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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점

• 가치 실현 시간 단축 – 자동화된 사전 
점검 및 검증을 통해 배포,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합니다.

• 지속적인 관리 최소화 – vRealize Suite 
제품 포트폴리오 전체에 걸쳐 인증서, 
라이센스, 사용자, 비밀번호, 구성 및 
컨텐츠 관리를 자동화하여 지속적인 제품 
및 컨텐츠 관리를 최적화합니다.

• 모범 사례 활성화 – VMware의 권장 참조 
아키텍처 및 검증된 설계를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VMware vRealize Suite를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
VMware vRealize® Suite Lifecycle Manager™는 VMware vRealize Suite를 위한 포괄적인 
통합 제품 및 수명주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배포 및 업데이트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제품 및 컨텐츠 관리를 최적화 및 자동화하고 vRealize Suite의 모든 구성 요소에 걸쳐  
0일차~2일차 운영 모범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별 vRealize 제품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지 다른 vRealize Suite 에디션을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vRealize Suite 
Lifecycle Manager로 시작하여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적화함으로써 vRealize Suite의 
이점을 극대화하십시오.

그림 1: vRealize Suite Lifecycle Manager 대시보드 및 기능.

그림 2: 설치 단계의 진행 과정을 보여 주는 간편한 설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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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vRealize Suite 수명주기 관리 솔루션
vRealize Suite는 vRealize Automation, vRealize Suite 및 VMware Cloud Foundation™ 
고객에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규정 준수 및 DevOps 기반 자동화를 위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 인프라 멀티테넌시 지원 – vRealize Automation의 전용 인프라 멀티테넌시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관리자는 상위 및 테넌트 구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향상된 VMware Cloud Foundation과 SDDC Manager의 통합 – vRealize Suite 구성 
요소를 배포할 때 VMware Cloud Foundation 및 SDDC Manager 구성 요소(예: 관리 및 
워크로드 도메인)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VMware Cloud Foundation 환경에서 
관리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vRealize Suite 구성 요소를 배포, 관리, 업그레이드 및 패치할 수 
있는 통합 보기가 제공됩니다.  

• 신속 설치 – 간편한 설치 프로그램, 자동화된 사전 점검 및 검증을 통해 간단하고 유연하게 
vRealize Suite Lifecycle Manager를 배포합니다. 

• 원 클릭 업그레이드 – 간소화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프로세스와 환경 스냅샷 기능을 통해 
손쉽게 롤백하도록 지원합니다.

• 손쉽고 지속적인 관리 – 인증서, 라이센스, 사용자, 비밀번호 및 구성의 관리를 자동화합니다. 

• 컨텐츠 수명주기 관리 – 여러 사용자 및 환경에 걸쳐 vRealize Automation Blueprint 및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 같은 vRealize 소프트웨어 정의 컨텐츠의 배포를 
자동화합니다. vRealize Suite Lifecycle Manager는 향상된 컨텐츠 공유 및 버전 제어를 위해 
Bitbucket, GitHub 및 GitLab과 통합됩니다.

• 인프로덕트(In-product) 시장 – VMware 및 에코시스템 파트너사가 큐레이터 역할을 맡아 
제공하는 즉시 사용 가능한 컨텐츠를 VMware Solution Exchange 통합을 통해 손쉽게 
활용하고 소비합니다. 

• 모범 사례 구현 – VMware 권장 참조 아키텍처 및 검증된 설계(VMware Validated 
Design™)를 준수하여 확장 및 성능에 최적화된 배포를 보장합니다.

지원되는 vREALIZE 제품

• vRealize Automation™

• vRealize Operations™

• vRealize Log Insight™

• vRealize Network Insight™

• vRealize Business™ for Cloud 

VMWARE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는 
구입 방법 

전화: 877-4 -VMWARE(북미 이외 
지역: +1-650-427-5000, 한국 지사 
vmware_kr@vmware.com.)

vRealize Suite Lifecycle Manager 제품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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