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이동 가능 라이센스 단위: 
vRealize Suite용 하이브리드 클
라우드 지원 라이센싱 메트릭스
VMware의 새로운 VMware vRealize® 
Suite용 이동 가능 라이센스 단위(PLU)는 
VMware vSphere® 기반 가상 환경은 물
론 타사 하이퍼바이저와 물리적 서버, 기타 
모든 지원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등의 하이
브리드 및 이기종 환경에 동일한 vRealize 
Suite 라이센스를 배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PLU를 사용하면 동일한 라이
센스 키를 사용하여 1개의 vSphere CPU
에서 무제한의 운영 체제 인스턴스(OSI)/
가상 머신을 관리하거나, 지원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최대 15개의 OSI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 vSphere 환경 및 퍼블릭 클라우드 
간 원활한 이동성
vRealize Suite로 관리하는 워크로드가 
기존과 다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되면 
PLU 메트릭스가 자동 전환됩니다. 이는 
vRealize Suite의 기본 기능이므로 라이
센스 변환이 필요하거나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모든 vRealize Suite 
및 VMware vCloud Suite® 고객에게 제
공되므로 유효한 SnS(Subscription & 
Support)를 보유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해당됩니다.

하나의 라이센스 키로 사내 vSphere 
CPU에서 무제한의 워크로드 또는 기타 
환경에서 최대 15개의 워크로드 지원
1개의 vRealize Suite PLU를 사용하여 1개
의 사내 vSphere CPU에 구축되거나 1개
의 VMware Cloud™ on AWS CPU에 구
축된 무제한의 OSI/가상 머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vRealize Suite를 사용하여 
(i) 기타 지원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ii) 
타사 하이퍼바이저와 물리적 서버에 구축된 
최대 15개의 OSI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센스는 구축 시나리오를 토대로 
CPU 단위 또는 OSI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
며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VMware의 이동 가능 라이센스 
단위의 주요 이점
VMware PLU 라이센싱 메트릭스는 다음
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최적화된 라이센스 사용: PLU는 CPU 및 
OSI 기반 라이센싱 메트릭스의 이점을 모
두 제공합니다. vSphere 환경에서 CPU
별 무제한의 OSI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면서 하이브리드/이기종 환경에
서 OSI별 메트릭스를 사용하여 워크로드
를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및 미래의 변화하는 환경 요
구 사항에 따라 라이센스를 활용할 수 있
어 고객의 VMware 투자를 보호합니다.

• 변경 시에도 유지되는 일관성 PLU를 통해 
기본 워크로드 인프라가 사내에서 외부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되어도 현재 vRealize 
Suite 구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싱 메트릭스가 자동 전환되어 라이
센스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용 절감: PLU가 보다 유연해짐에 따라 
CPU에서 OSI 메트릭스로, 또는 그 반대
로 전환하기 위해 새 라이센스를 구매하거
나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
니다.

독립 실행형 제품에 대한 라이센
스 변경 없음
V Mwa re  vRe a l ize  O p e rat io ns™ , 
vRea l ize Automation™,  vRea l ize 
Business™ for Cloud, vRealize Log 
Insight™, vRealize Code Stream™, 
vSphere와 같은 독립 실행형 제품에서는 
이동 가능 라이센싱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이전에 구매한 OSI 또는 CPU 
기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PLU로 전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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