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ws.amazon.com/vpc/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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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 

AWS Direct Connect를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서 AWS로 전용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 Direct Connect 요금은 포트당 시간 및 내보내는 

데이터 전송 요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AWS Direct Connect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aws.amazon.com/directconnect/pric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인터넷 데이터 전송 예측을 이미 입력했으므로 AWS Direct Connect 

또는 Amazon VPC 추가 작업을 건너뜁니다. 

예측 검토 
마지막으로 탐색 모음에서 [AWS Support] 탭을 클릭한 다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비즈니스 지원 계획을 선택합니다. 최종 비용 예측은 그림 7과 같습니다. 

 

그림 7: 월별 청구서 견적 

https://aws.amazon.com/directconnect/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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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는 AWS에서 SharePoint Server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Services] 탭을 보면 SQL Server 인스턴스가 해당 비용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이전에 라이선스 및 테넌시 옵션 

단원에서 설명한 대로 기존 보유 라이선스를 AWS에 적용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아직 활용하지 않은 몇 가지 비용 절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절감 아이디어 

AWS Directory Service 
AWS Directory Service는 AWS 클라우드에서 Microsoft Active Directory(AD)를 

설정하여 실행하거나 AWS 리소스를 기존 온프레미스 Microsoft Active 

Directory와 연결하기 쉽게 해주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디렉터리가 생성되면 

해당 디렉터리를 사용하여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Single Sign-On을 제공하고, 그룹 정책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Amazon EC2 

인스턴스를 도메인 조인하고, 클라우드 기반 Linux 및 Microsoft Windows 

워크로드의 배포와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단순한 관리가 중요한 경우 Windows Server에 Active Directory 역할이 

설치된 두 EC2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대신 AWS Directory Servic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irectory Service 제품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28 

예약 인스턴스 및 스팟 인스턴스 
Amazon EC2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다른 방법은 예약 인스턴스 또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고성능 컴퓨팅과 같은 간헐적 

워크로드에 유용하지만, 일반적으로 SharePoint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팅 

인스턴스의 크기와 비용, 워크로드의 특성 등에 따라 데이터 계산을 증분식으로 

처리하여 저장하려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럿 SharePoint 팜을 불러와서 AWS에서 실행할 경우 1년 또는 3년 약정을 

체결하여 예약 인스턴스 요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 7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https://aws.amazon.com/directoryservice/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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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caling 
Auto Scaling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유지하고 정의하는 조건에 따라 

Amazon EC2 용량을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원하는 개수의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실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Amazon EC2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늘려 성능을 유지하고, 수요가 줄 경우 용량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uto Scaling은 안정적인 수요 패턴을 가진 애플리케이션과 사용량이 

시간, 일, 주 단위로 바뀌는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적합합니다.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개발/테스트 SharePoint 팜이 있거나 주말에 프로덕션 

SharePoint 팜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정 

인스턴스를 정기적으로 종료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요금이 전체 월별 비용의 약 33%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SharePoint 

팜을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지만 비용 절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본 백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Auto Scaling을 통해 기존 보유 SharePoint AMI를 저장, 패치,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부팅 후 도메인에 가입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o Scaling 제품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29 

NAT 대안 
마지막으로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산기에서 NAT 실행을 전담하는 두 Linux 인스턴스를 배포하도록 선택했습니다. 

Amazon Linux는 경제적인 옵션이며 Amazon EC2에서 NAT를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관리하기 쉬운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AWS SharePoint 2013 Quick Start는 NAT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출시되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NAT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VPC에 대한 NAT 제공 작업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관리형 서비스이므로 이 서비스를 첫 번째 옵션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블로그의 Managed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Gateway for AWS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30  

NAT 게이트웨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그림 2)에서는 각 퍼블릭 서브넷에서 Windows Server를 실행 중인 

RDGW 인스턴스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스턴스에 대한 요금은 이미 지불하고 

있으므로 Windows RRAS(Routing and Remote Access Service)를 설치하고 NAT 

및 RDGW에서 인스턴스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aws.amazon.com/autoscaling/details/
https://aws.amazon.com/blogs/aws/new-managed-nat-network-address-translation-gateway-for-aws/
https://aws.amazon.com/blogs/aws/new-managed-nat-network-address-translation-gateway-for-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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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 또는 AWS Direct Connect를 추가하려는 경우 

다른 NAT 옵션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라우팅하도록 VPC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PC에서 NAT 인스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사 솔루션 
AWS는 컨설팅 및 기술 파트너로 구성된 방대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일부 파트너에 대해 언급합니다. AvePoint31 또는 

Metalogix32를 사용하여 SharePoint(SQL Server로 이동)에서 Amazon S3로 

업로드되는 파일 스토리지(Binary Large Object 또는 BLOB)의 부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하고, 백업 스토리지 공간과 유지 관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SIOS33 또는 SoftNAS34 공유 스토리지 옵션을 사용하여 SQL Server 

AlwaysOn 가용 그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백서에서는 AWS에서 IT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의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 따라야 

할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AWS 월 사용량 계산기에 

SharePoint Server 2013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입력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SharePoint 배포와 관련 있는 다양한 AWS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AWS에서 기존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AWS에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배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AWS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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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EC2 Windows 인스턴스 시작하기 

http://docs.aws.amazon.com/AWSEC2/latest/WindowsGuide/EC2Win_G

etStarted.html 

 Quick Start: AWS의 Microsoft SharePoint Server 2013 

https://docs.aws.amazon.com/quickstart/latest/share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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