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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당면 과제

서버 증가 및 노후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인프라, 보안 취약성, 높은 관리 및 운용 비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개요- 서버 가상화를 통한 과제 해결

기존정보시스템환경 통합정보시스템환경

가상화 기반 IT 인프라를 통해서 IT 운영 비용절감은 물론, 관리 향상과 비즈니스 민첩성 및 지속성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서버가상화효과

서버자원통합운영으로
하드웨어가용성증가

체계적이고안정적인
정보센터이전으로업무

연속성확보

손쉬운이중화(HA) 구성과
유연한자원할당으로
시스템가용성/안정성

확보

정보시스템의효율적
배치를통한그린IT환경

구성

통합구축, 공동활용, 
유지관리, 전력및

관리비용등중복투자방지
및예산절감



기대 효과

IT 운영 및 관리 향상

IT 민첩성 향상

업무 지속성 및 안정성 향상

친환경 대응 강화

IT 인프라 구축/운영 TCO 절감

• 운영 가시성 향상
• 수작업에 따른 오류 최소화

• 신속한 프로비저닝 및 원격 지원
• 유연한 리소스 할당

• 장애 및 재해복구 역량 향상
•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가능

• 에너지비용 절감
• 하드웨어 활용률 최적화
• Green IT 대응

• 단순화된 H/W, Network 구성
• 자동화된 관리 도구를 통한 관리인력 최소화

복잡하고 다양한 서버자원을 통합 및 가상화를 통해 IT 자원의 운영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킴



Microsoft 서버 가상화 솔루션

Microsoft Hyper-V

Microsoft 서버 가상화 솔루션

Microsoft Hyper-V



Microsoft Hyper-V : 서버 가상화 플랫폼

전세계 유수의 고객으로부터 검증된 Microsoft Hyper-V 가상화 플랫폼을 통하여 서버 가상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

제언 배경 및 목적 - 현재의 상황확장성, 성능 및
고밀집도

보안 유연한 인프라
고가용성 및

복원력

스토리지 기능 향상
네트워킹 성능 향상
리소스 관리 향상
가상 워크로드 성능 향상

Hyper-V 확장 스위치
강화

세밀한 네트워킹 보안
BitLocker 를 이용한
물리적 보안

범용 리눅스를 포함한
다양한 오픈소스 지원

가상 컴퓨터 실시간 복제
가상 컴퓨터 이전성
Hyper-V 네트워크 강화

장애 조치 클러스터링
게스트 클러스터링
Hyper-V 복제



Microsoft Hyper-V : 타사 솔루션 비교

시스템 리소스
Windows Server 2012 

R2 Hyper-V
VMware vSphere 5.5 

Enterprise Plus

물리 호스트

논리 프로세서 320 320

물리 메모리 4TB 4TB

호스트당 가상 CPU 2,048 4,096

가상머신(VM)

VM 당 가상 CPU 64 64

VM 당 메모리 1TB 1TB

호스트 당 활성 VM 1,024 512

게스트 NUMA O O

클러스터
최대 노드 64 32

최대 VM 8,000 4,000

고가용성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지원 게스트 클러스터링 O X

동적 메모리 지원 게스트 클러스터링 O X

복제 3개 사이트 2개 사이트

기타
부팅 및 UEFI 펌웨어 지원 VM O X

AVMA(Automatic Virtual Machine Activation) O X

기본 기능의 차이와 그에 따른 다양한 비교 우위 특장점을 보유



Microsoft Hyper-V : System Center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모든 플랫폼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 사이클 관리, 프로세스 통합 및 자동화 기능 제공



Microsoft Hyper-V : 통합 인프라 구현

통합 정보시스템 환경 구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가용성 획득 및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을

확보할 수 있음

통합가상화서버 통합가상화서버 물리적서버통합가상화서버

가상머신 가상머신 가상머신 가상머신 가상머신가상머신



표준 구성 예시(가상 머신 20대 기준)

Active

Passive

iSCS or FCSAN Storage

Passive

Active

Secondary

Primary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물리 서버의 안정성과 운영 관리를 위한 이중화 구성 예시



표준 하드웨어 구성(가상 머신 20대 기준)

구축 범위 및 요건 사항에 따라 상기 하드웨어 권장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하드웨어는 서버
가상화 통합에 활용 가능할 수 있음. 

용도 권장 사양 수량

서버 가상화

통합서버

• CPU:  Intel® Xeon® E5-2600v2 (6코어, 2.6GHz) * 2 way

• RAM:  128 GB 이상

• NIC: 1GbE * 8 Ports 이상 ( 관리 전용 NIC * 1 /  Heart Beat Network NIC * 1 /   가

상 머신 공유 NIC * 2  : Teaming 구성 시 * 2배 수의 NIC 필요 ) 

* 고객사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NIC는 변경될 수 있음

• HDD : SAS 15K 146GB * 2 ea. (RAID  1 구성 for System Partition) 

• 8Gb FC HBA 

2  ea. 

(Active 2ea)

운영서버

• CPU:  Intel® Xeon® E5-2600v2 (4코어, 2.6GHz) * 2 way

• RAM:  64 GB 이상

• NIC: 1GbE * 8 Ports 이상 ( 관리 전용 NIC * 1 /  Heart Beat Network NIC * 1 /   가

상 머신 공유 NIC * 2  : Teaming 구성 시 * 2배 수의 NIC 필요 ) 

* 고객사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NIC는 변경될 수 있음

• HDD : SAS 15K 146GB * 2 ea. (RAID  1 구성 for System Partition) 

• 8Gb FC HBA 

2  ea. 

(Active 2ea)

FC SAN

스토리지

• 실제 사용 중인 데이터 사이즈 : 1 TB * 1.5 배 (최소 디스크 공간 권장 수치)

= 1.5 TB (Usable 용량)

• 기타 SAN Switch 등의 기반 인프라 필요

기존 장비 활용

네트워크 L2 Switch • Gigabit Switch (호스트 관리, 가상 머신 네트워크 등에 대한 구성) 기존 장비 활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성(가상 머신 20대 기준)

가상화관리(System Center)를위한 SQL 서버라이선스는 System Center 라이선스에포함되어있음.

WinSvrCAL 라이선스는 GA/GAS 계약 시 제외

영역 구분 SW 수량 설명

OS OS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Edition x64
2식

(2 PL/1식)
OS (운영관리 서버를 위한 Windows 
Server (Hyper-V) 라이선스)

OS OS
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 Edition 

x64
2식

(2 PL/1식)
OS (서버통합을 위한 Windows 
Server (Hyper-V) 라이선스)

System Center

System Center Standard L&SA
2식

(2 PL/1식)
운영관리를 위한 가상머신 및 물리
서버 관리를 위한 솔루션 라이선스

System Center Datacenter L&SA
2식

(2 PL/1식)
통합된 가상머신 및 물리서버 관리
를 위한 솔루션 라이선스



타사 솔루션 비용 비교

2CPU를 가진 1대의 물리서버를 1년간 운영 시 비용 비교 예시

Hyper-V (Windows Server 
2012 R2 Datacenter)

vSphere 5.5 Enterprise Plus 비고

가상화 \7,386,000 \9,436,800
vSphere:  

\4,194,000/cpu, 
\1,048,800/S&S(1Y)

관리
\4,328,400

(System Center 2012 R2)
\7,492,800
(vCenter)

\5,994,000(vCenter),  
\1,498,800(Production) 

\11,714,400 \16,929,600

가상 머신 운영체제
라이선스

(Windows Server)
무제한 지원

운영하는 Windows Server
마다 개별 라이선스 필요

https://www.whatmatrix.com/ 참조

https://www.whatmatrix.com/


구축 사례

솔루션 도입 목적 및
도입 진행 솔루션

고객
규모

(물리 호스트 기준)

정보시스템 통합
Hyper-V & SystemCenter

D공사 10대 이하 (10대 이상 2차 확장 사업 중)

B공단 10대 이하

H연구원 10대 이하

K연구소 10대 이하

J중앙회 10대 이하

H연구원 10대 이하

B진흥원 10대 이하

H연구원 10대 이하

E공단 10대 이하

N기금 10대 이하

H연구원 10대 이하

D회의소 10대 이하

H연구원 10대 이하

S본부 10대 이하

H공사 10대 이상



구축 사례 – H 공사

ERP, 
Legacy(내/외부망)

관리서버
• SCVMM 201 2 R2
• SCOM 201 2 R2
• SQL 201 2

가상머신 P2V
• ERP 1 3 대
• Legacy 1 2 

대

스위치

스토리지

Hyper-V
Legacy 용

Hyper-V
ERP(외부망)

Hyper-V
ERP(내부망)



구축 사례 – D 공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