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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zure for Storage & Backup + Security



Azure Backup Service
• On-Premise Backup : 파일, 폴더 및 시스템 상태를 백업하고, 워크로드 보호
• Azure VM Backup : 전체 VM 및 파일, 폴더 및 시스템 상태를 백업
• Azure Files Backup : 스토리지 계정에 File을 공유 백업
• Azure VM SQL Server Backup :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 Azure VM SAP HANA Backup :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 Azure PostgreSQL DB Backup : Azure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백업

Azure Storage Service
• Disk Storage :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 및 액세스
• File Storage : 어디에서나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파일 공유를 제공
• Blob Storage : 구조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Blob에 대규모 저장 및 액세스
• Queue Storage : 응용프로그램 구성간 안정적인 메시징 저장소
• Table Storage : 구조화된 데이터의 스키마 없는 NoSQL스토리지

Azure Security Service
• Identity & Access Management : AD의 클라우드 확장, 동일 sign-on제공
• 데이터보호 : 스토리지&백업 암호화, 방화벽, 스토리지 접근 위임 등
• 네트워크 보안 : 가상네트워크 접근제어, VPN연결, 방화벽, DDOS 보호
• Advanced threat protection : 공격에 대한 노출 최소화, 위협 감지 대응 등
• 보안 통합 관리 :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보안 통합 관리, 규정 모니터링

Why Azure for Storage & Backup +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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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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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zure for Backup _ 1. 목적 및 사례

백업 서비스 주요 목적 적용 사례

Azure Backup Concepts

✓ 자동스토리지관리로비용절감

✓ 무제한확장으로고가용성확보

✓ 무제한데이터전송으로대용량데이터보관

✓ 어플리케이션백업통한복원성확보

✓ 데이터암호화로보안성확보

✓ 데이터의장기간보존성확보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백업을 구성하고 물리적
소산으로 인한 부가적인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높은 데이터 관리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 백업 스케줄 설정과 데이터 백업 및 복
구가 간편하고 직관적이므로 데이터 관리 방식
의 효율성이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 했습니다. 

㈜유라

제주신화월드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테이프 백업의 경
우 관리자가 매일 최소 한 시간 이상 작업을 해
야 하는 반면, Azure 백업을 도입한 이후 제주
신화월드는 일일 백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을 연간 2,000만원 가량 절
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에
문제 발생시에도 즉각적인 복구를 수행할 수
있어 IT 인프라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Why Azure for Backup _ 2. 백업과 다운타임

Azure Backup 서비스는다운타임에대한신속한리커버리를제공

Azure Backup Service 다운 타임



Why Azure for Backup _ 3.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 환경

클라우드 기반 백업 BaaS (Backup-as-a-Service) 효율적이고 유연한 백업

기업에서는 몇 년 분량의 데이터를 보
호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
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Azure 백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복구
시간을 단축하며 최대 99년 동안 장기
간 보존이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지리적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지역별 재해시 데이터의 안전
한 보관이 가능하며 데이터 센터에 6
개의 복사본을 유지하여 99.9%의 데이
터 가용성을 보장하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최초 백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변경(증
분)된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백업을 하
여 효율적인 저장공간 확보와 대역폭
사용을 줄이고 지정 시간 복구를 가능
케 하며, 압축, 암호화, 장기 보관 등 기
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이프 백업 대안 안정적인 BaaS 솔루션 효율적 백업 환경



Why Azure for Backup_4.가격 예시

*Azure VM 또는 온-프레미스 서버에 대한 Backup 사용시

각 인스턴스의 크기

인스턴스 50GB 이하

인스턴스 50GB 초과 또는 500GB 이하

인스턴스 500GB 초과

월간 Azure Backup 가격

5,623.25원 + 사용한 스토리지

11,246.50원 + 사용한 스토리지

500GB 증분당 11,246.50원 + 사용한 스토리지

*Backup 스토리지
Azure Backup에서는 백업을 저장하는데 Blob Storage를 사용합니다. 백업에 LRS(로컬 중복 스토리지) 또는 GRS(지역 중복 스토리지) 중에서 유연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복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백업 스토리지를 GRS에서 RA-GRS(읽기 액세스 지역 중복 스토리지)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스토
리지에 대한 요금 청구는 Azure Backup에 보호된 인스턴스의 비용과 별개입니다.

LRS GRS RA-GRS

스토리지(GB/월) GB당 27.6664원 GB당 55.4453원 GB당 70.4031원

Azure Backup Service 가격 예시



Why Microsoft Azure for Storage

Why Microsoft Azure for Storage



Why Azure for Storage _ 1. 목적 및 사례

저장소 서비스 주요 목적 적용 사례

Azure Storage Concepts
✓ 데이터손실위험완화

✓ 전세계에데이터복제로데이터보호

✓ 데이터에대한분석을수행

✓ 데이터암호화로높은안정성 확보

✓ 대용량데이터저장공간확보

✓ 데이터에대한액세스우선순위지정

Azure Storage 서비스는 2019년 10월에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 ‘합동
방 어 인 프 라 (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 JEDI)’를 수주해 주목을 받았습니
다. 해당 사업은 10년 동안 미국 국방부의 데이
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사업으로, MS의 Azure
는 JEDI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안정성과 보안 수
준을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스탠다드 차타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Azure Storage 서비스
를 이용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을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최첨
단의 보안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MS의 Azure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
니다.



Why Azure for Storage _ 2. 보안 저장소 종류

Disk

디스크 저장소

가상 머신을 위한 안
정적이고 영구적인
고성능 저장소

File

파일 저장소

파일 공유가 필요한
기존 응용 프로그램
을 클라우드로 이전

Blob(Object)

개체 저장소

백업 및 재해 복구를
위한 안전한 중앙
집중식 저장소

Queue

메시징 저장소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신뢰할
수 있는 큐 저장소

Table

NoSQL저장소

대규모 자동
스케일링

NoSQL 저장소

데이터 암호화 기능 기반

Azure Storage Service 보안 저장소 종류



Why Azure for Storage _ 3.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복제 환경

LRS

ZRS

GRS

RA-GRS

Locally redundant storage

단일 지역의 단일 데이터센터에 3개의 복제본

디스크, 노드, 랙 오류에 대한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

Zone-redundant storage

단일 또는 인접한 복수 지역의 복수 데이터센터에 3개의 복제본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디스크, 노드, 랙 오류에 대한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

Geo-redundant storage

단일 지역에 3개, 원거리의 다른 지역에 3개의 복제본

주요 지역적 자연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내구성 제공

Read access geo-redundant storage

단일 지역에 3개, 원거리의 다른 지역에 3개의 복제본

복제본에 대한 읽기 기능

주요 지역적 자연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내구성 제공

Zone 1 Zone 3Zone 2

Typically >300mi

Async
Primary Secondary

Typically >300mi

Async
Primary Secondary

Azure Storage Service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복제 환경



Why Azure for Storage _ 4. 가격 예시

*Azure Blob Storage 사용시

월 TB당

작업 10,000건당
읽기/쓰기 비용

검색 시간

사용 사례

핫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

쿨
액세스 빈도가 낮은 데이터

아카이브
거의 액세스 하지 않는 데이터

클라우드 기본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서버
백업

의료 기록
보관

20,501원

44.57원/55.71원

즉각

11,142원

111.40원/1,114원

즉각

2,228원

55,700원/1,114원

Hours

Azure Storage Service 가격 예시



Why Microsoft Azure fo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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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zure for Security _ 1. 목적 및 사례

저장소 서비스 주요 목적 적용 사례

Azure Security Concepts ✓ *인프라및네트워크보호

✓ *통합계정관리

✓ *데이터서비스접근보안강화

✓ *통신및저장소의데이터암호화

✓ *데이터격리및파괴

그 동안은 서드파티가 만든 백신을 이용했는데
Azure Security 도입 이후 사내 PC의 운용이나
USB 권한 설정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
어 높은 수준의 보안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CTC바이오

패션플러스

MS에서는 시큐리티 센터 등 보안과 해킹을 전
담하는 팀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Azure 자
체가 하나의 커다란 보안 시스템으로 실시간
보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패션플러스는 안
심할 수 있는 보안환경을 구축 하였습니다.



Why Azure for Security _ 2. 심층 보안 기능

계정 인증 관리Identity & Access Management (IAM)
고객 On-Premise의 AD를 클라우드로 확장. 
동일한 Sign-on 및 Single sign-on 경험을 제공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
보다 강력한 Identity 보호

데이터 보호
built-in 데이터 교차 암호화
방화벽(랜섬웨어 및 DDOS)
스토리지 접근 위임
Azure Key Vault를 이용한 Key관리

네트워크 보안
Network Security Group(NSG)로
Azure내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어
고객 데이터센터와의 안전한 연결
어플리케이션 가용성 보장 위한 추가 보호

선제적위협방어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 방어
공격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위협을 일찍 감지하여 빠르게 대응

보안 통합 관리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보안 상태 통합 관리
Compliance 준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
기존 보안 프로세스와의 통합

Azure Security Service 심층 보안 기능

Azure Security Service 심층 방어 전략

Data



Why Azure for Security _ 3.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이점

시스템 관리 측면의 이점 사용자 측면의 이점

Microsoft가 직접 관리하는 클라우드 보안 다단계 인증 지원

국제 보안 인증 기준의 서비스 제공 Azure 정보 보호

자동 보안 위협 분석 Azure 앱 보호

데이터 손실 방지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지원

Azure Security Service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이점



Why Azure for Security_4.가격 예시

Azure Security Service 가격 예시

*Azure Defender 보안 사용시

리소스 형식

Azure Defender for Servers

가격

~16,419.890원/서버/월
포함된 데이터 – 500MB/일

Azure Defender for App Service

Azure Defender for SQL

Azure Defender for MySQL(미리보기)

Azure Defender for PostgreSQL(미리보기)

Azure Defender for Storage-하나의 구독 내에 있는 모든 스토리지 계정 보호

Azure Defender for IoT

Azure Defender for IoT

Azure Defender for IoT

Azure Defender for Kubernetes

Azure Defender for ACR

Azure Defender for Key Vault

~16,419.890원/App Service/월

~16,869.75원/서버/월

무료

무료

22.493원/10,000개 트랜잭션

무료

1.1247원/월

224.930원/25,000개 트랜잭션

3.01407원/vCore/시간

326.1485원/이미지

22.50원/10,000개 트랜잭션



Microsoft Azure 교육 및 지원 서비스

Microsoft Azure 교육 및 지원 서비스



2020년 12월 메이븐 교육 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3 4

7 8 9 10 11

[기본과정] Power Platform Overview Training
업무 자동화 플랫폼 기본 과정

[HOL] Power BI Hands on Lab
업무 보고서 개발 실습 과정

14 15 16 17 18

[기본과정] Azure Storage & Backup Overview 
Training
전사 데이터 보안 스토리지 & 백업 기본 과정

[HOL] Automate & Apps Hands on Lab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및 앱 개발 실습 과정

21 22 23 24 25

[HOL] Microsoft 365(O365) Hands on Lab
업무 협업 및 보안 환경 구성 실습 과정

[HOL] Power BI Hands on Lab
업무 보고서 개발 실습 과정

28 29 30 31

Azure Storage & Backup & Security 교육



Microsoft Azure 지원 서비스



Microsoft Azure 유지보수 지원 항목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적용 서비스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