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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loud on AWS
소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극복해야 하는 일부 당면 과제

운영의비일관성 서로다른보유
기술및툴

서로다른관리툴
및보안제어

애플리케이션
SLA의비일관성

호환되지않는
머신형식

1. Hybrid Cloud Trends Survey, The Enterprise Strategy Group, 2019년3월(N=309)

2. 451 Research, (2018년11월) 2019 Trends in Cloud Transformation(N=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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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력저하

100개애플리케이션을 재편및
클라우드로마이그레이션하는

데 7.4년이걸림1

리스크상승

90%의 응답자가 클라우드 관
련 분야 기술이 부족하다고

답변2

비용상승

재편 및 재검증으로 인한

재작업이 초래됨

일관적인인프라및운영을제공하는하이브리드클라우드로당면과제극복



각 환경의 고유한 이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을통한경제성

온디맨드용량
및고유서비스

확장및범위

기존사용자, 툴및
프로세스투자

애플리케이션 실
행을위한미세조정

자체관리

데이터와가까운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낮은지연시간또는연결이
끊어진애플리케이션

로컬설치공간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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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와 AWS의공동엔지니어링솔루션으로제공되는
완벽한통합하이브리드클라우드

2016년 10월

VMware + AWS

파트너십 발표

2017년 8월
VMware Cloud™ on 

AWS 가용성

2018년 8월

AWS RDS on vSphere

발표

2019년 12월
VMware Cloud™ on AWS 

Outposts 베타 발표

최첨단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기능

광범위한 워크로드 지원

유연한 사용을 통한 경제성

가장 광범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전 세계적 규모와 범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의 실질적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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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loud on AWS
세계에서가장인기있는퍼블릭클라우드환경에서검증된엔터프라이즈기능제공

원활한마이그레이션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며 리
스크가 낮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As-a-Service AWS

에서 클라우드 서

비스로 제공되는

우수한 VMware 

SDDC

일관성
일관되고 익숙한

VMware 기술 활용

이동성
간편한 워크로드
이동성 및 하이
브리드 기능

최신애플리케이션
Kubernetes, 컨테이
너, 가상 머신 지원

및 AW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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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AWS 리전에서 서비스

* Stretched cluster not supported Last updated: Mar, 2020

SOC 1, SOC 2, SOC 3 HIPAA BAA

CSA STAR Self-Assessment

ISO 27001, 27017, 27018 GDPR compliance

Financial Industry Information Systems
CYBER ESSENTIALS

Available Regions

US West (Oregon)

US East (N. Virginia)

US West (N. California)*

US East (Ohio)

GovCloud US-West

Canada (Central)*

South America (Sao Paulo)

Europe (London)

Europe (Frankfurt)

Europe (Ireland)

Europe (Paris)

Europe (Stockholm)

Asia Pacific (Sydney)

Asia Pacific (Tokyo)

Asia Pacific (Singapore)

Asia Pacific (Seoul)

Asia Pacific (Mum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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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loud on AWS: 공동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서비스

• VMware SDDC는 AWS 베어메탈에서실행

• VMware에서제공, 운영및지원

• 온디맨드용량및유연한소비

• 온프레미스 SDDC와의완전한운영
일관성

• 원활한대규모워크로드이동성및
하이브리드운영

• 글로벌AWS 설치공간,범위,가용성

• 네이티브AWS서비스에직접액세스

AWS 글로벌인프라고객데이터센터

vSphere vSAN NSX

vSphere 기반환경 AWS서비스

vRealize Suite, 타사 ISV 에코시스템

vCenter vCenter

VMware CloudTM on AWS
VMware Cloud Foundation 기반

대규모애플리케이션마이그레이션

S3 Lambda Redshift

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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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Build KMS

…



자동화된 호스트 치료
실패 / 문제가발생한호스트를새호스트로프로비저닝이자동화됩니다.

1. Host fails, or problem 
identified

2. New host added 
to cluster

3. Data from problem host
rebuilt, and/or migrated

4. Previous host evacuated from
cluster, fully replaced by new
host

…

vSAN Cluster

Mgmt Data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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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Datastore



Elastic DRS
탄력적인호스트기반의확장옵션제공

Automated
Scale clusters automatically and elastically by 
adding or removing hosts based on specific 
policies

Flexible
Optimize for performance, cost or speed of scale out or 
when storage utilization becomes critical

Built Into Infrastructure
Not necessary to re-architect applications

For more information: Elastic DRS Policy documentation. 9Confidential │ © 2022 VMware, Inc.

https://docs.vmware.com/en/VMware-Cloud-on-AWS/services/com.vmware.vmc-aws-operations/GUID-961C4B32-6093-4C2E-AFE5-5B1F56BF4EEE.html


Active Migrated VMs

CROSS-VERSION HYBRIDITY SECURITY

ON-PREMISES CLOUD

LARGE SCALE WARM MIGRATION

Hybrid Interconnect

Any-to-Any vSphere Migration

vSpher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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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6.5

VMware HCX
규모에적합한애플리케이션이동성, 인프라하이브리드,대규모마이그레이션



Stretched Clusters for VMware Cloud on AWS
인프라가애플리케이션가용성을관리하는동안개발자는비즈니스기능에집중할수있습니다

AWS Availability Zone
A

AWS Availability Zone
B

… …

vSphere HA/DRS span acr oss AZ

NSX logical network s

Stretched Clusters

… …

vSAN stretched clust er

VMware Cloud on AWS SDDC

AWS Region

• 고유한 vSphere HA 및자동화된호스트
장애치료기반구축

• 멀티AZ구성으로제로 RPO 가용성제공

• 내장인프라스트럭처계층 –별도로 고
가용성을위한애플리케이션을설계
할필요가없습니다.

• vSphere HA / DRS가활성화된공통논리
네트워크가있는확장된클러스터

• 미션크리티컬애플리케이션을위한AZ
간동기식복제

• 하나의AZ가중단되면간단히 vSphere 
HA 이벤트로처리되고다른AZ에서
VM이다시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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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Linked Mode
전체리소스에단일 View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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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하이브리드연결모드를
사용하면다른 SSO 도메인, 다른
버전및다른토폴로지에서 실
행되는 vCenter를연결할수 있
습니다

클라우드내 vCenter는내장
vCenter를사용합니다.

vCenter 하이브리드링크모드는
온-프레미스내장또는외부 배
포를모두지원



개요

사전에 구성이 완료된 VMware Cloud 소프트웨어
스택을 VMware가직접 프로비저닝, 운영, 유지

프로비저닝
• 계정생성자동화 및 API 통해 환경 프로비저닝
• VMware 및 AWS 고객계정 간 연결 자동화

운영
• VMware가직접 지원
• VMware가관리하는 AWS 인프라 지원

(VMware Cloud on AWS 대상)
• 지속적 인프라 모니터링

유지
• 스택의 지속적 유지 위해 VMware가직접 관리
• 업그레이드이행 및 실행

VMware Cloud on AWS is a VMware Service –운영 및지원

13Confidential │ © 2022 VMware, Inc.



Horizon 7:VMware Cloud on AWS에 대한 적시 프로비저닝
Horizon 7.7에서사용가능한인스턴트클론, 앱볼륨및사용자환경관리자

간소화 된 관리

사용자가 로그 오프 할 때
데스크톱 패치를 롤링하고
유지 관리 기간과 관련된
데스크톱 패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데스크톱 당 평균 1-2 초의 빠른
프로비저닝

공간 효율적인 인스턴트 클
론은 기본 이미지를 공유하
므로 소비되는 스토리지를
최대 80 % 절감

AWS Global InfrastructureCustomer data Center

On-prem Native
AWS services

VMware CloudTM on AWS
Powered by VMware Cloud Foundation

End user

vSphere vSAN NSX

VMware Horizon® 7 VMware Horizon® 7

vCenter vCenter

ONE O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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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App User Environment

Clones Volumes Management



VMware Site Recovery for VMware Cloud on AWS (DRaaS)
Combining the best-in-class DR solution with the elasticity and simplicity of the cloud

Recovery Site

vSphere Replication

Protected Site

vSphere Replication

SRM

Hypervisor-based VM replication

Streamlined DR automation

VMware Cloud on AWS

Ready-to-go elastic cloud

infrastructure for DR events

Multiple network connectivity options

VMware SSiRtMe Recovery
(DRaaS) Simplify DR Ops

Streamlined DR automation
Operational consistency

Reduce DR Cost
Elastic DR infrastructure
Lower TCO than manual DR

Increase Reliability
Configurable & testable runbooks 
Failback without gotc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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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확장

확장

유지

규모확장/온디맨드용량

가상데스크탑과배포된앱

테스트 /개발

고객 기반유즈 케이스
장기간클라우드전략에목표사용을재배치

재해복구

신규 DR

기존 DR대체

기존 DR보완

1차사이트 2차사이트

클라우드이관

어플리케이션특화

데이터센터전체

인프라교체

통합 이관

차세대 앱

애플리케이션현대화 신

규애플리케이션설정 하

이브리드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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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클라우드로의쉬운확장을위한일관된인프라기능

Key Capabilities

Data Center Extension

Consistent Infrastructure and Operations

•원활한애플리케이션이동성

•업계최고의동일한 vSphere플랫폼

•익숙한 vCenter 기반관리

•향상된 vRealize 하이브리드클라우드관리

•풍부한에코시스템기술지원

Expand

Maintain

Enterprise-grade infrastructure

• SDDC를구축하는데 2시간, 호스트추가에약 15 분소요

•유연한정책중심리소스관리

• VM, 호스트및AZ 수준에서장애보호

•고성능컴퓨팅을 vSphere자원으로사용

• NSX-T를포함한포괄적인네트워킹(마이크로 seg 포함).

• VSAN을사용하는정책중심엔터프라이즈스토리지

• Expand seamlessly –On prem과일치하는 Cloud.

• Scale rapidly – on-demand vSphere environment

• Manage as one – 통합된 hybrid cloud management

• Minimize learning –친숙한 skills & tools 재사용

Benefits

59%
반복작업 개선: 

Infrastructure

+ operations1

Up to 71%
교육 비용 절감

1. The Total Economic ImpactTM Of VMware Cloud On AWS, an August 2019 commissioned study conducted by Forrester Consulting on behalf of
VMware

2. IDC White Paper, sponsored by Dell EMC, Benefits of the Consistent Hybrid Cloud: A Total Cost of Ownership Analysis of the Dell Technologies

Cloud, 2019; VMware analysisConfidential │ © 2022 VMware, Inc.



Key Capabilities

Disaster Recovery
간단하고안정적인클라우드기반 DR 운영및자동화

• Diversify risk –전세계 16 AWS Regions and >40 Availability
Zones

• Improve preparedness –손쉬운배포방식

• Minimize impact –상세한보호수준, 5 min RPO

• Reduce errors–DR 환경의상시감사

“VMware tools are crucial to PLM’s DR environment. With the 
underlying support of VMware vSphere and VMware Site Recovery 
Manager, we can automate operations, perform tests with minimal 
disruption and act fast in the event of downtime.”

Shaun Brower, Systems Engineer at Faction, MSP for Pennsylvania Lumbermens 
Mutual (PLM)

Primary Secondary

DR 자동화 및 보고 간소화

•빈번한중단없는DR 테스트

•전체사이트및애플리케이션그룹별DR 런북

•유연한보호토폴로지

Hypervisor-based VM replication

•스토리지에독립적인 vSphere복제

•네트워크를통한효율적인데이터이동및복제

유연하고 일관된 클라우드 인프라

•주문형용량및 VM당가격책정

•페일오버후클러스터스케일링

•익숙한도구로관리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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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apabilities

운영 중단을 최소화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변경/재설계할필요가없음

• Warm 및Cold 마이그레이션선택

•규모에맞게 WAN에최적화된암호화된마이그레이션

•구성변경필요없음(예: OS, IP 또는MAC 주소)

•익숙한 vCenter 기반관리

•일관되고익숙한워크플로우

Enterprise-grade infrastructure for app modernization

•지정된고성능컴퓨팅자원을 vSphere리소스로사용

• NSX-T및 VSAN을포함한풍부한기능 SDDC

• SDDC를구축하는데 2시간, 호스트추가에약 20 분소요

• Kubernetes 및컨테이너지원

• 170개이상의기본 AWS 서비스에액세스

Cloud Migrations
규모에따른신속하고낮은리스크및비용효율적인마이그레이션 Consolidate Migrate

• Save time –대규모스케일의신속한전환

• Lower cost – no re-factoring expenses

• Reduce risk –no changes to applications

• Minimize learning –익숙한 skills & tools 사용

Benefits

71%
기본 클라우드 마
이그레이션에 비
해 필요한 시간

단축 1

1000
몇주만에 마

이그레이션된

워크로드

1. IDC White Paper, sponsored by VMware, The Business Value of Hybrid Cloud with VMwar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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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apabilities

Application 현대화
최신애플리케이션을위한통합클라우드인프라

인프라 운영 자동화

• Infrastructure as code automation

• SDK, RESTful API and CLI

•제품내developer center 제공

Transform applications with Kubernetes

• VMware Tanzu Kubernetes Grid 지원

• VMware Tanzu Labs를통한신속한개발

• CI/CD 에코시스템지원

Enrich with cloud services

• AWS서비스에직접액세스

• VMware파트너지원솔루션에액세스

• Minimize disruption –migrate and modernize

• Provide portability –필요에따라애플리케이션배치최적화

• Abstract complexity –복원력을제공하는인프라

• Empower IT – DevOps ready platform and services access

20Confidential │ © 2022 VMware, Inc.

Benefits

170+
AWS services, incl. 

AI/ML, analytics, IoT 
and more

300+
DevOps, 마이그레이션, 
모니터링 등의 파트너

지원 솔루션



리조트 MIS 시스템을Cloud로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Issue / Need

• 비용 절감

• No refactoring (기존 VM 수정사항 없음)

• IaaS 가용성 향상 SLA @ 99.99%

• 손쉬운 마이그레이션

SAP + Oracle워크로드이관

효과

• 안전한 DC Exit + DR

• 기존과 동일한 보안 수준 유지 (NSX F/W)

• No refactoring (기존 VM 수정사항 없음)

• 마이그레이션 공수 단축 (HCX 사용)

• Native AWS 활용 (S3, NFS등)

국내도입 사례 – S사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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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분사로인한기존시스템을Cloud로마이그레이션하고DR적용

비즈니스 Issue / Need

• Time Line 이슈

• 비용 절감

• 어플리케이션 변경 최소화

• 기존 보안 구성 유지

• 빠르고 안전한 마이그레이션

멀티사이트워크로드이관

효과

• DC Exit + DR 적용

• 강화된 보안 수준 유지 (NSX 분산FW)

• No refactoring (기존 VM 수정사항 없음)

• 마이그레이션 공수 단축 (HCX 사용)

• 기존 AWS Workload와 편리한 연계

국내도입 사례 – L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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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입 사례 – P사

경쟁력있는 IT비용구조확보및 Biz대응력강화를위해클라우드전환추진

클라우드전환전략에따른 Fast Migration

비즈니스 Issue / Need

• Fast 마이그레이션 for 1차대상

• 비용 절감

• 기존 투자 방식 비효율 개선

• Biz 대응력 강화

• Public / Hybrid 체계 구축

효과

• DC 확장 (1차)

• No refactoring (기존 VM 수정사항 없음)

• 마이그레이션 공수 단축 (HCX 사용)

• AWS Workload와 편리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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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극대화

Ent. 기술력
운영 및 교육 비용 최대 71% 절감2

…온프레미스와클라우드간운영 일관성을통해

VMware Cloud on AW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경제적 가치 추진력

“VMware Cloud on AWS를 사용하
여마이그레이션,유지 관리및
후속관리측면과관련된 모든
이점을얻고,온프레미스 아키
텍처가제공하는성능과 자율성
을재발견했습니다.
오늘날서비스중단없이기존에
온프레미스의한클러스터에서
다른클러스터로수행하던
방식으로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간에워크로드를 빠르
게전송할수있습니다.이는
퍼블릭클라우드로는불가능한
일입니다.”

IvanMonti, ICT인프라및운영
총책임자, ANSALDO ENERGIA

No Refactoring
마이그레이션 비용 69% 절감1 및 수년에서 수개월로 시간 단축

…온프레미스와클라우드간인프라 일관성을통해

이점

운영 효율성

…VMware에서 인프라수명주기관리지원

원활한 환경 변경 및 다양한 선택권

…요구를가장잘충족하는환경으로워크로드를재배치하여

IT 팀의 효율성을 47% 개선하여 직원 가치 극대화1

출처:
1. IDC 백서(VMware후원), The Business Value of Hybrid Cloud with VMware, 2019년
2. IDC 백서(Dell EMC 후원), Benefits of the Consistent Hybrid Cloud: A Total Cost of Ownership Analysis of the Dell Technologies Cloud, 2019년,VMwar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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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loud on AWS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놀라운 경제성 및 속도

59%
지속적인비용
절감: 인프라 + 

운영

기존데이터센터에비해
낮은 TCO

3년간 3천대의가상머신비교

$990만

$410만

vSphere만 사

용하는 기존

온프레미스

Confidential │ © 2022 VMware, Inc.

VMware Cloud

on AWS

출처: Forrester, Total Economic Impact of VMware Cloud on AWS, 2019년

69%
비용이많이드는
재작업및재편을

방지하여

마이그레이션시간을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

네이티브클라우드에비해
신속하고경제적인
마이그레이션

절감

출처: IDC 백서(VMware 후원), The Business Value of Hybrid Cloud with VMware, 2019년
Hybrid Cloud Trends Survey, The Enterprise Strategy Group, 2019년 3월(N=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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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선도하는가상화플랫폼인
VMware vSphere에서 제공하는
예측가능한고성능컴퓨팅

엔터프라이즈급가용성및최적화3
선호도규칙, 예약제한및공유, 
Memory Ballooning, Elastic DRS를 통
한유연한정책중심 리소스관리

vSphere HA, 자동화된호스트문제해결, 
확장클러스터를통해가상 머신, 호스
트및 AZ 수준에서장애보호 기능이내
장된복원력

엔터프라이즈급네트워킹

포괄적인네트워크토폴로지및 vSAN을 통한정책중심
프로토콜을지원하는 NSX-T를 통한 엔터프라이즈스토리지

서비스로예측가능한성능,
효율성및확장성보장

데이터센터에서 vSphere를 실행하는동일한인프라
플랫폼

친숙한 VMware vCenter Server 및 vRealize를
통한하이브리드클라우드환경의 통합관리

모든환경에서지원되는 VMware Cloud 
지원 ISV 파트너솔루션의풍부한 에코
시스템

NSX-T 및 WAN 최적화 HCX를 통한 원활
하고안전한레이어 2 확장네트워

일관성있는인프라및운영을실현하는하이브리드클라우드2

VMware Cloud on AWS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
고유한 기능 차별화 요소

퍼블릭클라우드를위한애플리케이션의 재편및
플랫폼재구축불필요

빠르고비용이경제적이며리스크가낮은마이그레이션1
HCX 및 vMotion을 통해다운타임없이 대규모로
라이브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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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환경을통해전체 데이터센터의대규모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하는직관적인처방형통합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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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성과
IT 및비즈니스당면과제를해결하는하이브리드클라우드

혁신 가속화

• 최신기술및서비스에대한
액세스

• 개발자속도및유연성증가

• 마이그레이션절감비용을 애
플리케이션최적화에재투자

비용 절감

• 온디맨드클라우드서비스를
통한낮은 TCO(총소유비용)

• 자본비용에서운영비용조달로
전환

• 마이그레이션및애플리케이션
재작업비용없음

운영 지원

• 비즈니스요구사항에빠르게
응답

• 인프라보안, 안정성및규모개선

• 전략적우선순위에노력재초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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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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