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QL Server 2014와 데이터 플랫폼 
SQL Server 2014는 기본 제공되는 인메모리 기능을 통해 모든 업무에서 미션 크리티컬 성능을 제공하고, 친

숙한 도구를 통해 더욱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며, 기업이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솔루션을 쉽

게 구축하고,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5년 연속 가장 

취약성이 낮은 

데이터베이스 
(Vulnerabilities 2009-2013*)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위한 성능 

인메모리 기능 

몇 십 배 성능 향상 / 

기본 제공 인메모리 

기능을 통해 신규 및 

기존 SQL Server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성능을 

평균 10~20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 및 확장성 향상  

5년 연속 가장 낮은 

취약성 / 5년 연속 

"가장 낮은 취약성" 

등급을 받은 

데이터베이스를 믿고 

사용하십시오! 컴퓨팅, 

네트워킹 및 저장소 

전반에 걸쳐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완벽에 가까운 가용성 / 

이제 AlwaysOn을 통해 

가용성을 더욱 높이고 

관리를 간소화하십시오. 

핵심 업무 지원 

최고 수준의 서비스 

범위 / 핵심 업무용 

솔루션에 맞게 설계된 

실시간 지원을 

활용하십시오. 솔루션 

검증, 아키텍처 검토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빅 데이터와 스몰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 

어떠한 데이터든 분석 /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검색, 접근 및 수정하고 

비정형 데이터와 

결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숙한 도구를 통한 

정확한 분석 

향상된 셀프 서비스 Bl / 

Office Excel을 사용하여 

더욱 빠르게 분석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Bl 솔루션 

데이터 관리부터 Bl 및 

분석까지 / 완벽한 BI 

솔루션을 통해 BI 

모델을 확장하고, 

데이터를 저장 및 

보호하고, 품질과 

정확도를 보장하십시오. 

모든 데이터로부터 

얻는 빠른 통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나리오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 결합 / 

클라우드 백업 및 

클라우드 재해 복구와 

같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온-

프레미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쉽게 클라우드로 

진입 

빠른 기간 안에 혜택을 

실현 / 쉽고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하고 

Windows Azure에서 

SQL Server를 실행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더욱 빨리 

누리십시오. 

완전성 및 일관성  

통합적인 데이터 플랫폼 

/ 전체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에서 공통된 

도구를 사용하여 온-

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걸쳐 완전하고 일관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십시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Comprehensive Vulnerability Database, 2013년 4월 17일 

600개가 넘는 

기업이 2012년에 

Oracle에서 

SQL Server로 

마이그레이션함 



 

 SQL Server 2014 및 데이터 플랫폼의 힘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위한 성능 

모든 데이터로부터 얻는 

빠른 통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인메모리 DB 기능 기본 제공 

• 인메모리 OLTP: 평균 10~20배 성능 향상 

• 향상된 DW용 인메모리 ColumnStore: 

업데이트 가능, 더 빠른 속도, 더 뛰어난 압축 

• PowerPivot을 통한 인메모리 BI: 빠른 분석 

• SSD로의 버퍼 풀 확장: 더욱 빠른 페이징 

• 향상된 쿼리 처리: 응용 프로그램 변경 없이 

더욱 빠른 성능 제공 

보안 및 확장성 향상 

• 재정의된 엔지니어링 보안 프로세스: 

취약성이 가장 낮은 DB 

• 높은 보장 수준의 CC 인증: 규정 준수 강화 

• 개선된 책임 분리: 규정 준수 및 보안 강화 

•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보호 강화 

• 암호화 키 관리: 별도의 서버에 키 저장 

• Windows Server Core 지원: 공격 노출 부분 

감소 

• 리소스 관리자가 IO 가지 거버넌스 추가: 

예측 가능한 성능 

• 클러스터 수준의 SysPrep: 더욱 빠른 구축 

• Windows Server 2012 R2: 컴퓨팅, 네트워크 

및 저장소의 계층화를 통해 예측 가능한 성능 

제공 

고가용성 

SQL Server 2014: 

• 향상된 AlwaysOn, 8개 세컨더리, 복제본 

마법사: HA 향상, 관리 및 배포 용이성 향상 

Windows Server 2012 R2: 

• 클러스터링된 공유 볼륨 지원: 

계층형 저장소를 통한 엔터프라이즈 HA 

• VHDX 지원: 가동 중지 시간 없이 VM 크기 

조정 

System Center 2012 R2: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관리 

핵심 업무 지원 

• Premier: 24x7 지원. 기술 교육 이용 

• PMC: 솔루션 검증, 현장 전문 지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응 

SQL Server 2014를 설치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SQL Server 2014를 설치하기 위한 전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은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msdn.microsoft.com/en-

usAibrary/msl43506.aspx 

빅 데이터와 스몰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 

• 프로젝트 코드명 "Data Explorer": 내부 및 

외부 데이터에 쉽게 접근 

• Windows Azure 마켓플레이스: 타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통찰을 얻음 

• Windows Azure HDlnsight Service 및 

Microsoft HDlnsight Server: Windows를 

사용하여 손쉽게 빅 데이터에 집근 

• Polybase를 사용하는 병렬 데이터 

웨어하우스: T-SQL을 통해 빅 데이터 쿼리 

친숙한 도구를 통한 정확한 분석 

• Office Excel - PowerPivot 및 Power View: 

더욱 빠른 분석 

• Excel에서 프로젝트 코드명 "GeoFlow": 3D 

시각화를 통한 다양한 분석 

• Excel용 데이터 마이닝 추가 기능: 예측 분석 

완전한 Bl 솔루션 

• StreamInsight: 거의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에 접근 

• 데이터 품질 서비스: 데이터 정리 

• 마스터 데이터 서비스: 모든 정보를 단일 

소스에서 관리 

• 분석 서비스: 종합적인 엔터프라이즈급 분석 

솔루션 

• BI 의미 체계 모델: 

BI 모델 구축 단순화 

인메모리 OLTP를 통해 16배 성능 

향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 간편해진 클라우드 백업: CAPEX 및 OPEX 

절감 

• 클라우드 재해 복구: CAPEX 및 OPEX 절감과 

비즈니스 연속성 개선 

• 온-프레미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클라우드로 

확장: 필요할 때 클라우드 확장 

손쉽게 클라우드로 진입 

• 새로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마법사: 온-
프레미스 SQL Server를 Windows Azure로 손쉽게 
이동 

• Windows Azure 가상 컴퓨터의 SQL Server: 
클라우드에서 모든 SQL Server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CAPEX 및 OPEX 절감 

• Windows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본 
제공되는 HA로 새로운 가변 수요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개발 

온-프레미스부터 클라우드까지 

완전하고 일관됨 

• 온-프레미스부터 클라우드까지 일관된 

환경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가능한 

종합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십시오. 

클라우드 DR로 CAPEX 및 OPEX 

절감 

백업 실행 

BI 보고서 실행 

VPN 터널 

(Windows Azure 

가상 네트워크) 

비동기식 

커밋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도메인 컨트롤러 

동기식 

커밋 

주 복제본 보조 복제본 

인메모리를 통해 

16배 성능 향상 
이전 

Bwin 게임 

응용프로그램 

Bwin 게임 

응용프로그램 

 15,000 

요청/초 

250,000 

요청/초 

인메모리를 사용하는 

SQL Server 2014 

SQL Server 2014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www,microsoft.com/en-us/sglserverlsgl-server-201 4.aspx 2013년 5월 

보조 복제본 

Windows Azure 

http://msdn.microsoft.com/en-usAibrary/msl43506.aspx
http://msdn.microsoft.com/en-usAibrary/msl43506.aspx
http://www,microsoft.com/en-us/sglserverlsgl-server-201%204.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