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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해설

서버의 OS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액세스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됩니다.

CPU는 서버의 두뇌에 해당하며 전반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입니다.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스토리지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드라이브와 SSD(Solid-State Drive) 모두
서버상에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RAM은 서버의 단기 메모리로
서버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백업(Backup) : 원본이 유실되거나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데이터 사본을 생성하는
절차입니다.

대역폭(Bandwidth) : 초당 비트 단위(bps)로
측정한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 용량입니다.

클라우드(Cloud) : 단일 생태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된 방대한 글로벌 원격 서버
네트워크입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애플리케이션 실행 또는 콘텐츠 제공을
위해 설계됩니다.

컨테이너(Containers) : 한 컴퓨팅 환경에서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격리된 코드, 애플리케이션 및
해당 라이브러리의 표준화 패키지입니다.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CALs) : 서버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선스입니다. Windows Server의
경우,  사용하려는 서버 기능에 따라 다른 CAL이
필요합니다.

클러스터링(Clustering) : 단일 시스템처럼
기능하고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서버 및 기타
리소스 그룹입니다.

재해 복구(Disaster Recovery, DR) : 자연재해
같은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보안 대책 영역 중
하나입니다.

장애 조치(Failover) : 메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예비 장비가 자동으로 역할을
대신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 내구성을 갖춰
장기간 장애 발생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 총괄적인
플랫폼 간 운영을 바탕으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타사 및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활용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입니다.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 가상 운영 플랫폼에
가상 컴퓨터를 생성하여 실행할 목적으로 호스트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지칭합니다.

Hyper-V(Hyper-V) : 가상 컴퓨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Microsoft 기본 하이퍼바이저입니다.
Hyper-V는 일반적으로 64비트 x86 가상 환경에서
Windows Server를 실행합니다.

온프레미스(On-Premises) : 기업이 소유한
물리적 공간에 분산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온프레미스 시스템은 컴퓨팅 하드웨어를
원격이 아닌 직접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다른 제조업체가 판매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칭합니다.

대기 시간(Latency) : 데이터 전송 또는 처리가
지연되는 시간입니다.

레거시(Legacy) : 구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일상적인 작업에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입니다.

서버(Server) :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중앙집중화된
리소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 또는 가상 컴퓨터입니다.

중소∙중견 기업(SMB) : Gartner에 따르면 직원
수가 0~99명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100~999명인 
기업은 중견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VM(Virtual Machine) : 호스트의 물리적 리소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컴퓨터입니다.

가상화(Virtualization) : 가상 버전의
컴퓨터 하드웨어 플랫폼, 스토리지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리소스 등을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서버의 구성 요소
서버의 구성요소는 컴퓨터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운영체제

CPU

스토리지

마더보드는 서버의 심장에 해당하며,
RAM 용량, CPU 유형 및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하드드라이브 수를 결정짓습니다.

마더보드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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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명의 사용자와 50대의 디바이스가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연결형

첫 번째 서버입니다.

1 1개의 물리적 또는 가상 서버 + Hyper-V
2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Edition을 구매하면 최대 2대의 VM 또는 Hyper-V 컨테이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밀도 환경이나
가상화되지 않은 환경에 적합합니다.

25명의 사용자/50대의 디바이스 서버 CALs 불필요

1대의 물리적 또는 가상 서버1

반드시 도메인의 루트에 구현

CAL에 따라, 무제한

2대의 VM

2개의 Hyper-V 컨테이너2

Windows Server 컨테이너 수 무제한

CAL에 따라, 무제한

VM수 무제한

Hyper-V 컨테이너 수 무제한

포함되는 스토리지 기능:
스토리지 복제본 및 스토리지 공간 다이렉트

새로운 네트워킹 스택

보호 VM 및 호스트 보호 서비스

고도로 가상화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서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소 ∙중견기업이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를 서버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Windows Server 2019 에디션
모든 규모의 기업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기술

중소∙중견기업이 Windows Server 2019를 찾는 이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구축

기반이 되는 혁신

Windows Server에 구축된 앱을 통해
비즈니스 민첩성을 가속

보안위협

Windows Server 2019
Essentials Edition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Edition

Windows Server 2019
Datacenter Edition

신종 위협에 대비해
계층화된 보안 체계를 제공

중소 ∙중견기업은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간소화해 줄 서버를 찾고 있습니다. Microsoft가
Windows Server 2019를 개발할 때 고객들은 세 가지 영역에 관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보내 주었습니다.
바로 보안, 데이터센터 효율성, 클라우드 레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사내 안팎에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 관리형/공유형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호스팅하기 위해

데이터 스토리지와
보호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관리 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해

파일과 프린터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 중견기업에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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