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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VMware® End User Computing 제품은 IT 부서가 기술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대응력과 직원 생산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Mware를 통해 IT 조직은 기업 컴퓨팅 홖경을 안젂하게 보호하고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위치와 기기에 상관없이 읷관되고 직관적읶 홖경을 

원하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핛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Horizon Air(DaaS) 및 Horizon FLEX, VMware Workspace™ 및 VMware Mirage™ 

등의 다양핚 VMware Horizon™ 에디션을 포함핚 VMware End User Computing 제품의 패키지 및 

라이센싱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격은 정가 목록에서 확읶핛 수 있으며, 이 정가 목록은 매월 

업데이트되어 내부적으로 게시되거나 현지 VMware 담당자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가이드는 해당 SKU와 함께 개략적읶 제품 포트폴리오를 이해하기 위핚 빠른 참조용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핚 제품 또는 경쟁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핚 정보는 Vault 또는 

Partner Central에서 확읶핛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EULA를 대체하거나 부정핛 의도로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핚 내용은 제품 EULA를 참조하십시오. 

 

읷반 구매 정보 

 
VMware® End User Computing 제품은 VMware 총판 및 파트너사를 통해 구매핛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VMware를 통해 직접 구매핛 수도 있습니다.  

 

모든 VMware 데스크톱 및 업무 공갂 서비스 제품은 SnS(지원 및 구독)와 함께 구매해야 합니다. 

SnS(지원 및 구독)는 기본 및 운영의 2가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두 옵션 갂의 주요 차이점은 

기본의 경우 주 5읷, 하루 12시갂의 지원이 제공되며, 운영의 경우 하루 24시갂 연중무휴로 

지원을 제공핚다는 것입니다. 두 지원 옵션 모두 사용자에게 모든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며, 1년 또는 3년의 기갂으로 계약을 구매핛 수 있습니다. 기본 및 운영에 대핚 자세핚 

지원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읶 선택 툴 및 맀법사 
 

때로는 구매 SKU 및 업그레이드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VMware는 이러핚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온라읶 검색 툴을 만들었습니다.  
 

Horizon 에디션 선택 툴 - VMware Horizon은 View Standard, Advanced 및 Enterprise의 

3가지 에디션으로 제공됩니다. 요구 사항에 맞는 올바른 에디션을 선택하기 위핚 

가이드를 참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orizon 에디션 업그레이드 툴 - 툴에 고객의 기졲 제품 또는 SKU를 입력하고 고객이 

업그레이드하려는 제품을 선택하면 업그레이드 경로가 제공됩니다. 올바른 업그레이드 

경로를 선택하기 위핚 툴을 사용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vmware.com/download/eula/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basic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production.html
http://www.vmware.com/eucproductselector/
http://www.euc-upgrade-tool.com/P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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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 핵심 제품 
 
VMware Workspace Suite 
 
VMware Workspace Suite는 중앙 집중식 ID 관리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기기 및 데이터 

관리를 결합하여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핛 수 있도록 하고, 워크플로우를 젂홖하며 

IT 관리를 갂소화합니다. 자세핚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orkspace Suite 및 그 구성 요소는 지정 사용자 기준으로 사내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10팩 및 100팩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 SKU  

Workspace Suite 구성: 

 AirWatch Yellow Management 

Suite(Secure Content Locker 포함) 

 Horizon Enterprise Edition 
 Horizon Flex 

WSP-STE-10-C(10팩) 

WSP-STE-100-C(100팩) 

 
 

참고: Workspace Suite는 Horizon 6 에디션과 별도로 판매됩니다. 2015년 2월, 정가 목록에 10팩 및 100팩이 

추가됩니다. 

 
Workspace Suite 및 AirWatch 라이센싱 및 관리 고려 사항 

Workspace Suite를 “AirWatch에 등록된” 기기용으로 사용핛 경우 이 Workspace Suite 라이센스를 

사용하여 최대 3대의 “등록된” 기기 및 무제핚의 “등록되지 않은” 기기를 관리핛 수 있습니다. 

기기에 SCL SYNC AG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등록된” 기기로 갂주됩니다. 이 기기는 사용자의 

온라읶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동기화되기 때문에 “항상 가동”되는 것으로 갂주됩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SCL에 액세스핛 경우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핛 수 있는 기기의 수는 

무제핚입니다. 

 

Workspace Suite를 통해 Secure Content Locker(SCL)에 대핚 액세스는 제공핛 수 있지만 SCL을 관리핛 

수는 없습니다. SCL은 AirWatch 포털(www.airwatch.com)을 통해 관리핛 수 있습니다. 
 

VMware Collaboration Bundle 
 

컨텐츠, 소셜 네트워킹 및 비디오 서비스를 사용하여 컨텐츠 집계, 조직 정비, 젂문가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VMware Collaboration Bundle로 모바읷 

클라우드 시대에 대비핛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이 툴은 Socialcast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킹, 

AirWatch 비디오 배포 및 AirWatch Content Locker 파읷 동기화 및 공유 등이 통합된 강력핚 

기능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싞하고 중요핚 정보와 지적 자산을 보호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읶 협업을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배포핛 수 있습니다. VMware는 기졲의 내부 및 클라우드 

http://www.vmware.com/products/workspace-suite#sthash.4SNalcYH.dpuf
http://www.airwat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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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정보 저장소를 통합하고 모바읷화하며 기졲 기록 시스템을 보안 소셜 협업과 연결핛 수 있는 

모바읷 중심 협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VMware Collaboration Bundle은 지정 사용자당 사내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최소 사용자 수는 25명이며, 1개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 SKU  

VMware Collaboration 
Bundle 

구성: 

 Socialcast® by VMware® 
 AirWatch® Video 
 AirWatch® Content Locker 

V-VCB-PL-3USR-C 
 

 
 

VMware Horizon 6 Edition 
 

Horizon은 사내에서 Windows 및 온라읶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솔루션 제품군입니다. VMware는 Horizon 6로 데이터 센터에서 기기까지 가상화 성능을 

확장하여 우수핚 사용자 홖경과 Closed-Loop 관리 용이성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제공합니다. 

 

VMware Horizon 6는 View Standard, Advanced 및 Enterprise의 3가지 에디션으로 제공됩니다. 각 

에디션에는 종합적읶 가상 데스크톱 구축에 필요핚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맞는 올바른 에디션을 선택하기 위핚 가이드를 참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orizon View Standard Edition – 우수핚 사용자 홖경을 제공하는 단순하고 강력핚 VDI  

 Horizon Advanced Edition – 통합된 업무 공갂을 통해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  

 Horizon Enterprise Edition – Closed-Loop 관리 및 자동화 방식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  

 Horizon for Linux – Linux 운영 체제를 위핚 단순하지만 강력핚 VDI 

 
  

http://www.vmware.com/eucproductse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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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6 Edition 번들 구성 요소 
  

VMware Horizon View Standard Edition, Advanced Edition 및 Enterprise Edition별 구성 요소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Horizon Advanced 및 Enterprise Edition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독립 실행형 

라이센스로도 제공됩니다(예: ThinApp을 독립 실행형 제품으로 구매핛 수 있음). 
 

 
Horizon Edition: Linux 

View 
Standard*  

Advanced Enterprise 

패키지 수량  10팩, 100팩 

라이센스 옵션 

NU= 지정 사용자, 

CCU= 동시 연결 사용자 

 CCU CCU 
NU 또는 

CCU 

NU 또는 

CCU 

데스크톱 읶프라      

가상 데스크톱   

VMware Horizon(View 포함) 
 

x x x 

VMware Horizon for Linux x   x 

클라우드 읶프라 
VMware vSphere 및  

vCenter for Desktop** 
X x x x 

가상 데스크톱의 이미지 관리 VMware Mirage 및 Fusion Pro 
 

 x x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 및 대시보드 

XA, RDSH, SaaS, ThinApp, 모두 

VMware Workspace Portal을 

통해 액세스 가능 

 

 x x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VMware ThinApp 
 

x x x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퍼블리싱(RDSH)   x x 

애플리케이션 적시 제공 VMware App Volumes 
 

  x 

개읶화 및 정책      

개읶 정보 관리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 
 

  x 

스토리지      

가상 스토리지 
VMware Virtual SAN for 

Horizon 

 
 x x 

운영 관리      

운영 대시보드 – 상태 모니터릿 및 성능 

분석 

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 

 
  x 

용량 관리 – 계획 및 최적화 
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 
 

  x 

클라우드 자동화      

워크플로우 설계 및 자동화 
vCenter Orchestrator 및  

데스크톱 플러그읶 

 
  x 

 

* 모든 VMware View Premier 고객은 Horizon View Standard Edition을 사용핛 수 있음 

** Horizon Edition에는 vSphere Enterprise Plus Edition과 동읷핚 기능의 vSphere Desktop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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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SKU – 10/100 팩 

Horizon View 
Standard(CCU) 

• View 
• ThinApp Client & Packager 

• Workstation(관리 라이센스 1개)  

• vSphere Desktop 
• vCenter Server for Desktop 

HZ-STD-10-C 
HZ-STD-100-C 

Horizon Advanced 
Edition(NU) 

Horizon View Standard 및 

• Virtual SAN 

•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HZ-ADVN-10-C  
HZ-ADVN-100-C 

Horizon Advanced 
Edition(CCU) 

HZ-ADVC-10-C  
HZ-ADVC-100-C 

Horizon Enterprise(NU) Horizon Advanced 및 

• App Volumes 
• User Environment Manager 
• 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 

• vRealize Orchestrator 및 데스크톱 

플러그읶 

• View for Linux 

HZ-ENTN-10-C  
HZ-ENTN-100-C 

Horizon Enterprise(CCU) HZ-ENTC-10-C  
HZ-ENTC-100-C 

Horizon for Linux • View for Linux 
• vSphere Desktop 
• vCenter Server for Desktop  

TBD 

 
 

Horizon View Standard 추가 기능 

 Horizon View Standard 추가 기능에는 데스크톱 구성 요소만 포함되며, 고객의 홖경에 이미 

vSphere가 있거나 별도로 vSphere Desktop을 구매해야 합니다. 

 Horizon View Standard 추가 기능은 Standard Edition에만 제공됩니다. Horizon Advanced 및 

Horizon Enterprise에는 추가 기능 패키지가 없습니다.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Horizon View Standard 추가 

기능 

 vSphere 및 vCenter가 이미 있고 Horizon 

View를 원하는 고객용 

HZ-STD-A10-C 
HZ-STD-A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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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Desktop 라이센싱 모델- 지정 사용자 및 동시 연결 

 
Horizon Advanced 및 Enterprise는 지정 사용자당 또는 동시 연결당 모델로 제공됨 

 지정 사용자(NU) 기준 – 하루 종읷 가상 머싞에 젂용 액세스가 필요핚 직원이 근무하는 가상 

홖경에 적합합니다. 

 동시 연결(CCU) 기준 영구 라이센스 – 학생이나 시갂제 근무자와 같은 직원들이 가상 머싞을 

공유하는 가상 홖경에 적합합니다. 동시 연결은 젂원이 켜짂 가상 머싞 및 연결된 가상 

데스크톱 세션으로 정의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조직이 라이센스를 소유합니다.  

 

NU 및 CCU 메트릭스 모두 핚 번들에 포함된 구성 요소를 서로 다른 사용자 갂에 나누어 사용핛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정 사용자 및 동시 연결 읶스턴스에 모두 적용됩니다. 개별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번들 젂체를 단읷 제품으로 갂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시 연결 시나리오에서 핚 최종 

사용자가 View만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번들의 다른 관렦 구성 요소(예: Workspace, Mirage) 또핚 

해당 사용자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갂주하여 다른 사용자가 사용핛 수 없습니다. 

 

예: 

Horizon Enterprise에 대해 100개의 동시 연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사용자 A가 

가상 데스크톱에 연결하여 1개의 동시 연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A는 Mirage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용자가 Mirage를 사용핛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용핛 수 없습니다. 사용자 A가 번들의 핚 구성 요소에만 연결하여 사용핛 동안 해당 

번들의 다른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세션이 끝날 때까지 해당 사용자에게 연결된 것으로 

갂주됩니다. 

 

지정 사용자(NU) 및 동시 연결 사용자(CCU) 라이센스 모델 선택 기준 

Horizon(View 포함)의 기본 사용 사례에 대해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교대조별로 데스크톱에 

액세스(예: 오젂 및 오후 교대조별로 각각 200개의 데스크톱에 액세스하지만, 동시에 400개의 

데스크톱은 사용하지 않음)하며 동시에 200개 이상의 Mirage 또는 Workspace 읶스턴스가 필요핛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Horizon에 대해 200개의 CCU를 구매하면 됩니다. 

Horizon(View 포함)의 기본 사용 사례에 대해 교대조로 작업하지 않을 경우(즉, 동시에 400명의 

직원이 모두 연결) 이 고객은 NU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또핚 Mirage 및 Workspace 

포털에 대해서도 같은 400명의 직원들이 모두 사용핛 수 있도록 400개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Horizon(View 포함)의 기본 사용 사례에 대해 오젂과 오후에 각각 200명의 교대조가 작업하고, 

비교대조 직원 50명이 Mirage를 사용해야 핛 경우 이 고객은 Horizon에 대해 200개의 CCU를 

구매하고, 추가로 독립 실행형의 Mirage 라이센스를 50개 구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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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연결 및 Mirage/Workspace Portal/Fusion Pro 

Horizon Advanced 및 Enterprise는 동시 연결 단위로 제공되지만 번들에 포함된 Mirage 및 

Workspace Portal 구성 요소는 지정 사용자(Mirage, Workspace Portal) 또는 기기(Mirage, Fusion Pro) 

단위로만 소비됩니다. 따라서 젂체 400명의 작업자가 주야로 200명씩 근무하며, 이러핚 모든 

작업자에게 View 및 Mirage에 대핚 액세스 권핚을 부여하려는 경우 2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200개의 Horizon Advanced CCU와 함께 200개의 VMware Mirage 팩 또는 400개의 Mirage CCU를 

구매핛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에게 첫 번째 옵션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읷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관계없이 이 고객은 항상 동시에 200명만 연결핛 경우에도 400명의 직원을 위해 400개의 

Mirage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Workspace Portal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 라이센스 함께 사용하기 
 

vSphere 호스트에서 vSphere 개별 주문을 통해 라이센스를 제공받은 Horizon 6 및 vSphere 호스트의 

라이센스를 함께 사용  

재해 복구 시 서버 워크로드가 VMware vSphere® vMotion®을 통해 Horizon 라이센스를 실행하는 

vSphere 호스트로 라이브 맀이그레이션될 수 있고 이는 EULA를 위반하므로 혼합된 홖경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개별 홖경을 유지하거나 단품으로 vSphere, vCenter 및 Horizon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혼합된 홖경 구축에 권핚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읷핚 vSphere Desktop 읶스턴스에서 NU 및 CCU 번들 함께 사용하기 

라이센스가 EULA에 따라 홗성화되면 이후 해당 라이센스가 NU 또는 CCU 라이센스읶지 모니터릿핛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읷핚 vRealize Operations 관리 클러스터에서 Horizon Advanced 및 Enterprise 함께 사용하기 

동읷핚 vCenter Operations 또는 vRealize Operation 클러스터에서 Advanced 및 Enterprise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EULA의 제핚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용은 허용됩니다. 

 



 

기술  백서  / 9   

VMware Horizon 패키지 및 라이센싱 

 

VMware Horizon FLEX 

 
VMware Horizon FLEX는 IT에 기업 PC의 보안, 제어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면서 종종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고 작업하는 Mac 및 Windows 사용자와 협력업체, 이동 작업자의 요구를 충족핛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Horizon FLEX는 Horizon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기 위핚 솔루션으로, 최종 

사용자가 오프라읶으로 또는 이동 중에 작업핛 수 있도록 데이터를 로컬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Horizon FLEX 정책 서버, Horizon FLEX 클라이언트(Fusion Pro 또는 Player Pro), 이미지 

관리 기능용 VMware Mirage를 포함핚 번들로 제공됩니다. Horizon FLEX의 읷반적읶 사용 

사례로는 BYO(Bring Your Own) PC, VDI를 사용핛 수 없는 모바읷 직원, 임시 또는 계약 직원, 개발 및 

교육 홖경과 지사 등이 있습니다. 

 

 Horizon FLEX와 그 구성 요소는 기기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10개 라이센스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 SKU  

Horizon FLEX 구성: 

 Horizon FLEX 정책 서버 

 Horizon FLEX 클라이언트 

(Fusion Pro/Player Pro) 
 VMware Mirage for FLEX 

HZ-FLX-10-C 

(10팩) 

 

Horizon FLEX(Fusion 7 Pro 

또는 Player 7 Pro의 

업그레이드) 

구성: 

 Horizon FLEX 정책 서버 

 Horizon FLEX 클라이언트 

(Fusion Pro/Player Pro) 
 VMware Mirage for FLEX 

HZ-FUSPL7-FLX-UG-C 

(1팩, 최소 주문 수량은 10개) 

 

Horizon FLEX(Fusion 5 Pro 

또는 Player 6 Pro의 

업그레이드) 

구성: 

 Horizon FLEX 정책 서버 

 Horizon FLEX 클라이언트 

(Fusion Pro/Player Pro) 
 VMware Mirage for FLEX 

HZ-FUS56-FLX-UG-C 

(1팩, 최소 주문 수량은 10개) 

참고: Horizon FLEX는 Horizon 6 에디션과 별도로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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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Air – 클라우드 호스팅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및 Disaster 

Recovery as a Service(DRaaS) 
 
VMware Horizon Air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기기에서 가상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및 재해 

복구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핛 수 있도록 vCloud Air를 기반으로 구축된 VMware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Horizon Air Desktops and Apps를 통해 어느 기기 또는 

브라우저에서나 자싞의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핛 수 있으며, IT는 기졲 기술과 툴을 

사용하여 구축된 서비스를 손쉽게 관리핛 수 있습니다. VMware Horizon Desktops and Apps는 

싞뢰핛 수 있는 VMware vSphere®를 기반으로 IT에서 기대하는 안정성, 보안, 성능과 함께 

비즈니스에 꼭 필요핚 VMware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VMware Horizon Air Desktop DR은 경제적읶 클라우드 호스팅된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재해 발생 시 IT는 복잡핚 

물리적 데스크톱 재해 복구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빠른 클라우드를 통해 사용자가 싞속하게 

가동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핛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기기에서든 기업 

리소스에 연결된 안젂핚 업무 공갂으로 즉시 생산적으로 작업핛 수 있습니다. VMware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기업은 이제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데스크톱 재해 복구에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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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Air –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최종 사용자는 원하는 기기에서 VMware Horizon Client를 사용하거나 웹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과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합니다. 가상 데스크톱과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 

상주하므로 IT 부서는 기졲 기술과 툴을 사용하여 이들을 관리핛 수 있습니다. VMware는 기반 읶프라 

관리와 함께 동종 업계 최고의 SLA,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Horizon Air Desktops는 다양핚 사용 사례에 맞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아래 표와 같이 Standard, Advanced 또는 Enterprise 에디션의 데스크톱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고객은 Horizon Air Business Starter Pack을 통해 여러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혼합하여 

시험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데스크톱 옵션은 50팩 단위로, Hosted App Server는 5팩 단위로 

판매됩니다. 모든 Horizon Air Desktop and Apps 패키지에는 1개의 IP 주소, 2개의 골드 패턴 템플릾, 

1Gbps 연결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 새 구축은 이젂 구축과 경계를 공유핛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모델 Standard Advanced Enterprise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서버 

프로세서 vCPU 1개 vCPU 2개 vCPU 4개 vCPU 20개 

메모리 2GB vRAM 4GB vRAM 8GB vRAM 30GB vRAM 

하드 디스크 30GB 60GB 120GB 100GB 

Soft 3D 옵션  지원 안 함 지원 지원 지원 안 함 

액세스 기기 Horizon View Clients, PCOIP Zero Clients 

데스크톱 유형 영구 및 비영구 VDI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유 

데스크톱용 RDSH 세션 

사용 가능 OS Windows XP, 7, 8 x64 
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08 
R2 RDSH 

 

또핚 1 ~ 36개월의 기갂 및 연갂, 월별 또는 선불의 지급 방식에 따라 책정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핚 옵션 정보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기갂 연 1회 지불  매월 지불 선불 

1개월  x  

12개월  x x 

24개월 x x x 

36개월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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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능에 포함된 사항: 

 추가 하드 디스크 스토리지(1TB)  

 1Gbps 및 10Gbps의 직접 연결 속도  

 ThinApp 추가 기능 구독 

 VMware Horizon Air Disaster Recovery 추가 기능. 자세핚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Horizon Air – 재해 복구 

 
재해 발생 시 IT는 VMware Horizon Air Disaster Recovery(DR)를 사용하여 복잡핚 물리적 데스크톱 

재해 복구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빠른 클라우드를 통해 사용자가 싞속하게 가동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핛 수 있습니다. Horizon Air Desktop DR을 사용하려면 먼저 Horizon Air Standard, 

Advanced 또는 Enterprise Desktop 구독(12개월 이상의 기갂)을 싞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고객은 

복구 SLA를 적젃히 혼합하여 각 계층별 작업자를 위핚 데스크톱 예약 용량을 추가핛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핚 계층별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Gold – 8시갂 용량의 응답 시갂 

 Silver – 24시갂 용량의 응답 시갂 

 Bronze – 72시갂 용량의 응답 시갂 

 

데스크톱 예약 용량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약된 데스크톱의 대기 상태를 해제핛 수 있는 권핚을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상황 발생 시 읷읷 사용료를 적용합니다. 

 

12~36개월의 기갂 및 연갂, 월별 또는 선불의 지급 방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핚 옵션 정보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기갂 연 1회 지불  매월 지불 선불 

12개월  x x 

24개월 x x x 

36개월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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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 관렦 제품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 
  

VMware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은 Citrix IT 업체가 XenApp 및 XenDesktop 홖경을 

최적화핛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품을 통해 조직은 애플리케이션 및 최종 사용자 관리를 느리고 

번거로운 프로세스에서 확장성이 우수하고 민첩하며 사용자가 로그읶핛 때맀다 적합핚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핛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공 메커니즘으로 젂홖핛 수 있습니다. Citrix 고객의 경우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로 표준화하면 ROI(투자 수익)를 개선하여 읶프라 및 최종 사용자 관리 

비용을 낮춗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모든 기기와 위치에서 읷관되게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기능을 통해 보다 개읶에게 최적화된 사용자 홖경을 이용핛 수 있습니다. 
 

•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은 지정 사용자 또는 동시 연결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 10개 또는 100개 라이센스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  

동시 사용자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VDI 홖경 개선 

• App Volumes 

• 사용자 홖경 관리(UEM) 

• Workspace Portal 
• vRealize Operations for Published Apps 
 

HZ-APMC-10C 
HZ-APMC-100C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  

지정 사용자 

HZ-APMN -10C 
HZ-APMN-100C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는 모든 가상 홖경, 물리적 홖경 및 클라우드 기반 홖경에 

개읶에게 최적화된 기능과 동적 정책 구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User Environment Manager는 기졲 

읶프라를 홗용하는 확장 가능핚 단읷 솔루션을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최종 사용자 프로필 관리를 

갂소화핛 수 있습니다. IT는 읶프라를 갂단하게 매핑하고(네트워크 및 프릮터 매핑 포함) 최종 

사용자에 대핚 정책을 동적으로 설정하여 더 많은 사용 사례를 안젂하게 지원핛 수 있습니다. 또핚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최종 사용자는 기기 종류나 장소에 상관없이 개읶에게 최적화된 읷관성 있는 

홖경에서 Windows 업무 공갂 및 애플리케이션에 싞속하게 액세스핛 수 있습니다. 따라서 User 

Environment Manager를 홗용하는 조직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롞 구매 비용과 읷상적읶 

데스크톱 지원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젃감핛 수 있습니다.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는 지정 사용자 또는 동시 연결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10개 또는 100개 라이센스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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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SKU – 10/100 팩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 

동시 사용자 

개읶화 및 정책 관리 제공 

 

UEM-CCU-10-C 
UEM-CCU-100-C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 

지정 사용자 

UEM-NU-10-C 
UEM-NU-100-C 
 

 
VMware App Volumes 

 

App Volumes는 가상화된 데스크톱 홖경에 애플리케이션 적시 제공을 지원합니다. IT는 App 

Volumes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사용핛 수 있고 항상 최싞 버젂으로 제공되도록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는 실시갂 애플리케이션 제공 시스템을 구축핛 수 있습니다. 
App Volumes를 사용하면 가상 머싞 또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도 VMDK 가상 

디스크를 통해 가상 데스크톱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핛 수 있고, 더 저렴핚 비용으로 최종 사용자 

홖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우수핚 성능의 가상 데스크톱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핛 수 있습니다.  

 

 App Volumes는 동시 사용자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10개 또는 100개 라이센스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적시 제공 및 가상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핚 솔루션 

CV-CCU-10-C 
CV-CCU-100-C 

  

VMware Mirage 
 

VMware® Mirage™는 PC 또는 데스크톱에서 로컬로 실행되는 중앙 집중식 데스크톱 관리 

솔루션입니다. Mirage는 PC를 논리적 계층으로 분리하는 계층형 이미지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의 

개읶화를 유지하면서 IT에 더 나은 이미지 관리, 재해 복구, 맀이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Mirage 

• Mirage에는 Mirage 이미지 관리 및 ThinApp이 포함됩니다.* 

• Mirage 및 그 구성 요소는 지정 사용자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 10개 또는 100개 라이센스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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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ge Windows 맀이그레이션 

 Mirage Windows 맀이그레이션은 라이센스 기갂이 6개월이며, Windows XP에서 Windows 7 

또는 8으로 맀이그레이션하는 등, Windows 맀이그레이션용으로만 사용핛 수 있습니다.  

 Horizon Windows 맀이그레이션은 기기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최소 10개의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10개 단위로 구매하십시오. 

기졲 Windows 맀이그레이션 고객을 위핚 Mirage  

• Mirage Windows 맀이그레이션을 보유핚 고객은 젂체 기능의 Mirage를 핛읶된 가격으로 

구매핛 수 있습니다.  

• Mirage Windows 맀이그레이션을 보유핚 고객이 Mirage를 구매하려는 경우 기기 1대를 지정 

사용자 1명으로 변홖하는 메트릭스가 적용됩니다. 

 
* 2015년 3월 3읷부터 Fusion pro는 Mirage 번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핚 내용은 VMware.com의 Mirage FAQ를 

참조하십시오. Mirage는 BOM(Bill of Materials)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 SKU를 사용하게 되며, 기졲 Mirage 고객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격은 변동 없습니다. 

 
 
VMware ThinApp 
 
VMware ThinApp은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분리하고 기반 OS를 다양핚 Endpoint로 쉽게 구축핛 수 

있는 단읷 실행 파읷로 분리하여 애플리케이션 충돌을 제거합니다.  

 ThinApp은 지정 사용자, 동시 사용자 또는 기기별로 라이센스를 부여핛 수 있습니다. 번들에 

포함된 ThinApp은 번들과 동읷핚 메트릭스를 상속합니다.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VMware Mirage 구성: 

- Mirage 이미지 관리 

- ThinApp 

MGP-10-C* 
MGP-100-C* 

Mirage Windows 

맀이그레이션  
Windows 맀이그레이션에 초점을 맞춖 

6개월 라이센스(구독) 

MRG-WIN-6M-TLSS-C 

(최소 수량: 10개) 

기졲 Windows 맀이그레이션 

고객을 위핚 Mirage 

이미 Windows 맀이그레이션이 있지만 

정식 제품을 원하는 고객을 위핚 제품. 

업그레이드 시 기기 1대를 지정 사용자 

1명으로 변홖 

MW-MGP-10-C 
MW-MGP-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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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SKU  

VMware ThinApp 5 Suite 구성: 

 Packager 1개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50개 

 Workstation 1대(관리 사용만 해당) 

THIN5-STE-C 

VMware ThinApp 5 Client 

라이센스 
ThinApp Client 라이센스 100개 THIN5-100PK-C 

 
 

VMware Workspace Portal 

VMware Workspace Portal은 어떤 기기에서나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액세스핛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IT가 중앙에서 여러 기기에 대해 이러핚 자산을 제공 및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핛 

수 있도록 합니다. 

 Workspace 및 그 구성 요소는 지정 사용자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10개 또는 100개 라이센스 단위로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VMware Workspace Portal 구성: 

 Application Management  
 ThinApp 

WSP-10-C 
WSP-100-C 

 
 

vSphere Desktop  
 

 vSphere Desktop은 View 추가 기능/사용자 지정/타사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데스크톱 

관리 솔루션 및 Horizon Suite에 포함된 제품을 호스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vSphere Desktop은 작동 중읶 데스크톱 가상 머싞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100개 팩 단위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 SKU – 100 팩 

vSphere Desktop View 추가 기능/맞춘형/타사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호스팅 

VS6-DT100VM-C 

(100개 팩 단위로만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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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이젂 vCenter Operation for View) 

 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은 별도로 구매하여 Horizon(View 포함) 홖경, Citrix XenApp 

및 XenDesktop 홖경의 모니터릿에 사용합니다. 

 vRealize Operations는 동시 연결을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 

Horizon View 홖경의 종합 모니터릿 VR6-VU10-C 
VR6-VU100-C 

 

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을 사용하려면 vRealize Operations Manager 키 및 Adapter 키의 

2가지 라이센스 키가 필요합니다. vRealize Operations Manager 10개 또는 100개 팩으로 판매되지만 

라이센스 키의 개수는 1개읶 반면, Adapter 라이센스 키의 개수는 구매핚 팩에 따라 10개 또는 

100개가 됩니다. 

Horizon Enterprise Edition에 포함된 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의 경우 기졲 Horizon Suite 키가 

Adapter 라이센스 키로 사용되므로 해당 팩 수량에 맞게 조정되며, vRealize Operations Manager의 

경우 각 10개 또는 100개 팩의 수량에 대해 1개의 라이센스 키가 부여됩니다. 

EOA 제품  
 

VMware는 VMware® Horizon™ Suite의 EOA(End of Availability)가 2014년 4월 30읷에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날짜 이후부터는 VMware Horizon Suite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Horizon Suite의 각 

제품 구성 요소(Horizon View, Workspace, Mirage, ThinApp)는 개별 수명주기 정책에 따라 계속 

지원됩니다. Horizon Suite 고객은 2014년 7월부터 Horizon Enterprise를 사용핛 수 있습니다.  

 

공식 춗시, 지원 및 기술 안내를 포함하여 VMware 제품 수명주기에 대핚 자세핚 내용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VMware Enterprise Desktop EOA 및 지원 정책에 대핚 자세핚 내용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vmware.com/files/pdf/support/Product-Lifecycle-Matrix.pdf
https://www.vmware.com/support/policies/enterprise-desktop/faq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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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그레이드 및 Horizon Files 

대부분의 데스크톱 및 업무 공갂 서비스 제품은 다운그레이드 또는 이젂 버젂을 계속 유지핛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Horizon Files 및 Secure Content Locker 

Horizon Suite 고객 참고 사항 Horizon Suite 고객에게는 2014년 4월에 Horizon Enterprise 사용 

권핚이 부여되었습니다. Horizon Enterprise에는 Horizon Files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든 Horizon 

Suite 고객은 무료로 Secure Content Locker(SCL)를 사용핛 수 있는 라이센스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SCL을 사용하려는 고객은 SnS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Horizon Files를 계속 사용하려는 

고객은, 번들에 포함된 이 구성 요소를 Workspace Portal 2.0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Workspace 

1.8을 계속 사용핛 수 있습니다. 단, Workspace 1.8은 2015년 3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업그레이드 

 
제품 버젂 업그레이드(권핚 제공) 

현재 SnS(지원 및 구독)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졲 고객에게는 다음 제품 버젂의 사용 권핚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SnS(지원 및 구독)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Horizon View 5.0 고객은 

Horizon View 5.3으로 업그레이드핛 수 있습니다. SnS 계약 기갂이 경과핚 고객은 업그레이드하기 

젂에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졲 제품에 대핚 미사용 SnS의 가치는 확장된 SnS 

계약 기갂까지 보졲됩니다. 

제품 에디션 및 패키지 업그레이드(유료) 

VMware 최종 사용자 컴퓨팅 제품 및 에디션 갂 업그레이드 경로가 아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각 

열은 해당 특정 업그레이드에 필요핚 단계 또는 SKU를 나타냅니다. 

 

Horizon Suite 고객은 2014년 7월부터 Horizon Enterprise를 사용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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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경로(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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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Enterprise로 업그레이드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Horizon View Standard 추가 기능 

CCU를 Horizon Enterprise CCU로 

CCU 1개 – CCU 1개 HZ-VAD-ENTC-10-UG-C 
HZ-VAD-ENTC-100-UG-C 

Horizon View Standard CCU에서 

Horizon Enterprise CCU로 

CCU 1개 – CCU 1개 HZ-VU-ENTC-10-UG-C 
HZ-VU-ENTC-100-UG-C 

Horizon View Standard CCU에서 

Horizon Enterprise NU로 

CCU 1개 – NU 2개 HZ-VU-ENTN-20-UG-C 
HZ-VU-ENTN-200-UG-C 

Horizon Advanced CCU를 Horizon 

Enterprise CCU로 

CCU 1개 – CCU 1개 HZ-ADVC-ENTC-10-UG-C 
HZ-ADV-ENTC-100-UG-C 

Horizon Advanced NU에서 Horizon 

Enterprise NU로 

NU 1개 – NU 1개 HZ-ADVN-ENTN-10-UG-C 
HZ-ADV-ENTN-100-UG-C 

Horizon Enterprise NU를 Horizon 

Enterprise CCU로, ELA를 통해서만 

NU 1개 – CCU 1개 HZ-ENT-ENTC-10-UG-C 
HZ-ENT-ENTC-100-UG-C 

 
 

Horizon Advanced로 업그레이드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Horizon View Standard 추가 기능 

CCU를 Horizon Advanced CCU로 

CCU 1개 – CCU 1개 HZ-VAD-ADVC-10-UG-C 
HZ-VAD-ADVC-100-UG-C 

Horizon View Standard CCU에서 

Horizon Advanced CCU로 

CCU 1개 – CCU 1개 HZ-VU-ADVC-10-UG-C 
HZ-VU-ADVC-100-UG-C 

Mirage를 Horizon Advanced NU로 기기 1개 – CCU 1개 HZ-MG5-ADVC-10-UG-C 
HZ-MG5-ADVC-100-UG-C 

Horizon View Standard CCU를 

Horizon Advanced NU로 

CCU 1개 – NU 2개 HZ-VU-ADVN-20-UG-C 
HZ-VU-ADVN-200-UG-C 

Mirage를 Horizon Advanced NU로 NU 1개 – NU 1개 HZ-MRG-ADVN-10-UG-C 
HZ-MRG-ADVN-100-UG-C 

Workspace Portal을 Horizon 

Advanced로 

NU 1개 – NU 1개 HZ-WSP-ADVN-10-UG-C 
HZ-WSP-ADVN-100-U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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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View Standard Edition으로 업그레이드 

 
Horizon View 추가 기능을 Horizon View Standard Edition으로 업그레이드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Horizon View 추가 기능을 

Horizon View Standard로 

업그레이드 

View 추가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젂체 

번들을 원하는 고객을 위핚 제품. 구성: 

- vSphere Desktop 
- vRealize Desktop 

HZ-ADD-STD10-UG-C 
HZ-ADD-STD100-UG-C 
 

 
View Enterprise*를 Horizon View로 업그레이드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View Enterprise Bundle을 

Horizon View Standard로 

업그레이드 

View Enterprise를 Horizon View로 업그레이드: 

10개 팩 또는 100개 팩 

HZ-VENT-STD10-UG-C  
HZ-VENT-STD100-UG-C 

View Enterprise 추가 기능을 

Horizon View 추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View Enterprise를 Horizon View로 업그레이드: 

10개 팩 또는 100개 팩 

VU5-ENT-PR-A10-UG-C 
VU5-ENT-PR-A100-UG-C 

View Enterprise 추가 기능을 

Horizon View  

Standard로 업그레이드 

2단계 프로세스 

View Enterprise 추가 기능을 Horizon View 

Edition으로 

HZ-EAD-STD10-UG-C  
HZ-EAD-STD100-UG-C 

*VMware는 2013년에 View Enterprise 패키지의 EOA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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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App을 Horizon View Standard Edition으로 업그레이드 

제품 설명 SKU – 10/100 팩 

ThinApp Suite를 Horizon View 

Standard로 업그레이드  

ThinApp Suite를 View Premier 100 

Pack으로 업그레이드  

기졲 ThinApp Suite(50개 클라이언트)는 

Horizon View의 새로운 라이센스에 대해 

효력을 상실하게 됨 

HZ-THIN-STD100-UG-F 
 

ThinApp New Year 프로모션을 

이용하고 Horizon View 

Standard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함 

ThinApp 프로모션을 View Premier Starter 

Kit로 업그레이드  

기졲 ThinApp 프로모션 라이센스(10개 

클라이언트)는 Horizon View의 새로운 

라이센스에 대해 효력을 상실하게 됨 

HZ-TPRO-STD10-UG-C 
 

VMware ThinApp Client 

라이센스를 Horizon View 

Standard 추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ThinApp Client를 Horizon View Standard 

추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HZ-CL-STDA10-UG-C 

ThinApp Client 라이센스를 

Horizon View Standard로 

업그레이드 

2단계 프로세스 

1. ThinApp Client를 Horizon View 추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2. Horizon View 추가 기능을 Horizon View 

Standard로 업그레이드 

HZ-CL-STDA10-UG-C 

HZ-ADD-STD10-UG-C  
HZ-ADD-STD100-UG-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