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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Virtualization은 

비즈니스 핵심 워크로드를 위한 

빌트인 보안 기능을 갖춘 고성능, 

고가용성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RED HAT VIRTUALIZATION 

Red Hat® Virtualization은 가상화된 Linux® 및 Windows 워크로드를 위한 중앙화된 관리 

플랫폼이며,사용이 간편하고, 효율적인 개방형 인프라입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KVM(커널 

기반 가상 머신) 기술 기반으로, 고객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에 대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Red Hat Virtualization은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워크로드를 위한 빌트인 보안 기능을 갖춘 고성능 

및 고가용성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Red Hat 

Virtualization은 셀프 서비스 사용자 포털을 통한 통합 관리를 제공하여 고객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예측 가능한 가상 인프라 가치와 비용을 제공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Red Hat Virtualization 4.1과 VMware vSphere 6의 기술 특징과 가격을 비교합니다. 

또한, 두 제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고객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기능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브스크립션 혜택

Red Hat Virtualization 또는 모든 Red Hat 솔루션의 서브스크립션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 

이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Red Hat의 안정적인 코드는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하며 처리하는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지원하며, 기업의 데이터와 고객의 데이터를 중요한 보안 문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기술 지원 케이스를 오픈할 경우, 해당 케이스는 제품 전문가에게 전달 됩니다. 해당 

케이스에 대한 해결책들은 향후 Red Hat 제품에 반영되어,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오픈소스 기술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Red Hat은 커뮤니티 형태의 지식기반에 수천 개의 솔루션을 게시하여 

다른 사용자로부터 배우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브스크립션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 보안, 안정성, 신뢰성

 • 확신 ―엔터프라이즈급 확실성

 • 전문성 ― 신뢰할 수 있는 경험

RED HAT VIRTUALIZATION과 
VMWARE VSPHERE 비교

경쟁 기술 검토

https://www.redhat.com/ko
https://www.facebook.com/Redha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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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솔루션을 
사용한 후 회사의 업무와 
보안 측면에서 자신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회사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밤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BENJAMIN LAU, 

IT 매니저, 

CTOS DATA SYSTEMS SDN.  BHD.1

가격 모델

Red Hat Virtualization과 VMware vSphere를 비교해 보면,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d Hat 

Virtualization은 다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총소유비용(TCO) 대폭 절감

 • 자본 비용(CapEx) 없음 

 •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운영 비용(OpEx) 청구―VMware의 경우 지원(support)을 통해 청구

 • 서브스크립션은 소켓 페어 당 판매―  VMware 라이선스는 단일 소켓 당 판매

 • 관리에 대한 추가 비용 없음

VMware는 비용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운영 체제에 대한 라이선스 및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해야 

합니다. Red Hat은 VMware에서 제품과 지원을 구매하는 데 지불하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귀사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VMware vSphere 6 Enterprise

정가(1회)

$4,195,000

$10,791

$6,817,000

$24,282

$1,398,400 
($874x2x1000-20%)

$4,497

$4,204,791 $8,413,482$1,402,897

라이센스 비용의 20%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할당 (연간)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계약(ELA) TCO

총비용은 하이퍼바이저 및 관리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과 3년 간의 유지보수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비용의 20%에 해당합니다.

하이퍼바이저
(1000 x 2 소켓)

관리 서버(3)

Red Hat Virtualization 4

3년간 유지보수 
비용(OpEx)

3년간 유지보수 
지원

$3,416,000

$0

$3,416,000

$0

$1,398,400 

$0

$3,416,000 $3,416,000$1,138,666

TCO

연간 TCO 
총액

3년간 TCO 
총액

총 비용은 3년간 서브스크립션 가격입니다. 

추가 관리 비용은 없습니다.

하이퍼바이저
(1000 x 2 소켓)

관리 서버(3)

총 라이센스 
비용(CapEx)

연간 유지보수 
비용(OpEx)

3년간 
총소유비용(TCO) 

그림 1. VMware vSphere 6 Enterprise와 Red Hat Virtualization 4 가격 비교. 참고: 상기 가격은 정가이며, 볼륨, 계약 기간, 
기타 요소 등에 따라 할인이 적용됩니다.

핵심 차별화 요소

TCO 절감

다른 주요 가상화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Red Hat Virtualization을 

사용하면 매년 TCO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OpEx 예산에 대한 압박과 

우려 사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TCO 절감으로 얻어지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2 

 • 투자 수익률(ROI) 103% 증대 

 • 447,665달러(USD)의 순현재가치(NPV)

 • 5.6개월의 투자 회수 기간 

보안 강화

Red Hat Virtualization에는 오늘날의 IT 환경에 존재하는 복잡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Red Hat Enterprise 

Linux의 sVirt 및 SELinux(Security-Enhanced Linux®)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1   Red Hat 사례 연구, 'CTOS, Red Hat을 통해 민첩성을 개선하여 비즈니스 확장 가속화',  
https://www.redhat.com/ko/resources/ctos-case-study

2   Forrester, 'Red Hat Virtualization을 이용해 가상화의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 항상', 2017년 1월,  
https://www.redhat.com/ko/resources/virtualization-tei-forrester-analyst-paper 

3   Red Hat 백서, 'sVirt를 통한 안전한 가상화',  
https://www.redhat.com/ko/resources/secure-virtualization-with-svirt  

https://www.redhat.com/ko
https://www.redhat.com/ko/resources/ctos-case-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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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Red Hat Virtualization은 업계에서 인정하는 가상화 벤치마크인 

SPECvirt4 에서 일관되게 상위에 랭크되어 왔으며, 가상 머신(VM) 

성능 향상, 보다 신속한 관리 제어, 뛰어난 확장성과 응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5 

벤더 종속성(LOCK-IN) 없음

Red Hat Virtualization은 IT 인프라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오픈 소프트웨어 정의 솔루션입니다. Red Hat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기여 및 참여와 더불어 커뮤니티에서 설계된 Red Hat 

Virtualization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파트너의 인증된 에코 

시스템을 사용해 Red Hat 서브스크립션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및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는 귀사의 기존 관리 툴과 선호하는 관리 툴로 Red Hat 

솔루션을 확장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d Hat의 오픈소스 
솔루션은 독점 솔루션과 
달리 모든 주요 표준과 

호환됩니다. 이러한 
호환성은 벤더 종속을 
방지하고, 우리 부서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HOMAS WENNINGER, 

부학장, IT 서비스,  

잘츠부르크 대학교

기능 비교

특징 VSPHERE RED HAT 
VIRTUALIZATION 

참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vCenter Red Hat 

Virtualization 

Manager

Red Hat Virtualization Manager는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EAP) 및 

Postgres에 구성된 안전한 웹 UI를 

제공합니다.

하이퍼바이저  

또는 호스트

ESXi Red Hat 

Virtualization 호스트 

Red Hat Virtualization 호스트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및 

KVM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체 

운영 체제 배포 환경에 비해 더 작은 

footprint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사의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머신(VM) 

마이그레이션

vMotion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Red Hat Virtualization은 또한 

사용자가 VM 마이그레이션 정책을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가용성(HA) 

가상 머신

있음 있음 Red Hat Virtualization은 또한 

클러스터 수준에서 '리소스 예약' 

기능을 제공하며, 지정된 VM을 위해 

클러스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CPU)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 서브스크립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4   Standard Perfomance Evaluation Corporation(SPEC) 벤치마크, https://www.spec.org/virt_sc2013/

5   Red Hat Enterprise Linux 블로그, 'HPE와 Red Hat virtualization: 스피드는 장점입니다. 스피드는 옳습니다.  
스피드는 해결책입니다.'  2017년 8월.  
https://rhelblog.redhat.com/2017/08/17/hpe-and-red-hat-virtualization-speed-is-good-speed-is-right-speed-
works/  

https://www.redhat.com/ko
https://rhelblog.redhat.com/2017/08/17/hpe-and-red-hat-virtualization-speed-is-good-speed-is-right-speed-works/
https://rhelblog.redhat.com/2017/08/17/hpe-and-red-hat-virtualization-speed-is-good-speed-is-right-speed-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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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VSPHERE RED HAT 
VIRTUALIZATION 

참고

리소스 관리 DRS 클러스터 

스케줄러, 정책 및 

선호도(affinity)

Red Hat Virtualization은 로드 밸런싱, 

전원 관리, VM 배치, HA, 그리고 

정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특별히 지정된 클러스터가 아닌 모든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ESXI Firewall, vShioeld 

Endpoint

sVirt, SELinux, 

firewalld

Red Hat Virtualization은 VM 및 

하이퍼바이저를 보호할 수 있도록 

SELinux 및 firewalld를 위해 사전에 

튜닝된 설정을 제공합니다.

라이브 스냅샷 있음 있음 Red Hat Virtualization은 또한 스냅샷 

병합을 지원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 

Active 

Directory(AD) 

통합,  

계층적(tiered) 

접근(access)

있음 있음 Red Hat Virtualization은 Active 

Directory 및 기타 여러 서비스를 

포함하여 RBAC 확장기능을 제공하는 

다수의 디렉터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vRealize 필수 Red Hat Ansible® 

Engine 통합 포함, 

Red Hat CloudForms 

통합 사용 가능

Red Hat Ansible Engine 2.3 통합은 

Red Hat Virtualization 4.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loudForms 

통합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포털

vRealize 필요 Red Hat 

Virtualization(기본 

기능) 또는 

CloudForms(고급 

기능) 

Red Hat Virtualization은 관리자 및 

파워 유저를 위한 기본 셀프 서비스 

포털을 제공합니다. CloudForms를 

통해 높은 수준의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포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재해 

복구(DR)

없음―SRM을 통한 

스토리지 벤더 통합 필요

없음―REST API를 

통한 스토리지 벤더 

통합 필요

커스텀 및 제 3사 사용을 위한 Red Hat 

Virtualization 백업 및 복구 API(REST 

API)가 가능합니다. Red Hat 

Virtualization 4.2를 위한 네이티브 

DR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이티브 백업 vSphere 데이터 보호를 

통해 가능

백업 및 복구 API를 

통해 제한됨

Red Hat Virtualization은 사용자 정의 

또는 제 3사 사용을 위한 백업 및 복구 

API(REST API)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vCenter Red Hat 

Virtualization 

Manager

Red Hat Virtualization Manager는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EAP) 및 

Postgres에 구성된 안전한 웹 UI를 

제공합니다.

https://www.redhat.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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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VSPHERE RED HAT 
VIRTUALIZATION 

참고

하이퍼바이저  

또는 호스트

ESXi Red Hat 

Virtualization 호스트 

Red Hat Virtualization 호스트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및 

KVM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체 

운영 체제 배포 환경에 비해 더 작은 

footprint를 유지하면서, 제3사의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머신(VM) 

마이그레이션

vMotion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Red Hat Virtualization은 사용자가 

VM 마이그레이션 정책을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가용성(HA) 

가상 머신

있음 있음 또한, Red Hat Virtualization은 

클러스터 수준에서 '리소스 예약' 

기능을 제공하여, 지정된 VM을 위해 

클러스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CPU)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 서브스크립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리소스 관리 DRS 클러스터 스케줄러 및 

정책, 선호도(affinity)

Red Hat Virtualization은 로드 

밸런싱, 전원 관리, VM 배치, HA 및 

정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특별히 지정된 클러스터가 아닌 모든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ESXi Firewall, vShield 

Endpoint

sVirt, SELinux, 

firewalld

Red Hat Virtualization은 VM 및  

하이퍼바이저를 보호할 수 있도록 

SELinux 및 firewalld를 위해 사전에 

튜닝된 설정을 제공합니다.

라이브 스냅샷 있음 있음 Red Hat Virtualization은 또한 스냅샷 

병합을 지원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 

Active 

Directory(AD) 

통합, 

계층적(tiered) 

접근(access)

있음 있음 Red Hat Virtualization은 Active 

Directory 및 기타 여러 서비스를 

포함하여 RBAC 확장기능을 제공하는 

다수의 디렉터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vRealize 필수 Red Hat Ansible® 

Engine 통합 포함, Red 

Hat CloudForms 통합 

사용 가능

Red Hat Ansible Engine 2.3 통합은 

Red Hat Virtualization 4.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loudForms 

통합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dhat.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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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VSPHERE RED HAT 
VIRTUALIZATION 

참고

셀프 서비스 

포털

vRealize 필요 Red Hat 

Virtualization(기본 

기능) 또는 

CloudForm(고급 

기능)

Red Hat Virtualization은 관리자 및 

파워 유저를 위한 기본 셀프 서비스 

포털을 제공합니다. CloudForms를 

통해 높은 수준의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포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재해 

복구(DR)

없음―SRM을 통한 

스토리지 벤더 통합 요구

없음―REST API를 

통한 스토리지 벤더 

통합 필요

Red Hat Virtualization은 사용자 

정의 또는 제 3사 사용을 위한 백업 및 

복구 API(REST API)를 제공합니다. 

네이티브 DR 솔루션 제공은 Red 

HatVirtualization 4.2에서의 제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백업 예, vSphere Data 

Protection 필요

백업 및 복구 API를 

통해 제한됨

Red Hat Virualization은 사용자 정의 

또는 제 3사 사용을 위한 백업 및 복구 

API(REST API)를 제공합니다.

API 및 SDK 웹 서비스 API/SDK, 

CIM(공통 정보 모델), 

Perl, .NET, JavaTM 

SDK, 클라이언트 

플러그인 API, vSphere 

Clip, vSphere 

Management Assistant

REST API, Python 

명령줄(CLI), Hook, 

Java SDK, Python 

SDK

Red Hat Virtualization은 통합을 

위한 SDK뿐만 아니라,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명시된 REST API를 

제공합니다.

오버 커밋 메모리 벌루닝 

(Ballooning)

메모리 벌루닝 

(Ballooning)

Red Hat Virtualization Hypervisor는 

VM의 사용 중이지 않은 RAM 섹션을 

표시하여 알릴 수 있으며, RAM을 

다른 VM에 재할당하거나 다른 호스트 

프로세스를 위해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지원 Photon 및 vSphere 

통합 컨테이너

Red Hat Enterprise 

Linux Atomic Host 및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Red Hat Virtualization은 Red Hat 

Virtualization 게스트 에이전트를 통해 

Red Hat Enterprise Linux Atomic 

Host 기반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킹 가상 LAN 

(VLAN) 태깅, 

QoS(서비스 품질), 

본딩(Bonding), 

Jumbo Frames

가상 LAN(VLAN) 태깅, 

QoS, 본딩, Jumbo 

Frames, IPv6,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vNIC) 프로필

Red Hat Virtualization은 프로필 및 

태그를 통해 네트워크 설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NSX Red Hat OpenStack® 

Platform과 Neutron 

통합, Red Hat 

Virtualization 4.2에 

포함된 네이티브 

SDN(OVN-오픈 가상 

네트워크) 

Red Hat Virtualization을 

Red Hat OpenStack Neutron 

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오픈 

가상 네트워크(OVN)는 Red Hat 

Virtualization 4.2의 GA 버전에서의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https://www.redhat.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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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VMware vSphere와 Red Hat Virtualization 기능 비교

제한 사항 비교

가상 제한 사항 VSPHERE RED HAT 
VIRTUALIZATION

호스트당 최대 RAM 12TB 12TB

클러스터당 최대 호스트 64 200

VM당 최대 vCPU 128 240

VM당 최대 RAM 4TB 6TB

요약

Red Hat Virtualization은 가상화된 서버 및 기술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전체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Red Hat 

Virtualization은 강력한 Red Hat Enterprise Linux 플랫폼 및 KVM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가상화된 리소스 

집약적 워크로드에 대해 용이성, 민첩성,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더 나은 성능, 경쟁력있는 가격,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Red Hat 환경으로 IT 인프라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징 VSPHERE RED HAT 
VIRTUALIZATION 

참고

핫 애드(hot 

add) 가상 장치

디스크, 가상 중앙 처리 

장치(vCPU), 메모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NIC)

디스크, vCPU, 메모리, 

NIC

Red Hat Virtualization은 vCPU, 

메모리, NIC, 디스크의 핫 애드(hot 

add) 및 핫 리무브(실행 중 삭제, 

hot remove)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스토리지

Network file system 

(NFS) (v3, v4), storage 

area network (SAN) 

(internet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 iSCSI, 

fibre channel over 

ethernet ― FcoE, fibre 

channel ― FC) virtual 

storage area network 

(VSAN), local

NFS(v3, v4), 

SAN(iSCSI, FCoE, FC)  

Red Hat Gluster 

Storage(NFS,  

Red Hat JBoss 

Fuse, Red Hat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local

Red Hat Virtualization은 가장 

현대화된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d Hat Virtualization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redhat.com/ko/

technologies/virtualization/

enterprise-virtualization

IT 최적화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redhat.com/ko/

challenges/optimize-it

애널리스트 보고서 다운로드: 

IDC 백서, 현대적인 데이터센터 

및 가상화의 중요성 

Forrester, Red Hat 

Virtualization의 총 경제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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