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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Center Protect Essentials Plus
중견기업을 위해 간소화된 IT 관리

요약 정보

VMware® vCenter™ Protect Essentials Plus가 고객
의 물리적 시스템 및 가상 머신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자산을 검색하고, 구성을 간소화하고, 전원 사
용을 원격 제어하고 엔드포인트 보안을 보장하도록 지원
하므로 IT 전문가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분 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VMware는 대기업의 전유물이던 고
급 기능을 모든 규모 및 유형의 기업에서 누릴 수 있게 하면
서 IT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vCenter Protect Essentials Plus란?
중견기업(SMB) 및 부서급 요구에 맞게 설계된 vCenter Protect
Essentials Plus는 가상 시스템과 기존 물리적 시스템을 위한 패치
관리, 자산 인벤토리, 바이러스 방지, 전원 관리 및 구성 관리를
하나의 통합 솔루션에 중앙 집중화합니다. 여기에는 가상 및 물
리적 시스템과 워크스테이션에서 실행 중인 Windows 운영 체제
와 일반 Windows 호스팅 애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
도 포함됩니다.

주요 이점
장점

•시스템 관리 자동화 — 중앙에서 가상 시스템 및 기존의
물리적 시스템을 위한 패치 관리, 자산 인벤토리 관리, 바
이러스 백신, 전원 관리, 구성 관리, ITScripting을 지원
하는 단일 통합 솔루션입니다.
•사용 편의성 — 하나의 프로세스와 하나의 도구 모음을 사
용하여 새로 추가되는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 머신을 검색
합니다. 에이전트 없는 자산 검색과 에이전트 기반 자산
검색의 혁신적인 조합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 — VMware가 시스템 관리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
행하므로, 관리자는 여유 시간을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
습니다.

vCenter Protect Essentials Plus는 IT 관리를 위해 다음 기능을 제
공합니다.
• 패치 관리 — 구축된 소프트웨어용 패치, 특히 중요한 보안 패
치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모두 구축합니다. vCenter Protect
Essentials Plus에서는 패치 관리를 올바른 보안의 핵심으로 간
주하고 자동으로 수행하므로 IT 관리자가 시간을 절약하고 비
즈니스 최적화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인벤토리 —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에 있는 모든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 자산을 검색하고 그 최신 인벤토리를 유지합
니다.
• 바이러스 백신 — 모든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관리하므로 비용을 절약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플러스 패치”는 네트워크
보안의 핵심입니다.
• 전원 관리 — WOL(wake-on-LAN)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온라인화하여 패치를 적용한 다음 전원을 끄므로, 전원이 차단
된 상태에서도 보안 관리를 지원하여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
습니다. 또한 업무 중단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절전 설정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간과 주말에 컴퓨터를 꺼두면 연 평
균 60달러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구성 관리 — 회사 정책에 따라 모든 데스크톱 및 서버 소프트
웨어 구성을 관리하고 제어하면서 컴퓨터를 확인된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합니다.
• ITScripts — 자주 발생하는 여러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문제를
ITScripts로 신속하게 자동 해결합니다. ITScripts를 사용하면 고
유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습
니다.
• 스냅샷 백업 복구 — 백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가운데 패치
적용 직전 및 직후에 가상 머신의 “스냅샷”을 생성하고 관리하
므로, 최신 버전의 알맞은 가상 머신 백업 카피를 롤백 또는 재
해 복구에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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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Center Protect Essentials Plus

vCenter Protect Essentials란?
VMware vCenter Protect Essentials는 가상 시스템과 기존의 물리
적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Windows 패치 관리 및 자산 인
벤토리 관리를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가상 및 물리적 서버와 워
크스테이션에서 실행되는 Windows 운영 체제와 널리 사용되는
Windows 호스팅 애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도 포함
됩니다. vCenter Protect Essentials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
니다.
• 중앙에서 Windows 환경 패치 관리
• 중앙에서 Windows 환경 자산 인벤토리 관리

이점 비교
VC E N T E R
P R OT E C T
ESSENTIALS

VC E N T E R
P R OT E C T
ESSENTIALS
P LU S

구축 옵션
사내 솔루션

✓

✓

신청 가격

✓

✓

✓
(Gov’t Edition)

✓
(Gov’t Edition)

패치 관리

✓

✓

오프라인 가상
머신 패치 적용

✓

✓

✓
(무료)

✓
(ITPro)

가상 머신
템플릿 패치 적용

✓

✓

자산 관리

✓

✓

미연방 요구 사항:
IAVA, SCAP,
Common Criteria
IT 관리 기능

ITScripts

바이러스 백신

✓

전원 관리

✓

구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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