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VMware vSphere Essentials for
Retail and Branch Offices
소매점 및 지사 비즈니스의 대처 능력, 안전성, 비용 효율성 개선

오늘날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1/3 이상이 데이터 센터
외부의 원격 위치에 상주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물리적 서버
및 데스 크톱 을 관리하기 힘들고 보호하기 어려웠으며 유지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 로컬 IT 부족: 새 서버를 본사에서 배송하고 프로비저닝해야
하므로 원격 IT 요청 후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앙의 IT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 로 출 장 경비가 상 당 히 많 이 들고
다운타임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는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표준화의 부재: 일관성 없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중앙의 IT
직원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거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거나, 지사의 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 제한된 공 간 : 원격 사 이트에서 새 서버를 수 용할 공간 이
금새 부족해지며 이러한 사이트에서 기존 물리적 호스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 제한된 예산: IT 예산이 부족하여 원격 사이트를 위한 전문화된
비즈니스 연속성 솔루션이나 이중화 하드웨어에 투자하지
못합 니다. 또한 저렴한 옵 션(예: 테이프 백업) 은 오류 가
발생하기 쉽고 유지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며 도난이나
분실에 취약합니다.
조직의 소매점 및 지사 IT 인프라 관리 방식 전환
VMware 소 프 트웨어를 데이터 센터 외부로 확장하면 원격
위치의 IT 리소스에 대한 가시성 및 제어 기능이 향상됩니다.
VMware 가상화 솔루션은 소매점 및 지사(ROBO)에 다음과 같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원격 사이트의 서버를 가상화하고 이를 중앙에서 관리하면
기존 의 데이터 센터 리소 스 를 활용할 수 있으 므 로 비용과
인력 그리고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단일 창을
통해 수천 개의 사이트에서 가상 머신 형태로 몇 분 이내에 새
서버와 데스크톱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및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VMware는 중앙 관리를 통해 저렴한 구축 지원
VMware는 사이트의 분산된 네트워크를 가상화하려는 기업에
적합한 두 가지 VMware vSphere® 에디션을 제공합니다.
• VMware vSphere Essentials for Retail and Branch Offices는
서버 통합 및 중앙 집중식 관리를 제공합니다.
• VMware vSphere Essentials Plus for Retail and Branch
Offices는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및 백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에디션은 VMware vSphere Essentials Kit의 친숙한
기능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지만 소매점과 지사 구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두 에디션 모두 VMware vCenter Server™
for Essentials가 포함되어 있으며 VMware vCenter Ser ver
Standard(별도 구매)에서의 중앙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본
및 운영 SnS(지원 및 구독)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에디션 모두 10-CPU 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VMware
vSphere Essentials for Retail and Branch Offices는 10-CPU 팩당
825달러이고, Essentials Plus for Retail and Branch Offices는
10-CPU 팩당 7,495달러입니다. 사이트당 3대의 서버에 최대
6개의 CPU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분산된 사이트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가 상화하 는 고객은 V P P ( V M w a r e P u r c h a s e
Program)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nS는 별도 판매되며,
최소 1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 대처 능력: 단일 창을 통한 관리 간소화 및 신속한 프로비저닝

자세한 정보

• 안정성: 서비스 수준, 가용성, 데이터 보호 및 플랫폼 보안 향상

구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vmware.com/go/robo를 참조하십시오.

• 효율성: 통합, 중앙 집중화 및 표준화를 통해 IT 하드웨어 및
운영 비용 절감
VMware는 지사 관리의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는 동시에 유연성,
가용성 및 데이터 보호를 개선하는 표준화된 구축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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