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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with Kubernetes Simplified Lifecycle Management

기능 요약
vSphere Cloud Foundation Services에서 kubernetes
API를 통해 VM 및 컨테이너 관리 통합

vSphere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자동화 개선

비즈니스 성과
• 더 빠른 개발 및 혁신

• 운영 효율성 및 협업 향상

• 운영 효율성 향상

• 구성 변경으로 인한 장애 감소

Intrinsic Security Application Acceleration

기능 요약
중요 앱이 제대로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

고성능 워크로드를 위한 최적화된 인프라와 신규
하드웨어 지원

비즈니스 성과 • 공격 영역 감소를 통한 보안 위험 감소
•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중단 감소

• AI/ML 비용 효율성

✓



개발 환경의 간소화

vSphere 컨트롤 플레인에
내장된 Kubernetes

개발자용 셀프 서비스
Kubernetes 클러스터

ESXi 네이티브 Pod 가상
머신 및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관리

개발자에 대한 정책, 
할당량 및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컨테이너까지 vSphere 
기능 적용

Kubernetes 클러스터, 
컨테이너 및 VM에 대한
vCenter의 가시성 통합



개발자와 IT 운영자의 생산성 향상

App

vSphere 7.0 with Kubernetes

Kubernetes API

vCenter

ESXi Cluster Networking Storage

개발자는 Kubernetes 
API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에
엑세스

가상 인프라 관리자는
vSphere 툴을

사용하여 개발자에게
Kubernetes 클러스터

제공

Kubernetes 
cluster

Virtual 
machines

vSphere
pods

vSphere 상에 Kubernetes 구성을 통해 개발팀과
운영팀의 일관된 뷰 제공

VMware Cloud Foundation 4 환경에서 활용 가능



vSphere with Kubernetes Simplified Lifecycle Management

기능 요약
vSphere Cloud Foundation Services에서 kubernetes AP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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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앱이 제대로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

고성능 워크로드를 위한 최적화된 인프라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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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Lifecycle Manager

Lifecycle 
Manager

Desired 
State

Update 
Planner

Update 
software

Update 
firmware

Lifecycle Manager

• 원하는 상태 기반 패치, 업그레이드 및 구성

• JSON 및 REST 기반 자동화

• 추천 엔진

Benefits

• 일관된 경험

• 최대 규모의 구축 환경으로 확장 가능

•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업그레이드 전 계획 시간 단축



클러스터 이미지 관리

Cluster

Image

ESXi

Drivers

Firmware

Cluster Image는 ESXi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

이미지나 그 이상으로 구성

권장 엔진에서 검증된 펌웨어, 드라이
버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체크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원하는
상태 모델을 활용



일괄된 ESXi 호스트



하드웨어 펌웨어 관리

vSphere 내에서 호스트 펌웨어 관리

벤더 관리 툴과 함께 작동. Dell OpenManage 및 HPE OneView

호환성 점검 및 권장 엔진. 지원되지 않는 드라이버/펌웨어의 위험 제거!

GUI 상에서 모든 작업 지원 및 REST API 사용 가능



하드웨어 관리



vCenter Server Update Planner

vCenter Server Update Planner는 검색, 계획을 통해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 툴로 제공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시에 vSphere Client 상에서 알림 수신이 가능

현재 vCenter Server 버전에 대한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을 모니터링. “What-if” 
워크플로우 실행으로 상호 운용성이 업그레이드 후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확인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선택한 목표 vCenter Server 버전에 대해 사전 업데이트 검사를
수행



업데이트 전 사전 점검



업그레이드 전 사전 점검



상호 운용성

설치된 제품 자동
검색

호환되는
업그레이드 버전
표시

추측과 복잡한 상호
운용성 질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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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Trust Authority

vSphere 6.7

vSphere 7.0

하드웨어의 원격 증명

• 하드웨어가 서버 및 하이퍼바이저 구성의 암호화

서명된 보고서를 생성함

•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기반에 의해 원격으로 확인됨

인프라 신뢰도 향상

• 변조 및 수정 감지

• 신뢰할 수 없는 인프라로부터 워크로드 보호

• 멀웨어 방지



간소화된 Certificate 관리

vSphere 6.7



간소화된 Certificate 관리

vSpher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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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ML Applications

• Recommendation engine

• Facial recognition

• Fraud detection

DB / Analytics Applications

• Scenario modeling

• Delivery logistics

• Insurance risk management

Latency Sensitive Applications

• Financial trading

• Process manufacturing

• High-performance computing

• GPU 가상화

• 고가의 GPU 리소스를 완벽하게 활용

• DRS (Distributed Resource Scheduler) 향상

• 워크로드의 세분화로 효율성 향상

• 향상된 vMotion

• 몬스터 VM에 대한 운영 중단 최소화

• PMEM(영구적 메모리) 지원

• 실시간 분석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Enhancements in vSphere 7.0

Modern applications built for modern demands



향상된 DRS (Distributed Resource Scheduler)

Workloads

Host Cluster

Original DRS (vSphere 6.7)

• Cluster 중심

• 5분 마다 실행

• 클러스터 전체 표준 편차

Improved DRS (vSphere 7.0)

• Workload 중심

• 1분 마다 실행

• VM DRS 점수 사용

• 부여된 메모리 기반



향상된 vMotion

vSphere 6.7

vSphere 7.0

Previous versions (vSphere 6.7)

• 모든 vCPU에 Page Tracer를 설치하여 변경된 메모리
페이지를 모니터링

• 게스트 성능에 큰 영향

• 일관되지 않은 성능

• 전환(Stun) 시간 동안 전체 메모리 비트 맵이
소스에서 대상 ESXi 호스트로 전송

Improved vMotion in vSphere 7.0

• 1개의 vCPU에 Page Tracer를 설치하여 VM의 메모리
사전 복사에 대한 리소스 사용률 대폭 감소

• 전환(Stun) 시간 동안 압축 된 메모리 비트 맵 만
전송

• 몬스터 VM의 Stun 시간 대폭 감소

• 전환 시간 목표 : < 모든 작업 1 초 미만!



vSphere 7.0 with Kubernetes

The new generation of vSphere 

for containerized apps

Available through VMware Cloud Foundation.

vSphere 7.0 

The new generation of vSphere 

for traditional apps

Available in two editions.

Data Center     |      Edge     |      Service Provider      |     Public Cloud

새로운
vSphere

ESXi 출시 이후
가장 큰 혁신

NEW NEW

+

https://www.vmware.com/products/cloud-foundation.html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