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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속도에 맞는 운영
더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
니다. 점점 이동이 늘고 있는 근무자의 생산성을 더 높입니다. 비즈니스를 혁신
해야 한다는 압박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IT 인프
라는 비즈니스 목표를 진척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모바일 클라우드 시대에 들어선 지금, IT 모델은 더 많은 고객, 더 많은 애플리
케이션, 더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IDC의 보고에 따르면, 메인
프레임과 클라이언트 서버를 넘어 IT 성장과 혁신1을 위한 제3의 플랫폼을 제공
하려면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모바일, 빅데이터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IT 운
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기에서 정보와 애플리케
이션에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IT에 사용자의 역량을 강화할 권한 부여
IT의 서비스화(ITaaS)는 고객, 직원, IT 조직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ITaaS는 IT 제공을 개인화하면서도 기술 
비용, 교육, 과잉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고 IT 민첩성, 유연성, 응답성, 제어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ITaaS를 사용
하는 IT 팀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요구 사항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제휴를 시
작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서비스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 IT는 더욱 효과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경쟁 
우위를 촉진하는 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 민첩성과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가속화 
VMware는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면서도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이 
된 가상화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VMware® 가상화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전체 데이터 센터에 걸쳐 가상 업
무 공간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VMware는 기업의 고유한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IT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VMware의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의 고객이 VMware 소프트웨어로 비용 절감과 민첩성을 크게 높이고 IT 환
경에 대한 제어 능력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VMware 솔루션으로 선
택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우드에 걸쳐 업계에서 가장 풍부한 파트너 에코시
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ITaa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Mware으로의 전환 시작  >

1 IDC. “IDC Predictions 2013: Competing on the 3rd Platform.” Frank Gens,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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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서비스화(ITaaS)로의 여정 
고객이 VMware 그리고 광범위한 VMware 파트너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으면 기존의 IT 인프라를 
민첩성, 효율성, 가상화 정도가 더욱 향상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점차 발전하는 전환을 시작
하게 됩니다. VMware으로의 전환 기간 전체에 걸쳐, IT 투자로부터 더욱 높고 전략적인 가치를 실
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프라를 가상화하여 투자를 통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일로 이러한 전환을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그 후 비즈니스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하고 자동화와 더 높은 정
도의 관리를 활용하는 전략을 따라 컴퓨팅 플랫폼을 넘어 스토리지, 네트워킹, 보안 등 인프라의 
다른 부분까지 가상화를 확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
됩니다. 하지만 가상화가 진정으로 안정화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은 ITaaS의 가치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환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상화로부터  더  높은  ROI를  실현합니다.2 

ITaaS를  제공하는  회사는  작업  실행을  통해  동종  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상당한  장점을  
달성합니다.3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전진 >

3단계로  이루어진  IT 전환  
투자는  ITaaS 제공을  목표로  
한  과정에  있는  조직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2  VMware. “IT Evolution: Today and Tomorrow – Insights from the VMware 2013 Journey to IT as a Service Survey.” 2013년 8월.
3  Ibid.

1단계
설비 투자 비용  
절감/통합

2단계
운영 비용 절약 
서비스 품질 개선 
안정성

3단계
민첩성/자동화

IT 운영

비즈니스 운영

IT의 서비스화(IT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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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기반을 통한 발전  
10여 년 전, VMware는 기업이 IT의 복잡성과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VMware 
vSphere® 가상화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VMware는 Forbes 선정 “최고 혁신 기업” 순위에
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4.  VMware와 VMware 파트너 기술은 더욱 신속하고 더욱 간편한 애
플리케이션 및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T와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리소스로 이루어진 탄력적인 풀을 제공하기 때문에 
IT 제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운영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고객이 결국 기존의 IT 리소스를 유
지 보수 프로젝트에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는 혁신으로 재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Mware와 광범위한 VMware Partner Network는 모바일 클라우드 시대에 IT 가
속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VMware와 VMware 에코시스템은 데
이터 센터 전반에 걸쳐 가상 업무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IT의 주요 지상 과제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 서버 가상화의 비용 및 운영 혜택을 개방형 아키텍처 방식을 통해 
컴퓨팅, 네트워킹, 보안, 스토리지 등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체로 확장하고 IT에서 비즈니스 속도
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사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원활하게 확장하고 기존 및 차세대 애플리케이
션을 지원하는 공통 관리, 조정, 네트워킹, 보안 모델을 제공하여 민첩성 증진

 모빌리티 – 가상화의 자유, 유연성, 관리 장점을 이동 중인 다중 기기 사용자를 지원해야 하는 고
객에 제공

VMware는  고객  클라우드  구축, 운영, 직원  배치 , 관리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  및  안내를  포함하는  완전
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T의 발전과 ITaaS 지원 >

4  Forbes. “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2013년 8월 14일.

Fortune 100대 기업과 중소 

규모의 고객이 ITaaS와 

클라우드 인프라로 구성된 

이기종 풀의 기반으로 

포괄적인 VMware 가상화, 

자동화, 관리 솔루션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VMware 솔루션으로 IT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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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의 재정립: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고객이 서버 가상화로 비용을 절약하는 경험을 했다면 가상 컴퓨팅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다음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로 확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은 얼마나 될지 상상해 보
십시오. VMware와 거대한 VMware 에코시스템으로 가상화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지원할 아키텍처, 기술,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하여
스토리지 전환

관리 툴에서
자동화로 전환

모든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상 컴퓨팅 확장

속도 및 효율성을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모든  인프라가  가상화되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가상 컴퓨팅을 확장하여 민첩성 증진
프라이빗, 퍼블릭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인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
터는 가상화와 자동화의 강력한 성능을 스토리지, 네트워킹, 보안 등 모든 데이터 센터 서비스로 확
장하여 전례 없는 효율성, 민첩성, 제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미션 크리티컬 애플
리케이션, 모든 데이터베이스, 모든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모든 물리적 서버가 가상 인프라로 대
체됩니다. VMware vCloud® Suite와 VMware vSphere® with Operations Management™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컴퓨팅을 확장하는 데 적합한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스토리지의 변모를 통한 비용 절감, 성능 향상
그렇지만 애플리케이션에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는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VMware와 선도적
인 스토리지 기술 파트너사들이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아키텍처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 중심의 제어 평면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IT는 각 가상 머신에 
대한 용량, 성능, 가용성 요구 사항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 나머지 가상화 인프라가 그 정책들을 운
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데이터 평면의 가상화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스토
리지 인프라의 이기종 기능을 추상화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러한 기능을 소프트웨어 중심 제어 
평면에 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하드웨어 어레이에 종속되어 가상화 데이터 서비스
의 다양한 집합을 지원해 온 애플리케이션 중심 데이터 서비스의 가상화가 포함됩니다. 

VMware가 선도하고 업계와 분

석가가 혁신적이라고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현재와 미

래에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하드

웨어의 인프라를 다운타임 없이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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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DC. “Worldwide Cloud Systems Management Software 2012 Vendor Shares.” Mary Johnston Turner, 2013년 6월.

VMware® Virtual SAN™은 새로운 통합 인프라 데이터 스토리지 단계로 로컬 스토리지와 플래시 
기술을 사용하여 공동 관리, 컴퓨팅, 스토리지에 하이퍼바이저를 확장하는 환경입니다. 여기에는 
가상화 계층과 더불어 엄격한 정책 통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은 복구 성능이 뛰어납
니다. 고성능 Virtual SAN은 가상 머신에서 로컬 스토리지와 로컬 읽기/쓰기 캐시의 이점을 활용하
여 특히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지사 접속, 계층 3 스토리지가 필요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
을 높입니다.

네트워크의 가상화를 통한 속도와 효율성 향상
스토리지를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맞추고 나면 속도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를 가상화
하여 고객과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반 하드웨어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추상화하여 물
리적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워크로드를 해소하고 IT 직원의 느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프로비저
닝 프로세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모델을 통해 네트워킹을 프로그램 방식
의 자동화 네트워킹으로 혁신할 수 있고 IT의 민첩성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VMware NSX™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 모든 하이퍼바이저 및 모든 네
트워크 하드웨어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Mware® ESX®가 컴퓨팅에 혁신을 불러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NSX는 네트워크 운영과 컴퓨팅을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SX로 네트워크를 가
상화하면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가속화하고 자본 및 운영 비용을 낮추고 무중단 방식으로 네트워크 
운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한 혁신 리소스 재구축
이러한 미래의 데이터 센터에 중요한 조건은 자동화된 IT 운영 관리입니다. 기존 IT 관리로 정보와 
인프라 사일로가 만들어졌지만 자동화 클라우드 관리는 실행 가능한 대시보드 보기를 제공합니다. 
IT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보안, 규정 준수,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VMware
와 VMware 파트너사의 자동화 관리 솔루션은 강력한 정책 중심 도구로 더 많은 가상 머신, 더 많은 
이벤트, 더 많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들은 물리적 인프라, 다중 가상 환경, 다
중 클라우드에 걸쳐 IT 관리를 간소화하여 IT 조직이 구축자에서 여러 사업부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동화와 IT 관리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VMware 솔루션은 질적, 양
적으로 탁월하여 IT에 전체 조직의 서비스를 완벽하게 중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DC는 최
근 VMware가 클라우드 관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5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업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유실 없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습니
다. 제어권을 이기종 운영 체제에서 IT의 손에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ITaaS로의 전환
으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을 조직에 제공하는 가상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VMware가 제공한 프라이
빗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유
연성과 확장성 덕분에 비즈
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
션 및 서비스의 제공을 가속
화함으로써 저희 회사가 비
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하
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VMware 클라우드 관리
에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 회
사의 클라우드 관리를 간소
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이렇듯 강력한 결
합으로 Columbia Sports-
wear는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와 시장 기
회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Fred Pond,  
부사장 겸 CIO(최고 정보 책임자), 
Columbia Sports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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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두 가지 경로 
조직이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VMware는 IT 인프라와 ITaaS로의 전환을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경로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확장

대상 조직 클라우드 컴퓨팅을 완전하게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고객 IT 운영에서 더 많은 이점을 점차 끌어내고자 하는 
조직

이점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완벽한  
VMware 솔루션을 구축하여 실적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셀프 서비스 방식의 액세스 지원
과 프로비저닝 자동화로 IT의 업무 대응 능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최상의 SLA를 제공하여 IT에서 모든 
워크로드에 재해 복구 및 운영 및 규정 준수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비저닝, 클라우드 운영 관리, 클라우
드 비즈니스 관리 등 IT 관리를 간소화 및 자동화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가상화 확장의 모든 이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다음 
열 참조).

vSphere with Operations Management를 구
축함으로써 실적 달성을 앞당기고 vSphere로 인
한 IT 비용 절감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용량 활용도가 40% 향상됩니다.6 

통합 비율이 37% 증대됩니다.7 

솔루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면 vCloud Suite로 시작하
십시오. 인프라, 관리, 네트워크, 보안 등 프라이빗 클라우
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핵심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
다. vCloud Suite로 NSX와 Virtual SAN을 구축하여 조
직의 ITaaS 목표를 진척시키십시오. 이러한 솔루션은 개방
형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기반의 완벽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구축, 실행,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공합니다.

주력 VMware 가상화 플랫폼의 최신 제품인 
vSphere with Operations Management는 용
량 계획과 상태 모니터링 및 경고 기능이 추가되었
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vSphere
에 대한 운영 정보를 얻어 사용되지 않는 용량을 
재할당하고, 가상 머신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
고, 활용도를 개선하고, 통합 비율을 높일 수 있습
니다. 안정적으로 용량을 최적화하고 가상 환경을 
확장하는 동시에 워크로드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여 가용성과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IT와 비즈니스 민첩성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VMware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원활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제공

6  Management Insights. “The Benefits of VMware’s vCenter™ Operations Management Suite™: Quantifying the Incremental Value of the vCenter Operations Management Suite for vSphere 
Customers.” Sonia She�eld, Jack Mandelbaum, 2012년 9월.

7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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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와 경영자가 타사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주문형 서비스를 구매하여 IT의 당면 과제를 손
쉽게 해결하게 되면 기업의 총 비용과 리스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증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면 조직이 기업과 IT 리더의 기대 격차를 효율적으로 좁히고 가치 창출 시간을 단
축할 수 있습니다. 

VMware와 250곳 이상의 VMware vCloud®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종종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관된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제한
성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 환경 사이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안성, 안정성,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이점인 이식성과 호환
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환성은 IT 리소스와 기술에 대한 기존 투자를 보호함으
로써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vSphere에 구축된 VMware vCloud® Hybrid 
Service™는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지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 시장에 구축되고 있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도구와 프로세스를 사용
하여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장하는 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로 가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신속한 경로가 됩니다. 코드 재작성 또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vCloud Hybrid Service는 언제 어
디서나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모든 클라우드에 걸친 간편한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vCloud Hy-
brid Service를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비저닝 작업을 줄이고,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혁
신을 증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의 네 가지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공통 관리 및 조정 플랫폼 – 애플리케이션 관리, 자동화, 구축을 위한 단순한 단일 창으로 IT 운영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IT 서비스에 대한 쉽고 민첩한 액세스를 제공합
니다.

  통합 네트워크 아키텍처 –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에 워크로드를 원활하게 
이동 또는 통합함으로써 DNS 구성 또는 IP 주소를 변경하느라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통 보안 모델 – 클라우드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보호로 다중 방화벽 또는 DMZ “펀칭” 등과 같은 
작업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지원 요청 – 실행 위치와 관계없이 워크로드 지원을 한곳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
약하고 IT 지원의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VMware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건 VMware vCloud 서비스 공급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건 간에 VMware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접근 방식을 통해 IT 조직이 다양한 제공업체로부
터 소싱한 서비스의 주요 브로커로서 다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IT 직원이 비즈니스 리스크를 완
화하는 데 필요한 제어 권한을 유지하는 사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구애받지 않는 인력 지원

“vCloud Hybrid 
Service는  
운영 환경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뛰어난 
최신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Colby Cousens, 
시스템 관리자, 
City of Melrose, Massachus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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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우드 시대에, 기존 IT 인프라는 새롭고 앞으로 생기게 될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발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Mware와 VMware 파트너사의 최종 사용자 컴퓨팅 솔루션은 PC
와 새롭게 등장하는 모바일 기기를 관리하는 비용과 복잡성을 모두 해결합니다.

PC 시대의 사용자는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습니다. IT는 전통적으로 데스크톱과 네트워크 액세스의 물리적 보안에 보안의 역점을 두었
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모바일 중심의 다중 기기 환경에서 운영합니다. 휴대폰, 태블릿 및 랩톱과 같
은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IT 과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VMware® Horizon™ Suite는 IT 팀이 최종 사용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안전한 모바일 엔터프라이
즈 플랫폼입니다. BYOD(bring your own device) 모빌리티와 가상 작업 환경 이니셔티브를 지원
하여 IT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Horizon Suite는  직원  모빌리티를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입니다.

Horizon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은 업무용과 개인용을 비롯한 다중 기기에서 최종 사
용자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톱과 연결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갖추게 됩니다. IT 제어와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동성이 증가하는 모바일 인력의 필요를 충족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Horizon Suite는 인프라 사일로를 안전한 관리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IT 운영을 간소화합니다. 

전략 설계 >

실제 환경의 혜택 누리기 
시작하는 상황이든 가상화 사용 공간을 확장하든 VMware Professional Services는 고객이 업계 

“Jaguar Land Rover Au-
tomotive에서는 원격 및 
모바일 근무 방식을 예외
로 취급하지 않는 환경을 
구현하고 모두가 모바일 인
력이라는 가정하에 시스템
과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로
컬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연결되는 다양한 개인 기
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Mware Horizon Suite는 
이 역량의 핵심으로서, 저
희 회사 전 세계 인력의 협
업과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Gordon McMullan, 
최고 기술 책임자 대행, 
최고 정보 기술 부서, 
Jaguar Land Rover 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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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VMware 솔루션 및 기술이 제공하는 고유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광범위
한 VMware 서비스 커뮤니티는 VMware Professional Services와 엄선한 서비스 공급 파트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설턴트와 어드바이저는 광범위하고 실제 환경을 탁월한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지식을 결합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IT 조직은 IT 전환이 IT 및 비즈니스에 긍정적
이고 실질적이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ITaaS의 기술, 인력, 프로세스 및 재무 측면
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Mware Professional Services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elerate 자문 서비스는 벤치마킹과 재정 모델링 분석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도록 지원하고 실행 가능한 IT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해 고객들의 비즈니스 목표를 뒷받침
해 줍니다.

 기술 컨설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 확장 또는 보완하고 VMware 기술, 프로세스, 조직
을 최적화해 긍정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제공하면서 현장 지식을 전수해 고객 팀의 자가 문제 
해결 능력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Technical Account Manager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전략과 전술을 보완해 쇄신 속도를 
높여주면서 VMware 내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VMware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 지원을 개
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 서비스 및 자격증 프로그램은 고객이 IT 환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실력, 자신감 그리고 경
험을 쌓도록 도와줍니다.

가상화 전환 지속 > 

VMware 솔루션으로 판도 전환 
조직은 기존 VMware 기반 위에 발전함으로써 IT를 가속화하고 IT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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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 접근 방
식을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프라
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선택할 필요 없이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의 이점을 활용하여 IT와 
모바일, 다중 기기 휴대 고객 및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VMware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TCO(총 소유 비용)가 가장 낮은 고객 검증 솔루션 – vSphere와 vCloud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Fortune 500대 기업 100%, Fortune Global 
100대 기업의 100%, 수천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등 50만 이상의 고객이 VMware 기술과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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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합니다. 또한 여러 조사에서 VMware로 가상화하는 경우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는 가상화보다 
TCO(총 소유 비용)가 낮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전체 데이터 센터 가상화를 위해 설계된 솔루션을 통한 전례 없는 효율성 – VMware는 서버 가상
화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접근 방식을 통해 업계에서 탁월한 수준에서 데이터 센터 전체
에 걸쳐 IT를 최적화하여 가상 데스크톱으로 확장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에서 IT 인
프라 전체(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보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상화하고, 자동화하고, 관
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리스크를 낮춥니다.

완벽한 보안, 안정성, 제어를 통해 향상된 IT 민첩성 – VMware와 VMware 파트너 네트워크의 솔
루션을 통해 운영 체제를 개선하지 않아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안정적으
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VMware 플랫폼은 모바일 업무 공간의 모든 기기에 원활하고 안정
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VMware의 솔루션은 비즈니스와 IT의 요구 사항 격차를 해소하여 
IT가 전체 비즈니스의 전략적 서비스 브로커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결된 비전과 목표 – VMware는 고객이 혼합된 환경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기종 다중 플랫폼 인프
라의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현재 다중 클라우드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VMware와 
VMware 파트너사 솔루션은 필요할 땐 어디서나 어느 워크로드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VMware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클라우드, 모든 워크로드에 필요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어디서나 해결하는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에 맞게 설계된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만을 제공합
니다.

VMware와의 협력을 통해 IT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로 IT와 사용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aaS를 통해 IT 부서는 더 큰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서비
스와 기회를 만들 여유를 갖게 되고 기업의 수익을 늘리고 전략적 차별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http://www.vmware.com/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http://www.vmware.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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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뛰어넘는 실적 달성
저희 회사 제품의 대표적인 사용자인 VMware는 가상화와 클라우드 관리 기술 적용 시 저희 회사 
내부 IT 그룹이 배운 교훈을 전달하여 비즈니스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저희 회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혜택을 받아 민첩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내부 
팀의 수는 열 개가 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는 VMware IT
VMware 애플리케이션 운영 팀(AppOps)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 기반을 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
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했습니다. 실적을 달성하려면 
아키텍처와 운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진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IT는 기존 데이
터 센터 환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바뀌었고 클라우드 관리 및 자동화 기능을 구축하여 복잡
한 스택과 다단계 워크플로우를 프로비저닝했습니다. 또한 IT는 세부 계획 기반 프로비저닝으로 수
동 “휴먼 미들웨어” 프로세스를 총괄적 자동화 프로세스로 변환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이 제공하는 중요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환경 프로비저닝 시간이 평균 4주에서 36시간으로 단축, 24시간 목표 달성 계획

• 600명의 개발자 생산성 최대 20퍼센트 증가

•  용량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AppOps가 현재 모든 프로젝트 요청을 일관되게 수락할 수 있
게 됨

• 기업의 연간 인프라 및 운영 비용을 6백만 달러(USD) 절감

•  세부 계획 기반 프로비저닝으로 동일한 출력을 보장하므로 인스턴스 품질 향상

핵심 사항
또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하기 위해 기업 IT가 민첩성에 투자하여 비용을 낮추고 서비
스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 덕분에 서비스 제공 모델을 진정 
민첩성이 뛰어난 모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Job Simon, 부사장, IT 전략 및 아키텍처, VM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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