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dows Azure는 Microsoft 관리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빌드, 배포 및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연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원하는 언어, 도구 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십시오. 공용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기존 IT 환경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8곳의 데이터 센터 및 콘텐츠 
배달 네트워크를 통해 아주 외딴 
장소까지도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용 가능

Windows Azure는 가동 중단 없이 응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배포 
모델을 지원합니다.

자체 복구

Windows Azure는 하드웨어 오류에 
대한 네트워크 부하 분산 및 복구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자동 OS 및
서비스 패치를 제공합니다. Windows 
Azure는 99.95%의 월별 SLA를 
제공합니다.

자체 서비스

Windows Azure는 몇 분 내에 리소스를 
프로비전해 주는 완전히 자동화된 자체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탄력적인 리소스

필요에 따라 리소스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됩니다.

산업 인증 완료

ISO 27001, SSAE 16, HIPAA BAA 및 E.U. 
모범 규정을 통해 보안 및 호환성을 
위한 산업 인증이 지원됩니다.

모든 언어
.NET, PHP, Java, Node.js, Python, Ruby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기 위해 
Windows Azure에서 모든 언어, 
프레임워크 또는 코드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GitHub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공개 프로토콜

Windows Azure 기능 및 서비스는 공개 
RES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노출됩니다.

연결

Windows Azure의 견고한 메시징 
기능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사이에 실행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제공하십시오. 
가상 네트워킹을 통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확장하십시오.

풍부한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Windows Azure는 SDK, 캐싱, 메시징, 
ID 등의 다양한 일련의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NoSQL 및 
구조화되지 않은 Blob 저장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Hadoop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상 컴퓨터클라우드 서비스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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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 쿼리, ID 관리, 전화기에 푸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Windows Azure 서버에서 실행되는 턴키 백 엔드 솔루션입니다. 또한 서버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CRUD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 지정 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 컴퓨터는 Windows 및 Linux 운영 체제를 모두 실행할 수 있습니다. Blob로 저장된 가상 
하드 디스크 이미지에서 VM을 만드십시오. VHD를 로컬에서 만들어 업로드하거나 재고 
갤러리에서 선택하거나 실행 중인 VM을 수정하고 이미지를 개인 갤러리에 저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에 연결하는 웹 역할과 백그라운드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자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 역할은 컴퓨팅 작업을 작업자 역할로 오프로드할 수 있으며 큐를 통해 작업자 
역할의 확장 가능 풀로 작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할은 데이터 저장소 또는 기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에서는 동영상, 음악 등의 스트리밍 미디어를 인코딩하고 보호하도록 선택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해상도 원본 콘텐츠를 다양한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여러 비트 
전송률로 변환하십시오. HD, DVD 및 전화기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VM에 공간을 공유하거나 웹 사이트에 대해 전체 컴퓨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및 MySQL 데이터베이스 모두에 대해 사이트를 만들 수 있으며 갤러리에서 
유명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Azure 포털의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더 많은 인스턴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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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웹 사이트에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확장하십시오.
• 원하는 도구(VS, 텍스트 편집기) 또는 언어(ASP.NET, 

PHP, Python, Node.js)로 빌드
• 갤러리에서 5분 내로 웹 응용 프로그램 시작
• TFS, GIT, FTP 또는 WebDeploy로 배포
• SQL 데이터베이스 또는 MySQL 선택
• 공유 또는 예약 모드로 즉시 조정
• 알맞은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 사용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여 Windows Azure에서 여러 백 
엔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Store, Windows Phone 8, iOS 등의 모바일 
장치 플랫폼에 대한 Native client 라이브러리

• Facebook, Twitter, Google, Microsoft 계정 등의 ID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 인증

•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 푸시 알림
• 데이터 액세스 및 인증을 위한 REST 기반 API
• 모바일 서비스 사용량을 보여 주는 모니터링 및 데이터 
시각화

컴퓨팅

가상 컴퓨터

가상 컴퓨터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완전히 
제어하고 업무에 필요한 대로 관리합니다.
• 사용자 지정 Windows Server 또는 Linux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갤러리에서 선택

• 기존 코드 변경 없이 응용 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 
문제 없이 작동하여 SharePoint, SQL Server 또는 
Active Directory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 영구적으로 OS 및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저장
• 원격으로 연결하여 완전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으로 
가상 컴퓨터 제어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Windows Azure에서 지속적 
가용성을 위해 프로비전, 부하 분산, 상태 모니터링 등의 
세부 사항을 처리하는 다중 계층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웹 역할을 통해 프론트 엔드 웹 응용 프로그램 호스팅에 
전용 IIS 웹 서버 사용

• 작업자 역할을 통해 사용자 상호 작용과 독립적으로 
비동기, 장기 실행되거나 영구적인 작업 실행

•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 설치, VM 역할을 사용한 확장 
클라우드 패턴 지원 등의 시나리오 작성

SQL 보고

Windows Azure SQL Reporting을 사용하여 Windows 
Azure 응용 프로그램에 보고서 기능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데스크톱에서 렌더링되므로 자체 
보고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테이블, 차트, 맵 및 계기를 사용하여 보고서 작성
•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 모두에 동일한 보고서 레이아웃 
배포

• SQL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원본일 때 보고서 
디자이너 또는 보고서 작성기를 사용하여 보고서 작성

SQL 데이터 동기화

SQL 데이터 동기화는 Windows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와 SQL Server 또는 기타 SQL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사이에 정기적 동기화를 만들고 예약해 줍니다.
• 요청 시 또는 미리 설정된 일정에 데이터 동기화
•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직관적인 웹 UI를 사용하여 
동기화 관리

•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데이터 집합 간 또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동기화

데이터 서비스

HDINSIGHT

HDInsight는 Apache Hadoop을 기반으로 Microsoft 
Office 및 System Center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통합을 
통해 큰 데이터 작업을 단순화해 줍니다.
• 대규모로 구조화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저장소를 빠르게 읽고 처리

• 요청 시 Hadoop 기반의 클러스터 생성
• SQL 데이터베이스, Reporting Services, PowerPivot, 

Excel 및 Windows Azure 저장소와 통합
• Pig, Hive 및 기타 에코시스템 도구 사용
• 가로 및 원형 차트와 같은 기본적인 시각화 작업을 
빠르게 시작

SQL 데이터베이스

완전한 기능을 갖춘 관계형 DaaS(database-as-a-service)가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SQL 데이터베이스는 높은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여 여러 개의 주요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빌드하도록 해 줍니다.
•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지불
•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및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급 응용 프로그램 빌드

• 고가용성을 위해 여러 개의 중복된 데이터 복사본을 
여러 물리적 서버에 복제

• 가져오기/내보내기를 사용하여 기존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단순화

저장소

저장소 서비스는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REST API를 통해 액세스 가능합니다.
•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분리된 오류 
도메인 간에 적어도 세 번 복제되며 또한 다른 데이터 
센터로 지역 간 복제됨

•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또는 바이너리 데이터(동영상, 
오디오 및 이미지)에 대해 100TB까지 저장하는 Blob 
사용

• 테이블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100TB까지 
저장하는 NoSQL 기능 사용

• 응용 프로그램 계층 간 안전하고 지속적인 메시징을 
만들기 위해 큐 사용

저장소

저장소

Windows Azure 저장소를 통해 개발자는 Windows Azure 
관리 포털에서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및 데이터 집합을 
빠르게 검색하고 매끄럽게 액세스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Azure 관리 포털 내에서 카탈로그를 
검색하고 포털에서 직접 구매

• 향상시키려는 서비스를 쉽게 검색하고 빌드하려는 
응용 프로그램 확장

• Windows Azure 개발 워크플로로 통합

트래픽 관리자

트래픽 관리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 
중인 여러 서비스 간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부하를 
분산합니다. 고객은 도메인 이름으로 DNS 쿼리에 
적용하는 정책을 구성합니다.
• 고성능, 가용성 및 복구 기능을 보장하도록트래픽 관리
• 성능, 장애 조치, 라운드 로빈 등의 다양한 라우팅 방법 
중 선택

• 서비스가 다운될 때 자동으로 장애 조치 기능 제공

가상 네트워크

Windows Azure 가상 네트워크는 Windows Azure에서 
VPN(가상 사설망)을 프로비전하고 관리하며 VPN이 
온-프레미스 IT 인프라와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해 줍니다.
• IPse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 용량을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 간’ VPN 빌드

• 호스트 이름으로 역할 인스턴스와 가상 컴퓨터에 연결
• 가상 컴퓨터에 대한 DNS 설정 및 IP 주소 범위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 제어

연결

Windows Azure Connect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도메인 
컨트롤러와 같은 온-프레미스 리소스와 Windows Azure 
서비스 사이에 에이전트 기반의 컴퓨터 간 연결을 
제공합니다.
•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호스팅된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여 사용자 지정 코드 없이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통해 보안 연결 유지

•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로컬 개발 컴퓨터와 Windows Azure에서 호스팅된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연결하여 원격으로 응용 
프로그램 디버깅

네트워킹

CDN(콘텐츠 배달 네트워크)

Windows Azure CDN은 응용 프로그램에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콘텐츠를 캐싱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 콘텐츠 원본이 먼 곳에 있어 콘텐츠를 로드하려면 많은 
인터넷 이동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성능 제공

• 트래픽 최고 사용(예: 제품 시작)을 관리하기 위해 
분산된 조정 활용

• 한 번의 클릭으로 Windows Azure 관리 포털에서 사용 
가능

서비스 버스

서비스 버스 메시징에서는 조정 및 복원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의 응용 프로그램 간에 
느슨하게 연결된 통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통신, 대규모 이벤트 배포, 이름 지정 및 
서비스 게시에 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큐를 통한 메시지의 선입 선출 전달 보장
• 수신자가 읽을 특정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독할 수 있음

•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온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조정된 메시징 모델을 통해 메시지 전송 가능

ACS(액세스 제어 서비스)

Windows Azure Active Directory 액세스 제어는 
Windows Azure에서 사용자 ID 공급자 또는 온-프레미스 
Windows Server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중앙 집중식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제공합니다.
• 코드에서 복잡한 인증 논리 이동
•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권한 부여 조정
• Windows Live ID, Google, Yahoo, Facebook 등의 
사용자 ID 공급자와 통합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Windows Azure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미디어를 생성, 관리 및 배포하는 워크플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작성된 기술 및 타사 기술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여러 장치 및 플랫폼(Xbox, Windows, MacOS, iOS, 
Android)에 생성, 관리 및 배포

• REST API를 통해 이미 사용 중인 도구 및 프로세스와 
쉽게 통합

• 하나의 원본 파일 집합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중간 파일 
없이 동적으로 여러 형식으로 제공

캐싱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 논리에 보다 가깝게 유지하여 
로드가 있는 상황에서 캐싱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이 
조정되고 즉각 응답하도록 합니다.
• 관리되는 다중 테넌트 공유 캐시 또는 기존이나 전용 
웹/작업자 역할을 사용하는 캐시 사이에서 선택

• 가상 컴퓨터 크기 또는 실행 중인 역할 인스턴스의 수를 
변경하여 쉽게 조정

• 대기 시간을 줄이고 처리량을 늘림
• Memcached 프로토콜을 통해 기존 Memcached 응용 
프로그램 사용

• 100GB 초과 캐시 생성

WINDOWS AZURE ACTIVE DIRECTORY

Windows Azure Active Directory는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ID 관리와 액세스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REST 기반 서비스입니다.
• 온-프레미스 Active Directory를 Windows Azure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장

• 로그온 과정, 인증 및 페더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중앙 
집중식 정책을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 관리

• Office 365와 같은 기타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 시 일관성 있는 Single Sign-On 및 디지털 권한 
관리 기술 사용

마음에 드십니까? 
써 보세요.
http://gettag.m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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