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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Pricing Calculator의 기능

AWS Pricing Calculator란 무엇인가
요?

AWS Pricing Calculator사용 사례에 대한 추정치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계획 도구입니
다.AWS 이를 사용하여 솔루션을 구축하기 전에 솔루션을 모델링하고,AWS 서비스 가격대를 탐색하고, 예상
치를 뒷받침하는 계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mazon Web Services Services를 사용할 때 지출 
방법을 계획하고, 비용 절감 기회를 찾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AWS. AWS사용량을 재구성하거
나 확장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합니다. AWS Pricing Calculator를 사용하는 데 클라우드 또는 AWS에 대
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웹 기반 콘솔 https://calculator.aws/#/ 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의 기능
AWS Pricing Calculator을 사용하여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가격 보기 — 서비스 구성의 예상 가격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또는 서비스 그룹별 
예상 가격을 확인하여 아키텍처 비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그룹을 사용하여 계층적 추정 — 명확한 서비스 비용 분석을 위해 예측치를 아키텍처에 맞게 그룹으로 정
렬합니다.

• 추정치 공유 — 각 추정치의 링크를 저장하여 나중에 공유하거나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정치는AWS 
공용 서버에 저장됩니다.

• 추정치 내보내기 — 예상치를 CSV 또는 PDF 형식으로 내보내 이해관계자와 현지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
다.

AWS Pricing Calculator 요금
AWS Pricing Calculator무료로 제공됩니다. 예상AWS 수수료 및 요금을 제공하지만 추정치에는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입력한 정보에 대한 가격 책정 세부 정보만 제공합
니다. 마케팅 페이지의 가격이 기존 가격과 다를AWS Pricing Calculator 경우AWS 마케팅 페이지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AWS 서비스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을 참조하세요.

AWS Pricing Calculator에서 추정에 사용하는 가격은 AWS 가격표 API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AWS가격표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AWS Billing 설명서의AWS 가격표 API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추가AWS Pricing Calculator 리소스
다음 리소스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AWS Pricing Calculator.

• AWS Pricing Calculator자주 묻는 질문 —AWS 마케팅 페이지에 나와 있는 FAQ를 살펴보세요.
• AWS Pricing Calculator가격 책정 가정 —AWS Pricing Calculator 가격에 대한 고지 사항을 이해하십시오.
• AWSIQ —AWS IQ에 대한AWS 공인 전문가와 Connect 추정에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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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Pricing Calculator 사용을 위한 사전 조건

AWS Pricing Calculator 설정
다음은 시작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AWS Pricing Calculator 정보입니다.

AWS Pricing Calculator 사용을 위한 사전 조건
AWS Pricing Calculator를 사용하기 위해 AWS 계정이나 AWS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견적을AWS 받기 위해 견적을 받기 위해 사용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
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센터별, 실행할 제품 또는 지역 스택별로 예상치를 세분화할지 결정하세요.AWS 그
런 다음 그룹 기능을 사용하여 추정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에 액세스
AWS Pricing Calculator웹 기반 콘솔을 통해 https://calculator.aws/#/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
는 API가 없습니다.

를AWS Pricing Calculator 사용하여 원하는 서비스가AWS 리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월별 예상 비
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보려면 해당 서비스 사용 설명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중국 지역의 예상 비용은 https://calculator.amazonaws.cn/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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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사용

시작하기
이 장에서는 사용AWS Pricing Calculator 사례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 Pricing Calculator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주제
• AWS Pricing Calculator 콘솔 사용 (p. 3)
• 견적 생성, 서비스 구성, 서비스 추가, 입력 내용 편집, 대량 견적 생성 (p. 4)

AWS Pricing Calculator 콘솔 사용
는 네 개의 주요 콘솔 페이지로AWS Pricing Calculator 구성되어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이 페이지는 주요 리소스로 연결됩니다. 이 사용 설명서, FAQ 및 가격 책정 기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링크: https://calculator.aws/#/
서비스 추가

견적 작성을 시작할 때 서비스 추가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AWS Pricing Calculator 지원
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계산기가 있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계산기가 있으며, 일부 사용 사례에서는 하
나의 계산기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검색 메뉴를 사용하여 서비스 이름 또는 키워드를 입력합니
다. 제품 페이지 링크를 통해 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링크: https://calculator.aws/#/addService
계산기 구성

계산기 구성 페이지를 사용하여 서비스 계산기에 대한 사용자 지정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에는 
설명 (선택 사항), 예상치를 생성할AWS 지역 선택, 사용 사례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기타 입력이 포함됩
니다. 추정 결과를 확인하고 각 추정치의 근거가 되는 계산을 검토하십시오. 페이지 하단에 있는 Go to
My Estimate를 사용하여 내 견적 페이지에 서비스 견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견적에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서비스 추가 계속을 선택하십시오.

직접 링크 (예): https://calculator.aws/#/createCalculator/Athena

개별 서비스 계산기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 견적 페이지

예상 요약 섹션: 이 섹션에는 선결제 비용, 월별 비용 및 총 12개월 비용으로 추정치가 표시됩니다. 총 12
개월 비용은 모든 추정치와 그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선결제 금액과 월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선결제 비용에는 서비스를 설정할 때 지불해야 할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월별 비용은 진행 중인 달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룹 및 내 견적 섹션: 이 섹션은 서비스 계산기 목록을 보여 주는 작업 섹션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서비
스를 추가하고 검색 표시줄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이전 예상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견적을 CSV 또는 PDF 파일로 내보내고, 견적 링크를 공유하고,AWS 콘솔로 이동하여 로
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링크: https://calculator.aws/#/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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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작성

Note

AWS일부AWS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리 티어를 제공합니다. 프리 티어는 제한
된 기간 동안 특정 인스턴스 또는 사용량에만 적용됩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프리 티어
는AWS Pricing Calculator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프리 티어를 사
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만료 예정인 프리 티어를 예상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견적 생성, 서비스 구성, 서비스 추가, 입력 내용 편
집, 대량 견적 생성

추정을 생성할 때 추정에 직접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그룹을 만들어 그룹에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mazon EC2 인스턴스로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견적을 작
성하세요.

추정을 생성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엽니다.
2. Create estimate(추정 생성)를 선택합니다.
3. 서비스 추가 페이지에서 선택하려는 서비스를 찾은 다음 구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구

성 (p. 4)을 참조하세요.
4. 예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5. 위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6. [Region]을 선택합니다.
7. 값을 입력하여 예상 서비스를 구성하십시오.
8. (선택 사항) 견적에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저장 및 서비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9. 예상 세부 정보를 보려면 저장 및 요약 보기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예상치를 작성하려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는 Amazon EC2 인스
턴스를 추가합니다.

견적에 맞는 서비스를 구성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addService 에서 서비스 추가 페이지를 엽니다.
2. 검색Amazon EC2 표시줄에 입력하고 구성을 선택합니다.
3. 설명 필드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4. 위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5. [Region]을 선택합니다.
6. 계산기 뷰에는 기본값이 미리 로드되어 있으므로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도 시작 예상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매개변수의 모든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경우 기본값을 유
지할 수도 있습니다.

• Tenancy
• 운영 체제
• 워크로드
• Amazon EC2 인스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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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항) 그룹 추가

• Amazon EC2 인스턴스: 인스턴스 이름 또는 필터 (인스턴스 패밀리, vCPU, 메모리, 네트워크 성능) 별
로 검색합니다.

• 요금 옵션
• 예약 기간
• 결제 옵션

7. (선택 사항) 추정치의 기반이 되는 계산을 보려면 계산 보기를 선택합니다.
8. (선택 사항) Amazon EBS 섹션에서 각 Amazon EC2 인스턴스의 스토리지를 선택하고 스토리지 용량을 

입력합니다.

Amazon EBS 볼륨을 추가하지 않으려면 를 입력하십시오0.
9. (선택 사항) 세부 모니터링 섹션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인스턴스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을 활성화합니

다.
10. (선택 사항) 데이터 전송 섹션에서 Amazon EC2에서 송수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11. (선택 사항) 엘라스틱 IP 계산기를 사용하여 엘라스틱 IP 주소의 비용을 추정하세요.
12. (선택 사항) 추가 비용 섹션에서 예상 비용에 추가할 필요 비용을 입력합니다.
13. (선택 사항) 견적에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저장 및 서비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14. 예상 세부 정보를 보려면 저장 및 요약 보기를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그룹 추가
그룹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함께 구성하세요. 각 그룹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사
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견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센터, 서비스 스택, 제품 아키텍처 또
는 클라이언트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그룹을 사용하여 추정치 정리하기 (p. 9).

추정에 그룹을 추가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estimate .
2.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3.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4.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더 많은 서비스 추가
서비스를 더 추가하여 아키텍처에 대한 전체 추정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에 대한 추정치를 보
여주는 프로세스 예제 및 자습서는 을 참조하십시오서비스 견적 예시 (p. 15).

견적에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estimate .
2. 왼쪽 패널에서 서비스를 추가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3. 서비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서비스를 검색하고 구성을 선택합니다.
5. 값을 입력하여 예상 서비스를 구성하십시오.
6. (선택 사항) 견적에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저장 및 서비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7. 예상 세부 정보를 보려면 저장 및 요약 보기를 선택합니다.
8. 필요에 따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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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입력
견적에 추가된 서비스에 대한 입력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입력을 편집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estimate .
2. My Estimate 섹션에서 업데이트하려는 서비스를 찾은 다음 편집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변경 사항을 편집하고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My Estimate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대량 견적 생성
의 대량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 및 Amazon EBS 볼륨의 여러 입력 구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AWS Pricing Calculator Excel 템플릿을 사용하여 대량 입력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Note

각 대량 업로드 시 최대 1,000행까지 입력 구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량 견적을 생성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엽니다.
2. Create estimate(추정 생성)를 선택합니다.
3. 대량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4. 대량 견적을 받으려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5. (선택 사항)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6. 템플릿 다운로드 섹션에서 Excel 템플릿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으려는 서비스의 

Excel 템플릿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7. 템플릿 파일의 지침에 따라 Excel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Amazon EC2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EC2 인스턴스 템플릿의 입력 열 정의 (p. 6).
8. 엑셀 파일 업로드 섹션에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면 입력 매개변수의 유효성이 검사됩니다. 입력 구성 중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 오류 보기를 선택하여 오류 목록을 보고 다운로드하십시오. 다운로드한 파일은 파일의 각 행
에 대한 오류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류가 수정되면 템플릿을 다시 업로드하세요.
9. 예상 요약을 보려면 저장 및 요약 보기를 선택합니다. 예상 요약에는 성공적으로 검증된 각 입력 행에 대

한 추정치가 포함됩니다.
10. 예상 요금에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하려면 저장 및 서비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템플릿의 입력 열 정의
이 목록은 Amazon EC2 대량 입력 추정치에 필요한 열을 정의합니다.

그룹

그룹을 정의하여 추정치를 정리하세요. 그룹 이름은 영숫자 문자열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 문자><, 및 
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그룹을 사용하여 추정치 정리하기 (p. 9)을 참조하세요.

예: Beta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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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견적 생성

Description

견적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그룹 이름은 영숫자 문자열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 문자><, 및 를 포
함할 수 없습니다&.

예: windows estimate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AWS 리전

Amazon EC2 인스턴스의 단원을 입력합니다.AWS 리전 Amazon EC2 요금 계산기 사용하여 사용 가능
한 지역 코드 및 관련 지역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us-east-1

필수 항목 여부: 예
운영 체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실행할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예: Linux

필수 항목 여부: 예
인스턴스 유형

Amazon EC2 이름을 입력합니다. Amazon EC2 요금 계산기 및 Amazon EC2 요금 페이지를 사용하여 
선택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Amazon EC2 인스턴스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gionOperating 
system

예: a1.medium

필수 항목 여부: 예
Tenancy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실행할 테넌시를 선택합니다.

예: Shared instances

필수 항목 여부: 예
인스턴스 개수

추정에 Amazon EC2 설명을 입력합니다.

예: 10

필수 항목 여부: 예
가정된 사용

Amazon EC2 인스턴스의 단원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는 선택한 사용 유형이 인 경우에만 적용됩니
다Hours per week.

예: 10

필수 항목 여부: 예
사용 유형

워크로드에 따라 사용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Hour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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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견적 생성

필수 항목 여부: 예
구입 옵션

가격 옵션을 선택하세요.

예: 1 Yr No Upfront Compute Savings Plan

필수 항목 여부: 예
스토리지 유형

Amazon EBS 볼륨 스토리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 General Purpose SSD (gp2)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인스턴스당 스토리지 용량

인스턴스당 GB 단위로 스토리지 용량을 입력합니다.

예: 12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인스턴스당 프로비저닝

볼륨당 프로비저닝 IOPS를 입력합니다. 선택한 스토리지 유형이General Purpose SSD 
(gp3)Provisioned IOPS SSD (io1), 또는 인 경우에 적용됩니다Provisioned IOPS SSD 
(io2).

예: 100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인스턴스당 EBS 처리량

볼륨당 처리량을 MBps 단위로만 입력합니다. 선택한 스토리지 유형이 인 경우에 적용됩니다General 
Purpose SSD (gp3).

예: 5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스냅샷 빈도

스냅샷 주기를 선택합니다.

예: Daily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인스턴스당 EBS

스냅샷당 변경된 양을 GB 단위로만 입력합니다.

예: 10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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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사용

추정치 생성 모범 사례
이 장에서는AWS Pricing Calculator 추정치를 생성하기 위한 몇 가지 모범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상치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기본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를 사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운영 체제의 종류, 메모리 요구 사항 및 필요한 I/O 양을 알
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하려면 스토리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지 여부와 필요한 서버를 사용할 기간을 결정하십시오. AWS Pricing Calculator서비스 구성 및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특정 사용 사례 및 예산에 맞는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를 생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견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 AWS Support플랜을 추가하시겠습니까?
• 추후에 견적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제
• 그룹을 사용하여 추정치 정리하기 (p. 9)
• 견적에AWS Support 비용 추가 (p. 10)
• 견적 공유하기 (p. 11)
• 추정치 내보내기 (p. 12)
• 단순 월간 계산기 예상치에서 다음 주소로 마이그레이션AWS Pricing Calculator (p. 13)

그룹을 사용하여 추정치 정리하기
그룹을 정의하여AWS 추정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비용 센터별 추정치를 제공하는 등 회사의 조직 
방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 스택이나 제품 아키텍처와 같은 다른 조직 방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AWS 설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가격을 책정한다고 가정합니다. 설정의 
각 변동에 대해 서로 다른 그룹을 사용하고 여러 설정에 대한 추정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를 운
영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단일 추정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계 학습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또 다른 추정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AWS 사용량 추정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그룹은 비교하는 데도 유용합니다AWS 리전. 각 지역에 대한 그룹을 생성하여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서버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룹에서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에 대한 
추정을 생성하고 다른 그룹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서울) 에 대한 추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가지 추정치를 비교하여 특정 사용 사례와 예산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룹 만들기
그룹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함께 구성하세요. 각 그룹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사
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견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센터, 서비스 스택, 제품 아키텍처 또
는 클라이언트별로 견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최대 다섯 개의 중첩된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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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그룹

추정에 그룹을 추가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estimate .
2.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3.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4.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이동 그룹
그룹 및 서비스를 이동하여 견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위 그룹과 서비스는 작업의 일부로 이동됩니
다.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단일 또는 여러 그룹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이동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estimate .
2. 확인란을 사용하여 이동할 그룹 및 서비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3. [이동 대상] 을 선택합니다.
4. 드롭다운에서 대상 그룹을 선택합니다.
5. 이동을 선택합니다.

Note

선택한 지원 플랜에 대한 예상치는 그룹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AWS Support 계산기를 그룹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견적에AWS Support 비용 추가
를 사용하여 예상AWS Support 비용에 비용을 추가할 수AWS Pricing Calculator 있습니다. 원하는 지원 플랜
을 직접 선택하거나 사용 요구 사항에 맞는 권장 사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AWS Support

주제
• 권장 사항을 사용한AWS Support 추정치 생성 (p. 10)
• 선호하는 플랜을 선택하여AWS Support 견적 생성 (p. 11)

권장 사항을 사용한AWS Support 추정치 생성
제공된 질문을 사용하여 필요에 맞게AWS Support 플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을 사용하여AWS Support 추정치를 생성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개장합니다.
2.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견적을 생성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견적 생성, 서비스 구성, 서비스 추

가, 입력 내용 편집, 대량 견적 생성 (p. 4)을 참조하세요.
3. https://calculator.aws/#/estimate .
4. 지원 추가를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예측예측기
6. 고급 기술 지원에서 원하는 상호 작용을 선택합니다AWS Support.
7. 높은 심각도 응답 시간에서 중요한 시스템 문제에 대해 선호하는 응답 시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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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Pricing Calculator 사용 설명서
선호하는 플랜을 선택하여AWS Support 견적 생성

8. Support 권장 사항에서 사용 가능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과 일치하지 않는 옵션은 회색으로 표시되며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즈니스 지원 플랜만 해당) 비즈니스 지출에서 비즈니스에서 매월AWS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금액 범위를 선택합니다.
• (기업 지원 플랜만 해당) 기업 지출에서 기업이 매달AWS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금액 범위를 선택

합니다.
9. (선택 사항) 추정치의 기반이 되는 계산을 검토하려면 계산 보기를 선택합니다.
10. Add to my estimate(내 추정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11. (비즈니스 및 엔터프라이즈 플랜만 해당) 팝업 창에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선호하는 플랜을 선택하여AWS Support 견적 생성
원하는AWS Support 플랜을 직접 선택하고 견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을 사용하지 않고AWS Support 추정치를 생성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개장합니다.
2.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견적을 생성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견적 생성, 서비스 구성, 서비스 추

가, 입력 내용 편집, 대량 견적 생성 (p. 4)을 참조하세요.
3. https://calculator.aws/#/estimate .
4. 지원 추가를 선택합니다.
5. Support 권장 사항에서 사용 가능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비즈니스 지원 플랜만 해당) 비즈니스 지출에서 비즈니스에서 매월AWS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금액 범위를 선택합니다.

• (기업 지원 플랜만 해당) 기업 지출에서 기업이 매달AWS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금액 범위를 선택
합니다.

6. (선택 사항) 추정치의 기반이 되는 계산을 검토하려면 계산 보기를 선택합니다.
7. Add to my estimate(내 추정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8. (비즈니스 및 엔터프라이즈 플랜만 해당) 팝업 창에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견적 공유하기
생성한 각 견적에 대해 고유한 공개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 추정치를 공
유하거나 나중에 추정치에 다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추정은 AWS 퍼블릭 서버에 저장됩니다.

견적을 변경하려면 다시 저장해야 합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원치 않는 덮어쓰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한 링크에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는 공유 링크를 일반적인 사용 사례의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복잡
한 견적을 작성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생성된 링크가 없으면 견적에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생성된 링크는 업데이트와 함께 자동 저장되지 않습니다. 견적을 변경하는 경우 새 공유 가능한 링
크를 생성해야 합니다.
공개 공유 링크는 3년 후에 만료됩니다.

주제
• 추정 링크 생성 (p. 12)
• 업데이트된 추정에 대한 새 링크 생성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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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Pricing Calculator 사용 설명서
추정 링크 생성

추정 링크 생성
견적을 작성하고 결과를 공유하려면 공유 링크를 생성하세요.

공개 공유 링크를 만들려면

1. https://calculator.aws/#/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엽니다.
2.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예상치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견적 생성, 서비스 구성, 서비스 추

가, 입력 내용 편집, 대량 견적 생성 (p. 4)을 참조하세요.
3. https://calculator.aws/#/estimate .
4. [Share]를 선택합니다.
5. 공용 서버 승인을 읽고 동의 후 계속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future 방문 시 다시 보여주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공개 링크 복사를 선택하여 생성된 링크를 복사합니다.

예상 금액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공유 링크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된 추정에 대한 새 링크 생성
기존 견적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공유 링크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추정을 업데이트하고 새 링크를 생성하려면

1. 브라우저의 탐색 표시줄에 고유한 링크를 복사하여 저장된 추정을 엽니다.
2. 견적 페이지에서 수정하려는 서비스를 찾은 다음 편집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변경한 후 Save(저장)를 선택하여 Estimate(추정)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4. 공유를 선택하여 견적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십시오.

변경한 내용은 원래 공유 링크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원래 링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추정치 내보내기
AWS Pricing Calculator견적을 PDF 또는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측치를 생성하는
AWS Pricing Calculator 데 사용한 파라미터를 저장하여 콘솔에서AWS 서비스를 설정할 때 해당 파라미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PDF에는 견적에 대한 공유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 추정을 내보내려면

1. https://calculator.aws/#/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개장합니다.
2.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견적을 생성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견적 생성, 서비스 구성, 서비스 추

가, 입력 내용 편집, 대량 견적 생성 (p. 4)을 참조하세요.
3. https://calculator.aws/#/estimate 에서 내 견적 페이지를 여세요
4. 내보내기 드롭다운을 사용하여CSV 또는 를 선택합니다PDF.
5. 승인 내용을 읽고 OK를 선택합니다.
6. 대화 상자에서 Save File(파일 저장)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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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Pricing Calculator 사용 설명서
간단한 월간 계산기에서 마이그레이션하기

단순 월간 계산기 예상치에서 다음 주소로 마이그레
이션AWS Pricing Calculator

Important

단순 월간 계산기 (SMC) 는 2023년 3월 31일 오후 11시 59분 (태평양 표준시) 에 표준 지원이 종료
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SMC에서 새 추정치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저장된 SMC 추정치를 이 섹
션에 설명된 단계를AWS Pricing Calculator 사용하여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환 기능은 태평양 
표준시 기준 2023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기존 SMC 추정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환 기능을AWS Pricing Calculator 사용하여 마이그
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된 SMC 추정치에 액세스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SMC 추정치를 다음과 호환되는 추정치로 변환하려면AWS Pricing Calculator

1. 고유한 SMC 견적 링크를 복사하여 브라우저에 붙여넣습니다. 저장 및 공유 대화 상자에서 예상 전환 상
태를 볼 수 있습니다.

2. 에서 생성된 견적의 URL을 복사하려면 링크 복사를 선택합니다AWS Pricing Calculator.
3. (선택 사항) SMC 추정치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경우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하여 전환이 실패한 

이유를 확인하십시오.AWS Pricing Calculator
4. 확인(OK)을 선택합니다.
5. 생성한 항목AWS Pricing Calculator (2단계) 을 복사하여 브라우저에 붙여넣습니다.
6. 에서 생성된 링크를 저장하면AWS Pricing Calculator 나중에 견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월간 계산기와AWS Pricing Calculator 추정치의 
차이점
SMC 견적과AWS Pricing Calculator 추정치가 총 비용과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AWS프리 티어 가격: 비용 계산에서 프리 티어 가격을 고려하지AWS Pricing Calculator 않습니다.
• 기간: 한 달에 730시간을 사용하여 비용을AWS Pricing Calculator 계산합니다. 이는 1년 365일 x 하루 24

시간을 1년 12개월 동안 계산한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에서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 및 기능AWS Pricing Calculator
이전에 저장한 단순 월간 계산기 추정치가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을 수AWS Pricing Calculator 있
습니다. 이는 현재 일부 서비스 및 기능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AWS Pricing Calculator 다음 표에는 현
재 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요약되어AWS Pricing Calculator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 가격 책정 기능은 에서 지원되지 않음AWS Pricing 
Calculator

Amazon EC2 추가T2/T3/T4g 무제한 CPU 사용 시간

레거시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인스턴스 패밀리

Amazon S3 전송 가속화

Glacive Deve

지역 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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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간 차이점

서비스 이름 가격 책정 기능은 에서 지원되지 않음AWS Pricing 
Calculator

아마존 CloudFront HTTP 요청

무효화 요청

SSL 인증서

Amazon RDS RDS Auror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Amazon DynamoDB 전역 테이블

아마존 CloudWatch 아카이빙된 로그

지표 스트림

Amazon Redshift 이전 세대 노드 유형

Amazon S3 Glacier Glacive Deve

아마존 CloudSearch 전체 서비스

Amazon SimpleDB 전체 서비스

AWS Key Management Service 고객 관리 키 (CMK) - 다중 지역

Note

예상치를 변경하려면AWS Pricing Calculator 공유 가능한 링크를 새로 생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견적 공유하기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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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예측치 생성

서비스 견적 예시
이 섹션에서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하는AWS Pricing Calculator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
여주는 예제 및 자습서를 제공합니다.

주제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예측치 생성 (p. 15)
• Amazon EC2 기반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 추정치 생성 (p. 18)
• Amazon EC2 전용 호스트에서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 추정치 생성 (p. 29)
• AWS현대화 계산기를 사용하여 Microsoft 워크로드 추정치 생성 (p. 32)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예
측치 생성

Amazon EC2 요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전용 호스트의 비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견적을 시작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createCalculator/EC2 에서 Amazon EC2 견적 페이지를 여십시오.
2. Amazon EC2 추정치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3. 드롭다운에서 위치 유형 및 지역을 선택합니다.

계산기 뷰에는 기본값이 미리 로드되어 있으므로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도 시작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매개변수의 모든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경우 기본값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추정 경로에는 다음과 같은 섹션 및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주제
• Amazon EC2 인스턴스 사양 (p. 15)
• 가격 옵션 (p. 16)
• 아마존 EBS 추정치 추가 (p. 17)
• 세부 모니터링 비용 추가 (p. 17)
• 데이터 전송 추정치 추가 (p. 18)
• 탄력적 IP 비용 추가 (p. 18)
• 추가 비용 추가 (p. 18)

Note

Amazon EC2 추정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습서는 을 참조하십시오시작하기 (p. 3).

Amazon EC2 인스턴스 사양
이러한 설정에 따라 예상 값을 생성하는 데AWS Pricing Calculator 사용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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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옵션

테넌시 선택

테넌시의 기본값은 입니다Shared Instances.
운영 체제 선택

Amazon EC2 인스턴스의 운영 체제입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선택한 OS와 일치하는 Amazon 머
신 이미지 (AMI) 를 사용하여 추정치를 생성합니다.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운영 체제 (OS) 를 선택합
니다. OS의 기본값은 Linux입니다.

인스턴스 유형 선택

AWS Pricing Calculator사용 가능한 모든 인스턴스 유형을 나열합니다. 검색 창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필터링합니다.

이름으로 인스턴스 유형 검색

원하는 인스턴스 패밀리 또는 인스턴스 크기를 알고 있다면 인스턴스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
다. 예를 들어,t2.medium 인스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최소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인스턴스 유형 검색

최소 요구 사항은 원하는 인스턴스의 사양을 알고 있을 때 가장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4개의 vCPU
와 16GB의 메모리를 갖춘 인스턴스를 검색하여 원하는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Amazon EC2 인스턴스 패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C2 인스턴스 수

기본값은 1입니다. 기본값은 필요한 최소 수이므로 AWS Pricing Calculator에서는 이 기본값을 사용합
니다.

워크로드

워크로드는 Amazon EC2 사용량과 일치하는 사용 패턴입니다. 사용하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워크로드
를 선택하면 구매할 수 있는 온디맨드 및 미사용 RI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RI와 온
디맨드 인스턴스 조합으로 사용량을 충당합니다. 추정에 대한 워크로드를 두 개 이상 정의할 수 있습니
다.

지속적인 사용

이 워크로드는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부하가 있는 사용 사례에 적합합니다. 여기에는 웹 사이트에 트래
픽을 기록하거나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등의 사용 사례가 포함됩니다.

데일리 스파이크

이 워크로드는 하루에 한 번 최고조에 달하는 사용 패턴에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자정에 여러 작업
을 실행해야 하거나 아침 뉴스가 급증하는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주간 스파이크

이 워크로드는 일주일에 한 번 최고조에 달하는 패턴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 게시되는 
블로그 및 주간 TV 프로그램과 같은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월간 스파이크

이 워크로드는 매월 한 번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트래픽(예: 월별 송장, 급여, 기타 월간 보고서)에 가장 적
합합니다.

가격 옵션
이러한 설정에 따라 추정치를 생성하는 데AWS Pricing Calculator 사용하는 가격 책정 전략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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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Pricing Calculator 사용 설명서
아마존 EBS 추정치 추가

가격 책정 모델

요금 모델은 pay-as-you-use 인스턴스를 검색할지 아니면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검색할지를 
결정합니다. 인스턴스를 예약하는 것은 인스턴스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약 약관

예약 인스턴스 (RI) 를 예약하면 계약 기간 동안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1년 또는 3년 계약입
니다.

기본값은 1년입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이 기본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험해 보는 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옵션이기 때문입니다AWS.

결제 옵션

RI의 경우 결제 옵션에 따라 예약에 대한 지불 시기가 결정됩니다. 전체 예약 선결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큰 액수의 일회성 결제이지만 월별 결제 요금이 없습니다. 부분 선결제 및 월별 결제로 RI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결제 비용은 줄어들지만 월별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결제 없이 결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월 단위로만 지불하면 됩니다. 전체 선결제 옵션이 할인율이 가장 높지만, 선결제 
없음 및 부분 선결제 옵션은 특정 기간 동안 요금을 분할하여 지불합니다.

결제 옵션의 기본값은 입니다No Upfront. AWS Pricing Calculator이 기본값을 사용하면 시작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EC2 인스턴스의 예상 사용률

Amazon EC2 인스턴스의 예상 사용량을 입력합니다. 이 기능은 온디맨드 요금 전략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스팟

계산기는 선택한 인스턴스의 과거 평균 할인율을 보여줍니다. 견적 생성을 위해 백분율 discount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BS 추정치 추가
이러한 설정은 사용자를 위한 추정치를 생성하는 데AWS Pricing Calculator 사용하는 Amazon EBS 설정을 
결정합니다. Amazon Elastic Elastic Block Store (Amazon EBS) 는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지 유형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백업, 부트 볼륨 생성 또는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실행
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mazon Elastic Block Store 관련 자세한 정보는 Amazon Elastic Block 
Stor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토리지 볼륨

스토리지 볼륨은 Amazon EBS가 인스턴스에 할당하는 스토리지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유형마다 기능
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팅 볼륨 및 백업과 같은 특정 사용 사례에 맞게 더 나은 I/O와 더 빠른 계산을 
선택하거나 더 느리고 저렴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금액

스토리지 용량은 Amazon EBS 볼륨의 스토리지 용량을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30 GB입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 Amazon EBS 볼륨을 연결하지 않은0 GB 경우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ttps://calculator.aws/#/createCalculator/EBS 에서 독립형 Amazon EBS 계산기를 
구성하고 추정치에 추가하여 추가 Amazon EBS 볼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모니터링 비용 추가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기본 모니터링을 위해 켜져 있습니다. 세부 모니터링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부 모니터링이 켜지면 Amazon EC2 콘솔에 인스턴스에 대한 1분 모니터링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세부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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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Pricing Calculator 사용 설명서
데이터 전송 추정치 추가

데이터 전송 추정치 추가
Amazon EC2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데이터의 양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추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디맨드 요금 페
이지 의 데이터 전송 섹션을 참조하세요.

탄력적 IP 비용 추가
실행 중인 인스턴스와 연결되어 있는 Elastic IP (Elastic IP) 주소는 한 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
가 EIP를 해당 인스턴스와 연결하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와 연결된 각 추가 EIP에 대해 시간당 비례 할당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소액의 시간당 요금이 실행 중인 인스턴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중지된 인스턴스 또
는 분리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액의 시간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
디맨드 요금 페이지 의 탄력적 IP 주소 섹션을 참조하세요.

추가 비용 추가
Amazon EC2 예상 요금에 사용자 지정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추정치에 포함하려는 플
레이스홀더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기반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 추정치 
생성

의 워크로드 계산기를 사용하여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에 대한 Microsoft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Amazon EC2) 에 대한AWS 테넌시 자격 요건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AWS 
Pricing Calculator 워크로드 계산기를 사용하여 최소 정보 및 파라미터를 사용하여AWS 비용을 추정할 수 있
습니다. 각 매개변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모르더라도 추정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매개변수에 기본 
설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WS클라우드에서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은 Microsoft 라이선싱 온을 참조하
십시오AWS.

Amazon EC2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에 대한 견적을 생성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엽니다.
2. Create estimate(추정 생성)를 선택합니다.
3. Amazon EC2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4. Amazon EC2 Windows 서버 및 SQL Server 구성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된 설정을 선택합니다.

• 테넌시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p. 27).
• 머신 사양을 선택하는 방법은 단원을 참조하세요컴퓨터 사양 구성 (p. 27).
• 가격 책정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은 단원을 참조하세요요금 전략 (p. 28).
• 비용 세부 정보 선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비용 세부 정보 (p. 29).

5. Add to my estimate(내 추정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Amazon EC2에서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단계별 예제
를 보려면 을 참조하십시오튜토리얼: Amazon EC2 계산기에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p. 19).

주제
• 튜토리얼: Amazon EC2 계산기에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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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Amazon EC2 계산기

에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p. 27)
• 컴퓨터 사양 구성 (p. 27)
• 요금 전략 (p. 28)
• 비용 세부 정보 (p. 29)

튜토리얼: Amazon EC2 계산기에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이 자습서에서는 Amazon EC2 계산기에서 Microsoft Windows Server와 Microsoft SQL Server를 사용하여 
예상 요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워크로드 요금 책정을 시작하려면 AWS Pricing Calculator콘솔을 열고 Amazon EC2에서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구성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라이선스 옵션이 있나요?
AWS유연한 비용 최적화를 제공하므로 필요에 맞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가 제공됩니다.

• 라이선스 pay-as-you-go 포함 (LI) 으로 유연함
• Microsoft 라이선스 모빌리티 혜택을AWS (BYOL) 로 가져오세요
• Microsoft 라이선스 모빌리티가 없는 제품을 위한 전용 옵션

예제 시나리오 표
Example

이 예에서는 다음 워크로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의 여러 기능을 보여줍니다AWS Pricing Calculator.

호스트 설
명

vCPUs 램 스토리지 
(GB)

IOPS 소프트웨
어

개의 
vCPUs

양 패시브 노
드 수

Server 1 16 800 5000 60000 SQL 
Enterprise 
Edition

16 10 5

Server 2 16 64 3000 15000 SQL 
Standard 
Eded

16 8 4

Server 3 8 16 1000   SQL 
Edition

8 10 0

Server 4 4 32 500   Windows 해당 사항 
없음

8 해당 사항 
없음

견적 이름을 지정하고 지역을 선택하여 견적을 시작하십시오.

• 설명:Workload_SQL_BYOL
• 리전: US East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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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Amazon EC2 계산기

에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이것은AWS 리전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AWS 리소스는 선택한 지역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주제
• 1단계: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선택 (p. 20)
• 2단계: 머신 사양 구성 (p. 21)
• 3단계: 가격 전략 선택 (p. 23)
• 4단계: 계산 및 비용 세부 정보 표시 (p. 24)
• 5단계: Amazon EC2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 추정치 보기 및 추가 (p. 25)

1단계: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선택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섹션이AWS Pricing Calculator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기의 이 섹션에서는 
복잡한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라이선스 규칙을 여러 입력으로 단순화합니다. 또한 워크로드에 대
한AWS 테넌시를 권장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라이선스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비용에 최적화된 테넌시 자격
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p. 27)을 참조하세요.

몇 가지 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Windows Server 라이선스를 2019년 10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구매했는지 여부
• SQL Server 라이선스를 2019년 10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구매했는지 여부
• 자체 라이선스를 가져오는 (BYOL) 또는 SQL Server

Windows Server 또는 SQL Server에 대한 기본 설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산기는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라이센스를 활용하지 않는 LI (라이선스 포함)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Example 예

이 예에서는 다음 옵션을 사용합니다.

• Microsoft Windows Server 라이선스 Inded
• Microsoft Server BY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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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Pricing Calculator 사용 설명서
튜토리얼: Amazon EC2 계산기

에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SQL Server BYOL의 경우 활성화된 Microsoft 소프트웨어 보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제에 대한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을 결정하려면

1. AWS Pricing Calculator콘솔에서 Windows 서버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2. SQL Server에서 두 옵션 (Windows LI 및 SQL BYOL 라이선스 모델에 대한 예상) 을 모두 선택합니다.
3. 공유 테넌시의 기본 선택을 유지합니다.

권장 테넌시 옵션은 공유 및 전용 호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mazon EC2 전용 호스트 계산기를 
사용하여 전용 호스트 테넌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머신 사양 구성
이 단계에서는 에서 사양을예제 시나리오 표 (p. 19) 구성하기 위한 기계 사양을 제공합니다AWS Pricing 
Calculator. 기계 사양 구성에서 기계 사양을 입력합니다.

이 예제의 기계 사양을 지정하려면

1. AWS Pricing Calculator콘솔에서 컴퓨터 설명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Server 1.
2. 운영 체제에서 Windows 서버를 선택합니다.
3. SQL 서버 에디션 (BYOL) 의 경우 SQL 서버 엔터프라이즈를 선택합니다.
4. 사양별 스토리지 볼륨에서 스토리지 양 (GiB) 을 로5000 입력하고 IOPS를 로 입력합니다60000. 자세

한 정보는 기계 사양 세부 정보 (p. 21)을 참조하세요.
5.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의 경우AWS 인스턴스 권장 사항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세부 정보 (p. 22)을 참조하세요.
6. vCPU 최적화의 경우 최적화 CPU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16. 자세한 정보는 개의 vCPUs (p. 23)을 

참조하세요.
7. 수량에 입력합니다10.
8. 패시브 인스턴스 수를 보려면 5를 선택합니다.
9. 기계 사양 유형을 더 추가하려면 기계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의 나머지 세 가지 워크로드를 

추가합니다예제 시나리오 표 (p. 19).

기계 사양 세부 정보

스토리지 크기 (GB) 만 입력하면 계산기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아마존 Elastic Block Store (Amazon EBS)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16000IOPS와64000 사이의 값을 입력하면 는 io2 EBS 볼륨 유형을AWS 
Pricing Calculator 권장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계층화된 가격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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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2 Block Express를AWS Pricing Calculator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BS 볼륨 유형을 참조하세
요.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세부 정보

서버 유형 사양에 대해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권장 사항 받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WS권장 사항은 
항상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워크로드를 위한 비용 최적화된 최신 인스턴스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
다.

인스턴스 유형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원하는 경우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검색을 선택할 수도 있
습니다. 인스턴스 카테고리, 메모리, CPU 및 기타 옵션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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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vCPUs

풀 사이즈 인스턴스와 동일한 메모리, 스토리지 및 대역폭을 사용하면서 사용자 지정 개수의 vCPU를 유연하
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BYOL 고객은 vCPU 기반 라이선스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CPU 최적화 인스턴스는 CPU에 최적화되지 않은 인스턴스와 가격이 동일하지만 CPU 수를 유연하
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SQL Server 라이선스를 가져와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x1e.8xlarge 인스턴스에는 기본적으로 32개의 vCPU가 있습니다. 하지만 CPU 최적화 값을 16, 14 또
는x1e.8xlarge 12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SQL Server 노드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패시브 SQL Server 노드는 SQL 
Server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활성 SQL Server 워크로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AWS 보증과 함께 
SQL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패시브 노드에서 SQL Server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3단계: 가격 전략 선택
이 단계에서는 의 가격 책정 전략 섹션을 사용하여 가격 책정 모델을 선택합니다.AWS Pricing Calculator

1. AWS Pricing Calculator콘솔의 요금 모델에서 표준 예약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2. 예약 기간에서 1년을 선택합니다.
3. 결제 옵션에서 선결제 없음을 선택합니다.

이는 온디맨드 요금에 비해 최대 75% 의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기본 요금 전략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EC2 요금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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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계산 및 비용 세부 정보 표시
자습서의 이 단계에서는 예상 비용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콘솔에서 계산 표시 옆에 있는 화살표를 선택해 해당 섹션을 확장합니다.

비용 세부 정보 섹션을 확장하여 EC2 인스턴스, 스토리지 및 BYOL SQL 라이선스 세부 정보를 확인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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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Amazon EC2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 추정치 보기 및 추
가
자습서의 이 단계에서는 네 가지 워크로드 모두에 대한 월별 총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콘솔에서 내 견적에 추가를 선택하면 내 견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 견적 페이지
에서 연간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장 및 공유를 선택하여 견적에 대한 공개 URL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Windows Server LI (LI) 및 SQL Server BYOL (BYOL) 라이선스에 대한 워크로드 비용을 예상했습니다. 
기존 추정치를 복제하여 SQL Server의 LI 옵션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섹션에서 [작업] 을 선택한 다음 [복제 서비스] 를 선택합니다.
2. 복제된 견적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3. 설명을 보려면 를 입력합니다Workload_LI.
4.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5.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섹션에서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한 상태

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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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QL Server 섹션의 경우 시스템 사양을 검토하고 조정하십시오.
7. 새로운 월별 예상 비용과 집계된 월별 비용을 검토하세요.
8. 저장을 선택합니다.

이제 My Estimate 페이지에서 두 라이선스 옵션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Windows LI 및 
SQL Server BYOL을 사용한 공유 테넌시 옵션은 Windows LI 및 SQL Server LI를 사용하는 공유 테넌시 비
용의 약 절반입니다.

Amazon Web Services에서 Windows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몇 가지 비용 절감 프로그램
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자세히 보기] 를 선택합니다.

이제 Microsoft Windows Server 및 Microsoft SQL Server를 사용하여 예상 가격을 산출하는 튜토리얼을 완
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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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AWS 라이선스 입력에 대한 선택을 통해 워크로드에 대한 라이선스 및 테넌
시 옵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옵션에는 LI (라이선스 Included) 오퍼링과 BYOL (BYOL) 이 포함된 
기존 라이선스가AWS 포함됩니다.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테넌시 (예: 공유 테넌시 또는 전용 호스트) 를 식별
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지원하는 라이선스 및 테넌시 시나리오AWS Pricing Calculator

Windows Server SQL Server AWS차용

리 리 공유 테넌시

리 BYOL 공유 테넌시 또는 전용 호스트

BYOL BYOL 전용 호스트

BYOL 리 지원되지 않음

컴퓨터 사양 구성
선택한 시스템 사양에 따라 예상 비용을 산출하는 데AWS Pricing Calculator 사용하는 Amazon EC2 인스턴
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인스턴스가 아닌 다른 인스턴스를 선택하거나 워크로드에 대해 여러 컴
퓨터 사양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계 사양 구성 섹션에 언급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기계 설명

기기에 대한 설명. 일반적으로 호스트 이름 식별자입니다. 알 수 없는 경우 이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고유
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예:WebApp DB1 또는) 를 지정할 수Webserver 1 있습니다.

운영 체제

테넌시 자격에 따라 라이선스 옵션이 있는 운영 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Windows입니다.
SQL Server Edition

테넌시 자격에 따라 라이선스 옵션이 포함된 SQL Serve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SQL 
Standard입니다.

사양별 스토리지 볼륨

이 섹션에서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Remove (제거) 를 사용하여 예상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선택 사항으로,

인스턴스에는 연결된 스토리지 볼륨이 없거나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새 볼륨 추가를 선택하여 인
스턴스에 여러 볼륨을 추가합니다.

각 볼륨에 서로 다른 볼륨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IOPS 및 처리량과 같은 선택적 입력을 
기반으로 적절한 Amazon EBS 스토리지 유형을 권장합니다.
보관 금액

필요한 스토리지 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00GB입니다. 스토리지 양만 지정한 경우 기
본 권장 Amazon EBS 스토리지 유형은 입니다General Purpose SSD (gp3).

IOPS

IOPS (초당 입력/출력 작업 수) 는 비연속 스토리지 위치에 대한 최대 읽기 및 쓰기 횟수를 측정하는 
표준 단위입니다. IOPS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 및 스토
리지 영역 네트워크의 성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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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집약적 워크로드에 대해 IOPS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이 값을 사용하여 잠재적으로io2
Amazon EBS 스토리지 유형을 추천합니다.

io2최대 500 IOPS/GB에서 최대 64,000 IOPS의 일관된 기본 성능을 제공합니다. 볼륨당 최대 
1,000MB/s의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처리량

처리량은 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단위 수를 측정합니다. 초당 I/O 작업 수
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당 바이트 수로 측정됩니다.

처리량이 많은 워크로드에 대해 이 입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t1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지원됩니다. 데이터 세트가 크고 I/O 크기가 크고 자주 액세스하는 처
리량 집약적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MapReduce예로는 Kafka 및 로그 처리가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유형

EC2 인스턴스 유형 권장 사항 받기

이 옵션이 기본 선택입니다. vCPUs 수와 메모리 입력을 선택하여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
다. x86 아키텍처 인스턴스만 고려됩니다. 기본 vCPU 값은 4이고 메모리는 16GB입니다.

EC2 인스턴스 유형 검색

이 옵션을 사용하여 권장 인스턴스와 다른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찾으려면 최소 요구 사항 또는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하십시오. 최소 요구 사항은 선호하는 
인스턴스의 사양을 알고 있을 때 가장 유용합니다. 인스턴스 이름은 원하는 인스턴스 패밀리 또는 인스
턴스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vCPU가 4개이고 메모리가 16GB인 인스턴스 또
는 m5 인스턴스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카테고리와 같은 필터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에는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스 카테고리 필터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CPU 최적화

풀 사이즈 인스턴스와 동일한 메모리, 스토리지 및 대역폭을 사용하면서 사용자 지정 개수의 vCPU를 유
연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시스템 사양에 지정된 vCPU 입력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x1e.4xlarge 인스턴스는 현재 기본적으로 16개의 vCPU 제공합니다. 하지만 4, 5, 6, 7, 8, 9, 
10, 12,14 개의 최적화된 개의 vCPU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BYOL 고객은 vCPU 기반 라이선스 비용
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CPU 최적화 인스턴스의 가격은 CPU에 최적화되지 않은 인스턴스와 동일합
니다.

수량

기본값은 1입니다. 필요한 최소 개수입니다.
SQL 패시브 노드

패시브 SQL Server 노드는 클라이언트에 SQL Server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활성 SQL Server 워크
로드를 실행하지 않는 노드입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하고 SQL Server 2014 이상 버전을 소프트웨어 보
증과AWS 함께 사용하는 경우 패시브 노드에서 SQL Server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금 전략
가격 책정 전략 섹션의 선택에 따라 견적을 생성하는 데AWS Pricing Calculator 사용할 가격 책정 전략이 결
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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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세부 정보

가격 책정 모델

요금 모델은 pay-as-you-use 인스턴스를 검색할지 아니면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검색할지를 
결정합니다. 예약 인스턴스 (RI) 결제 옵션은 결제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은 Standard Reserved Instances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Amazon EC2 구매 방식이며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서 가장 높은 할인율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약 기간

RI를 예약할 때 약정 기간 동안 예약을 구매합니다. 임기는 1년 또는 3년을 선택하십시오. 기본값은 1년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제 옵션

결제 옵션은 RI 예약 결제 시기를 결정합니다.

전액 선결제 - 전체 예약 요금을 선결제하므로 한 번만 결제하면 되지만 월별 반복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이 옵션은 최고의 discount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분 선결제 - 월별 결제와 함께 더 적은 금액의 부분 선결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선결제 없음 - 월 단위로만 지불하면 됩니다.

기본값은 선결제 없음입니다. 가장 저렴한 시작 가격을 제공합니다.

비용 세부 정보
비용 세부 정보 섹션은 워크로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EC2 인스턴스 비용

EC2 인스턴스의 항목별 분류 요약입니다. 각 행에서 일시 중지하면 인스턴스 유형, 운영 체제, SQL 버
전, vCPU, 메모리, 수량, 최적화 CPU 및 SQL 패시브 노드와 같은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아마존 EBS 비용

Amazon EBS의 항목별 비용 내역입니다.
SQL: 자체 라이선스 요약 가져오기

BYOL SQL Server 라이선스의 코어 수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Amazon EC2 전용 호스트에서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 추정치 생성

의 워크로드 계산기를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상의 Microsoft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의AWS 테넌시 자격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Pricing Calculator 워크로드 계
산기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정보로AWS 비용을 추정하거나 대략적인 추정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클라우드에서 Microsof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은 Microsoft 라이선싱 온을 참조하
십시오AWS.

Amazon EC2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에 대한 견적을 생성하려면

1. https://calculator.aws/#/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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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Pricing Calculator 사용 설명서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2. Create estimate(추정 생성)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Amazon EC2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 서비스 찾기 검색 표시줄에서 Amazon EC2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를 검색합니다.

4. Amazon EC2 Windows 서버 및 SQL Server 구성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된 설정을 선택합니다.

• 테넌시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p. 27).
• 기계 사양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섹션을 참조하세요컴퓨터 사양 구성 (p. 27).
• 가격 책정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섹션을 참조하세요요금 전략 (p. 28).
• 비용 세부 정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섹션을 참조하세요비용 세부 정보 (p. 29).

5. 저장 및 서비스 추가 또는 저장 및 요약 보기를 선택합니다.

주제
•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p. 30)
• 대량 업로드를 사용한 입력 (p. 30)
• 컴퓨터 사양 구성 (p. 31)
• 전용 호스트 검토 (p. 32)
• 요금 전략 (p. 32)

라이선스 및 테넌시 권장 사항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AWS 라이선스 입력에 대한 선택을 통해 워크로드에 대한 라이선스 및 테넌
시 옵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옵션에는 라이선스 포함 (LI) 오퍼링과 함께AWS 제공된 라이선스
가 포함됩니다. 또한 최적의 비용 절감을 위해 Bring Your Own License (BYour Own License) (BYour Own 
License) 가 포함된 기존 라이선스도 포함됩니다.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테넌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지원하는 라이선스 및 테넌시 시나리오AWS Pricing Calculator

Windows Server SQL Server AWS차용

리 리 공유 테넌시

리 BYOL 공유 테넌시 또는 전용 호스트

BYOL BYOL 전용 호스트

BYOL 리 지원되지 않음

대량 업로드를 사용한 입력
대량 업로드를 사용하여 컴퓨터 구성, 운영 체제, SQL Server 에디션, 수량, vCPU 및 메모리를 Excel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Batch 업로드는 이 Excel 파일을 에AWS Pricing Calculator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하
려면 제공된 Excel 템플릿 워크시트를 사용합니다.

Excel 워크시트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1. https://calculator.aws/#/AWS Pricing Calculator 에서 엽니다.
2. Create estimate(추정 생성)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Amazon EC2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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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양 구성

• 서비스 찾기 검색 표시줄에서 Amazon EC2 윈도우 서버 및 SQL 서버를 검색합니다.
4. Amazon EC2용 Windows Server 및 SQL Server 구성 페이지의 대량 업로드 지침 섹션에서 템플릿 다운

로드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컴퓨터 사양 구성 (p. 31)을 참조하세요.
5. 로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탐색합니다.

Important

템플릿에서 열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템플릿에 열을 추가하지 마세요.
템플릿 워크시트의 위치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Tip

스프레드시트의 예제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예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6.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7. 머신 사양 표 아래에서 상태 열을 참조하여 템플릿이 올바르게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수락됨 - 입력한 데이터가 올바른 형식입니다. 데이터는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거절 - 데이터 형식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같은 열에서 업로드 실패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
일을 수정한 후 이전 단계를 사용하여 다시 업로드합니다.

거부 실패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행은 전용 호스트 검토 테이블의 전용 호스트에 대한 
권장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전용 호스트 검토 섹션을 사용하여 호스트 패밀리, 호스트 설명, 인스턴스, 라이선스 수 및 사용된 용량
과 같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용 호스트 검토 (p. 32)을 참조하세요.

9. 전용 호스팅 비용 섹션을 사용하여 워크로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비용 표는 시간당 비용, 유닛당 월별 비용 및 처음 12개월 동안의 비용을 포함한 전용 호스트의 항목별 
분석을 제공합니다. 모든 비용은 USD 통화로 표시됩니다.

10. 라이선스 요약 섹션을 사용하여 권장 전용 호스트에AWS 대해 가져와야 하는 라이선스 목록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11. 저장 및 서비스 추가를 선택하여 예상 가격을 저장하고 추가 서비스를 에 추가합니다AWS Pricing 
Calculator.

컴퓨터 사양 구성
선택한 시스템 사양에 따라 예상 비용을 산출하는 데 사용할 Amazon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
니다.AWS Pricing Calculator 선택한 다른 인스턴스 또는 여러 인스턴스를 선택하거나 워크로드에 대해 여러 
컴퓨터 사양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계 사양 구성 섹션에 언급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기계 설명

기기에 대한 설명. 일반적으로 호스트 이름 식별자입니다. 호스트 이름 식별자를 모르는 경우 이 시스템
에서 실행되는 고유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예:WebApp DB1 또는) 를Webserver 1 지정하십시오.

운영 체제

테넌시 자격에 따라 라이선스 옵션이 있는 운영 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Windows입니다.
SQL Server Edition

테넌시 자격에 따라 라이선스 옵션이 포함된 SQL Serve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SQL 
Standar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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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호스트 검토

vCPU, 메모리

컴퓨터 구성의 vCPUs 및 메모리 입력 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4vCPU와 8GB 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량

기본값은 1입니다. 이는 필요한 최소 수량입니다.

전용 호스트 검토
전용 호스트 검토 테이블에는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권장되는 전용 호스트 인스턴스 패밀리가 표시됩니다. 
호스트 패밀리 및 설명, 인스턴스, 라이선스 수, 사용된 용량 (가상 코어) 과 같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 개수에는 특정 전용 호스트에 필요한 라이센스가 표시됩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단일 전용 호스트 내에 최적으로 패킹된 머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V 다운로드] 를 선택하면 전용 호스트, 인스턴스 및 라이선스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금 전략
가격 책정 전략 섹션의 선택에 따라 예상치를 생성하는 데AWS Pricing Calculator 사용할 가격 책정 전략이 
결정됩니다.

가격 책정 모델

요금 모델은 pay-as-you-use 인스턴스를 검색할지 아니면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검색할지를 
결정합니다. 예약 인스턴스 (RI) 결제 옵션은 결제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은 Standard Reserved Instances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Amazon EC2 구매 방식이며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서 가장 높은 할인율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약 기간

RI를 예약할 때 계약 기간 동안 예약을 구입합니다. 계약 기간으로 1년 또는 3년을 선택하세요. 기본적으
로 임기는 1년입니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결제 옵션

결제 옵션은 RI 예약 결제 시기를 결정합니다.

전액 선결제 - 전체 예약 요금을 선결제하므로 한 번만 결제하면 되지만 월별 반복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이 옵션은 최고의 discount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분 선결제 - 월별 결제와 함께 더 적은 금액의 부분 선결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선결제 없음 - 월 단위로만 지불하면 됩니다.

기본값은 선결제 없음입니다. 가장 저렴한 시작 가격을 제공합니다.

AWS현대화 계산기를 사용하여 Microsoft 워크로드 
추정치 생성

AWSMicrosoft 워크로드용 현대화 계산기는 배포된 오픈 소스 및AWS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사용하
여 Microsoft 워크로드를 현대화하기 위한 예상 가격을 제공합니다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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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재 Migration Service란 무엇입니까?

이 계산기는 Windows 및 SQL Server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아키텍처로 전환하기 위한 예상 총소유비용을 산
출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 란AWS 계정 무엇인가요?

AWSMicrosoft 워크로드용 현대화 계산기는 다중 계층, 배치 처리, CI/CD 또는 컨테이너화와 같은 애플리케
이션 패턴에 대한 현대화된 아키텍처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AWS 고객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심층적인 평가 없이 현대화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Migration Hub 전략 권장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gration Huabration Service란 무엇입니까? 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dernization.calculator.aws/microsoft/workload 에서 Microsoft 워크로드에 대한AWS 현대화 계산기
를 사용하여 견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저장하고, 내보내고, 공유하려면 네 단계를 거쳐 선택하고 입력하세요.

주제
• 1단계: 현재 Migration Service란 무엇입니까? (p. 33)
• 2단계: 아키텍처 크기 선택 (p. 34)
• 3단계: 현대화된 아키텍처 패턴 선택 (p. 34)
• 4단계: Databration Service란 무엇입니까? (p. 34)
• 내 견적 (p. 34)

1단계: 현재 Migration Service란 무엇입니까?
이 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아키텍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견적 작성을 시작하십시오.

새 추정치

이 추정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십시오 (예: App1 현대화).

현재 애플리케이션/워크로드 위치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현재 위치를 지정하려면 온프레미스 또는 기타 클라우드 중에서AWS 선택합니다.

아키텍처 카테고리

아키텍처 패턴, 사용 사례 또는 사용자 지정 중에서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범주를 지정합니다. 
범주 선택은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 아키텍처 패턴은 조직 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본 스키마를 나타냅니다. 프로그램의 구조적 구성과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 계층 패턴은 수십 년 동안 기본 아키텍처 패턴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용자 대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패턴으로 남아 있습니다. 멀티티어는 일반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티어, 데이터 티어, 로직 
티어로 구성됩니다. 이 세 계층은 동일하거나 별도의 서버에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분리되
고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개발, 관리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 Batch 처리는 컴퓨터가 대용량의 반복적인 데이터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
다. 백업, 필터링 및 정렬과 같은 특정 데이터 처리 작업은 컴퓨팅 집약적이며 개별 데이터 트랜잭션에서 
실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데이터 시스템은 이러한 작업을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러한 작업은 저녁 및 야간과 같이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처리됩니다.

• 사용 사례에는 그룹화된 아키텍처 패턴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화는 작업 수행에 대한 여러 팀의 협업을 나
타냅니다.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이 더 분류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소프트웨어 작성, 테스트, 스테이징 및 배포를 비롯한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조

직에서는 여러 팀이 그룹으로 협업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구성 및 종속성을 단일 객체로 패키징하는 표준 방법을 제공합니다. 

컨테이너는 서버에 설치되어 리소스가 격리된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운영 체제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환
경에 관계없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배포가 보장됩니다. 컨테이너는 경량이며 애플리케이션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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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아키텍처 크기 선택

의 모든 곳에서 실행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일관되고 이동성이 뛰어난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
이크로서비스 구축 및 배포, 기계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배치 작업 실행,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
우드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 사용자 지정 범주는AWS 서비스 목록에서 관련 아키텍처를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패턴에서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적합한 옵
션입니다.AWS 서비스

2단계: 아키텍처 크기 선택
이 단계에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가 포함됩니다. 모든 질문은 선택 사
항입니다. 계산기는 답변에 따라 사이즈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기본 권장 사항은 Small입니다.

질문에 답하기로 선택하면 계산기가 크기를 권장합니다. 권장 크기로 진행하거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는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현대화된 아키텍처 패턴 선택
이 단계에서 계산기는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화된 아키텍처 패턴 옵션을 제공합니다. 
패턴 다이어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옵션이 두 개 이상 표시되면 권장 패턴 또는 다른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없는 권장 사항이 하나 
있는 경우 권장 패턴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4단계: Databration Service란 무엇입니까?
이 단계에서 권장 사항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추천 목록을 볼 수AWS 서비스 있습니다. 서비스를 추가 또는 
제거하고 각 서비스의 권장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AWS 리전에는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목록이 있습니다. 가
격은 지역에 따라 다를AWS 서비스 수 있습니다.

• 예상 비용은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드는 월별 총 비용을 나타냅니다AWS. 비용은 실제 가
격 견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요금에는 데이터 전송 요금이나 에서 제공하는 추가 구성이 포함되지 않
습니다AWS 서비스.

• AWS 서비스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권장 서비스를 나열합니다. 이 목록에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카드를 확장하여 해당 서비스의 크기 및 매개 변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 카드에 있는 Show caltion을 확장하여 각 서비스의 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을 선택하면 내 견적 페이지에서 견적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견적
이 페이지에서는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견적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워크로드를 복제하거나 예상치에 새 워크로드를 추가하십시오.
• 워크로드의 애플리케이션 수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 워크로드를AWS 서비스 편집하여 권장 사항을 변경하십시오.
• 견적에 액세스 비용을AWS Support 추가하세요.
• Excel 파일로 내보내거나 고유한 URL을 사용하여 견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견적을 검색하고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버전을 저장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수정 사항은 원래 견적에 자
동으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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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AWS Pricing Calculator의 보안
AWS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매우 민감한 조직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안은 AWS와 귀하의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모델  이를 클라우드의 보안과 클라우드의 보안으로 설명
합니다.

• 클라우드의 보안 -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는 또
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 감사자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
안 효과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
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의AWS 서비스 를AWS Pricing Calculator 참조하세요.

• 클라우드 내 보안 – 귀하의 책임은 귀하가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귀하는 데이터
의 민감도, 회사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AWS Pricing Calculator는 퍼블릭 인터페이스입니다. 제공한 정보는 견적이 저장되어 이니셔티브와 공유되
지 않는 한 저장되지 않습니다. AWS입력한 내용을AWS 계정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주제
• AWS Pricing Calculator의 데이터 보호 (p. 35)
• AWS Pricing Calculator의 규정 준수 확인 (p. 36)

AWS Pricing Calculator의 데이터 보호
AWS공동 책임 모델 의 데이터 보호에 적용됩니다AWS Pricing Calculator. 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AWS는 모든 AWS 클라우드를 실행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서 호스팅되
는 콘텐츠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콘텐츠에는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대한 
보안 구성 및 관리 작업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FAQ 데
이터 프라이버시 참조하세요.  유럽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
임 모델 및 GDPR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데이터를 보호하려면AWS 계정 자격 증명을 보호하고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를 통해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
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계정마다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합니다.
• SSL/TLS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와 통신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 AWS CloudTrail로 API 및 사용자 활동 로깅을 설정합니다.
• AWS 암호화 솔루션을 AWS 서비스 내의 모든 기본 보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합니다.
• Amazon S3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mazon Macie와 같은 고급 관리

형 보안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API를 통해 AWS에 액세스할 때 FIPS 140-2 검증된 암호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FIPS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FIPS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FIPS) 140-2 를 참조하세요.

고객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밀 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태그나 이름 필드와 같은 자유 양식 필드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AWS Pricing Calculator 또는 기타 AWS 서비스에서 콘솔, API,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름에 사용되는 태그 또는 자유 형식 필드에 입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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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확인

모든 데이터는 청구 또는 진단 로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에 URL을 제공할 때 해당 서버에 대한 
요청을 검증하기 위해 자격 증명 정보를 URL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의 규정 준수 확인
타사 감사자는 여러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WS Pricing Calculator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
가합니다. AWS Pricing Calculator은(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 있는 AWS 서비스 목록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 AWS 서비
스를 참조하세요. 일반적인 정보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Pricing Calculator 사용 시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회사의 규정 준수 목표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WS에서는 규정 준수를 지원할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보안 및 규정 준수 빠른 시작 안내서 – 이 배포 안내서에서는 아키텍처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기본 AWS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고객 조직이 속한 산업 및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워크북 및 가이드 모음입니다.
•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의 규칙을 사용하여 리소스 평가 – AWS Config 서비스는 내부 사례, 산업 지침 

및 규제에 대한 리소스 구성의 준수 상태를 평가합니다.
• AWS Security Hub - 이 AWS 서비스는 보안 산업 표준 및 모범 사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AWS 내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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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리소스

리소스
다음 표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관련 리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별 리소스
각AWS 서비스에는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설명서가 있습니다.

• AWS Pricing Calculator자주 묻는 질문 —AWS 마케팅 페이지에 나와 있는 FAQ를 살펴보세요.
• AWS Pricing Calculator가격 책정 가정 —AWS Pricing Calculator 가격에 대한 고지 사항을 이해하십시오.
• AWSIQ —AWS IQ에 대한AWS 공인 전문가와 Connect 추정에 도움을 받으세요.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사용에 대해 설

명서가 있습니다.
• Elastic Load Balancing 설명서 - Elastic Load Balancing 사용에 대해 설명서가 있습니다.
• 아마존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설명서 — 아마존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사용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일반 AWS 리소스
AWS에서 몇 가지 유용한 가이드, 포럼, 연락처 정보 및 기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AWS개발자 리소스 센터 - 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서, 코드 샘플, 
출시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이 한 곳에서 찾을 수AWS 있습니다.

• AWS교육 및 과정 및 과정 - 역할 기반의 과정 및 전문 과정 및 전문 과정 및 자습형 실습에 대한 링크를 통
해AWS 기술을 연마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AWS개발자 도구 - 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서, 코드 샘플, 출시 정
보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 및 리소스AWS 링크입니다.

• AWS Support센터 —AWS Support 케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허브입니다. 또한 포럼, 기술 FAQ, 
서비스 상태 및 등의 기타 유용한 자료에 대한 링크가AWS Trusted Advisor 있습니다.

• AWS Support— 클라우드에서 1대 2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및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빠른 응답 지원 채널
인 에 대한AWS Support 정보가 포함된 기본 웹 페이지. one-on-one

• 문의처 -AWS 결제, 계정, 이벤트, 침해 및 기타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중앙 연락 창구입니다.
• AWS 사이트 약관 – 저작권 및 상표, 사용자 계정, 라이선스 및 사이트 액세스와 기타 주제에 대한 세부 정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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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에 대한 문서 기록
다음 표는 본 AWS Pricing Calculator 릴리스 관련 설명서를 소개합니다.

• 최종 설명서 업데이트: 2019년 12월 16일

변경 사항 설명 날짜

새로운 저장 및 공유 기
능 (p. 38)

추정 저장 및 공유 단원이 추가되
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UI 업데이트 (p. 38) 중첩된 그룹을 사용하도록 UI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최초 출시 (p. 38) 최초 발행 설명서 201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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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용어집
최신 AWS 용어는 AWS 일반 참조서의 AWS 용어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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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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