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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Remote Office  
Branch Office Standard

vSphere Remote Office  
Branch Office Advanced

개요 비즈니스 연속성 및 백업 기능을 갖춘 
원격 사이트 서버 가상화 플랫폼

원격 사이트 서버 가상화를 통해 호
스트 구성 표준화와 같은 고급 기능과 
함께 비즈니스 연속성 및 백업 기능을 
제공

중앙 집중식 관리 vCenter Server for Essentials vCenter Server for Essentials

라이센스 권한 25개 가상 머신 팩 25개 가상 머신 팩 

vCenter 
Server(별도 판매) vCenter Server Standard vCenter Server Standard

특징

ESXi, vMotion, Storage 
vMotion, High Availability, Fault 
Tolerance(vCPU 2개), vShield 
Endpoint, vSphere Replication, 
Hot Add, 컨텐츠 라이브러리 

ESXi, vMotion, Storage 
vMotion, High Availability, Fault 
Tolerance(vCPU 4개), vShield 
Endpoint, vSphere Replication, 
Hot Add, 컨텐츠 라이브러리, Host 
Profiles, Auto Deploy, Distributed 
Switch

VMware vSphere Remote Office Branch Office는 분산된 원격 사이트에 있는 IT 인
프라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향상된 서비스 수준, 표준화, 가용성, 규정 준수를 제공합
니다.

vSphere Remote Office Branch Office 에디션을 사용하면 여러 사이트를 대상으로 가
상화를 통해 서버를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하고 호스트 구성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규
정 준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vSphere의 비즈니스 연속성 기능을 
통해 원격 사이트에서 가용성이 높은 IT 인프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VMware vSphere Remote Office 
Branch Office 에디션 비교

자세한 정보

자세한 내용은 VMware의 후원으로 작성된 
IDC Analyst Connection의 원격 근무지 
및 지사 가상화의 이점을 참조하십시오.

VMware가 후원하는 심층적인 IDC 백서
에서 원격 근무지 및 지사 가상화의 이점
과 VMware vSphere® Remote Office 
Branch Office™ 제품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ttps://www.vmware.com/content/dam/digitalmarketing/vmware/en/pdf/vsphere/vmware-idc-value-virtualizing-remote-offices-branch-offices.pdf
https://www.vmware.com/content/dam/digitalmarketing/vmware/en/pdf/vsphere/vmware-idc-value-virtualizing-remote-offices-branch-offices.pdf
https://www.vmware.com/content/dam/digitalmarketing/vmware/en/pdf/whitepaper/vsphere/vmware-idc-benefits-of-virtualizing-remote-and-branch-offices-whitepape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