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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CLOUD AVAILABILITY
for vCloud Director
요약 정보

VMware vCloud® Availability for vCloud
Director를 통해 vCloud Air™ Network 서비
스 공급업체는 기본 vSphere 복제 기능을 사
용하여 고객의 VMware vSphere® 환경을 원
활히 지원하는,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인 클라
우드 기반 재해 복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VMware 서비스 공급업체의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솔루션은 크게 간소화된
사내 설치 프로세스로 고객의 도입과 발전을
도모하여 기존 VMware vCloud Director 멀
티 테넌트 클라우드 환경에서 추가 수익을 거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이점

클라우드 서비스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
야 중 하나인 클라우드 기반 재해 복구에 대해
vCloud Air Network 서비스 공급업체가 매
출을 늘릴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vCloud
Availability for vCloud Director의 특징은 다

주요 특징 및 기능

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공급업체를 위한 호환 가능하며 완전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클라우드 제품

• 손쉬운 운영 VMware vCloud Availability

IaaS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VMware Horizon® DaaS 및 DRaaS까지, 서비스 공급업

for vCloud Director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체는 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VMware 제품의 전체 패키지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고객의 vSphere 환경과 기본 호환되는

VMware vCloud Air Network 용량 구매가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업체의 비

Disaster Recovery as a Service를 간편하

용이 감소하며, 호환 VMware 에코시스템의 원활한 DRaaS 구축을 보장합니다.

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객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됨 vCloud Air Network 서비

• vCloud Director를 실행하는 vCloud Air Network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사내 기본
vSphere 클러스터의 즉시 대기 용량

스 공급업체가 기본 vSphere 복제를 활용하

• my.vmware.com의 표준 vSphere Replication™ 어플라이언스를 구축하는 사내 테넌트

여 고객에게 원활한 Disaster Recovery as a

• 가상 머신별 셀프 서비스 보호, 페일오버, 페일오버 테스트 및 페일백

Service(DRaaS)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VMware 서비스 공급업체용으로 개발
vCloud Air Network 서비스 공급업체를

• RPO(복구 시점 목표): 테넌트 선택(15분 ~ 24시간)
• RTO(복구목표시간): 가상 머신의 구동에 소요되는 시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이 솔루션은 VMware

• 디스크 장착을 통한 초기 시딩 가능

에코시스템과 호환되어 VMware vCloud

• 최대 24개의 이전 복원 시점

Director® 환경에서 추가 매출을 거둘 수 있
으며, vCloud Air Network 종량제 구매 방
식을 활용하여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 vCenter™에 통합된 테넌트 UI
• 완벽한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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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VMware 제품 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877-4VMWARE(한국 지사 (02) 30166500)로 전화하거나, VMware vCloud Air
Network 프로그램 웹 페이지(http://www.
vmware.com/kr/partners/service-provider.
html)를 참조하십시오.

지원
모든 vCloud Availability for vCloud Director 고객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지원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 활동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도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지원 내용에 포함됩니다.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VMware는 모범 사례 및 구축 시작에 대한 전문 서비스 계약도 제공하며, VMware가 직접
제공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풍부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서비스 공급업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음 구성 요소를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VMware vCloud Director 8.10
• ESX 6.0 U2
• VMware vCenter Server Appliance(VCSA) 6.0 U2
• vCloud Availability for vCloud Director 1.0의 NSX 버전 요구 사항은 http://www.vmware.
com/resources/compatibility/sim/interop_matrix.php의 vCloud Director 8.10 및
NSX 사이의 상호 운용성 표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사내 환경에 다음 구성 요소를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VMware vCenter Server® 6.0(또는 이상 버전, 사내)
• VMware vSphere Replication 어플라이언스 6.0(사내)
• VMware ESXi ®Host 5.0, 5.1.x, 5.5.x 및 6.0
• vCloud Availability for vCloud Director를 실행하는 vCloud Air Network 서비스 공급
업체에 대한 재해 복구 가상 데이터 센터(DR-VDC)
• 고객의 사내 환경 및 vCloud Air Network 서비스 공급업체 간 인터넷 연결
VMware vSphere Replication은 추가 비용 없이 VMware vSphere Essentials Plus Kit
및 상위 버전의 VMware vSphere, VMware vSphere with Operations Management™
에디션 및 VMware vCloud Suite® 에디션에 기본 제공됩니다.

VMware, Inc. 3401 Hillview Avenue Palo Alto CA 94304 USA Tel 877-486-9273 Fax 650-427-5001 www.vmware.com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3층 (우) 06164 전화: (02) 3016-6500 e-메일: vmware_kr@vmware.com

Copyright © 2016 VMware, Inc. All rights reserved. 본 제품은 미국 및 국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VMware 제품은 http://www.vmware.com/kr/support/patents에 기술된 하나 이상의 특허로 보호받습니다.
8/16
VMware는 미국 및/또는 기타 관할 지역에서 VMware, Inc.및 자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언급된 기타 명칭과 표시는 모두 해당 소유권자의 상표입니다. Item No: VMW10403-DS-vCLD-AVAILABILITY-A4-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