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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사용 중인 툴과 비교해 HPE OneView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A. HPE OneView는 집중화된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서 컴퓨터, 스토리지, 패브릭 리소스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능률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했습니다. 

장치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HPE OneView는 IT 팀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의 실수를 줄이며 속도와 

IT 서비스 딜리버리를 강화합니다.

IT 팀은 HPE OneView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정의 템플릿을 이용해 리소스를 설계함으로써 서버와 패브릭, 스토리지 설정을 더 빠르고 더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API를 통해 프로그램에 따른 리소스 통제는 물론 워크플로 협업과 관리도구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HPE OneView는 

물리적인 리소스, 가상 리소스, 컨테이너 기반 리소스 등 리소스의 종류에 상관 없이 코드 한 줄로 인프라의 환경 설정, 모니터링, 업데이트,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Q.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접근이 어떤 의미입니까?

A. HPE OneView의 소프트웨어 기반 라이프사이클 관리 방식은 운영을 자동 수행함으로써 IT 서비스 딜리버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완전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수나 차이 없이 즉각적으로 리소스를 동원해 푸시 버튼 빌드를 

위한 구성 프로파일,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와 스크립트 등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템플릿은 최고의 모범사례와 정책을 포착해 

생산성을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및 일관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장 인텔리전스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공통 BladeSystem 관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Smart Update Manager 연결은 펌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자동화합니다.

Q.  기능성을 커스터마이징하고 기존의 툴 및 환경과 HPE OneView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HPE OneView는 최신의 빠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REST API)를 이용한 개방형 

개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REST API는 관리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권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관된 API와 공동 

데이터 모델, 상태 변화 메시지 버스는 전통적인 시스템의 짜맞추기식 접근을 대신합니다. 더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접근법을 제공해 사용자 스스로 

쉽게 통합하고 자동화하며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REST API는 오늘날 웹 환경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공통요소라는 점에서 개발자들의 

관심 대상이기도 합니다.

Q.  HPE OneView가 기존 HPE 관리 툴과 비교해 새로운 점이 있습니까? 새로운 설계를 포함합니까?

A. HPE OneView 아키텍처는 초기 설정부터 계속적인 모니터링, 논리 리소스(서버 프로파일, 네트워크, 연결 등) 및 물리 리소스(서버, 인터커텍트, 

인클로저 등) 관리까지 전체적인 하드웨어 라이프사이클에 초점을 맞춘 리소스 지향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보적인 

아키텍처는 컨버지드 인프라를 위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간의 공통적인 표현을 이용해 리소스를 연결합니다. 리소스에 대한 강력한 도메인 

특정 표현 또한 리소스들 간의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모형화함으로써 각 영역이 컨버지드 인프라의 “단일뷰”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HPE OneView의

최신 아키텍처는 업계의 모범적인 관행에 따라 관리와 데이터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거부(denial-of-service, DoS) 공격을 막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HPE OneView가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A. HPE OneView는 컨버지드 인프라의 관리를 위한 폭넓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집중화된 관리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정의에 의한 통제(프로파일, 템플릿, 그룹, 세트)

• REST API 및 상태 변화 메시지 버스를 이용한 개방형 통합

• 자동화된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 HPE Virtual Connect (VC) 관리

• Pervasive Smart Search 및 MapView

• HPE Integrated Lights - Out (iLO) Advanced를 이용한 원격 관리

• 환경(전력 및 온도) 관리

•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 ProLiant용 서비스팩(SPP)을 이용한 펌웨어 업데이트 및 환경설정 관리

• 통합 원격 지원

•  서버 프로비저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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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 어플라이언스 백업

• VMware® vCenter™ 통합

• Microsoft® System Center 통합

• HPE Virtualization Performance Viewer 통합

• HPE Operations Orchestration 통합

• HPE Operations Analytics 통합

• 웹 기반의 기본적인 제품 교육

• 3년 기술지원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러한 기능들은 자동화 및 간소화를 통해 인프라 복잡성을 줄이는 집중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IT 팀 협업을 위한 이러한 최신의 통합 작업 공간은 

인프라의 배치 및 관리를 반복적이고 신뢰성 있으며 확장 가능하도록 자동화합니다.

Q.  HPE OneView의 라이선스는 어떻게 됩니까?

A. HPE OneView 관리 어플라이언스가 라이선스를 관리합니다. 이 관리 어플라이언스는 HPE OneView Advanced 라이선스와 HPE OneView 

Standard 라이선스 모두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초기에 사용자의 시스템을 HPE OneView 관리 어플라이언스에 추가하면 됩니다.

•  PE OneView Advanced는 전체 기능이 포함된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Gen8 및 Gen9 서버 관리를 위해 구매 가능합니다. 모든 HPE OneView 

Advanced 버전은 “물리 서버” 마다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매일 24시간 3년 기술 지원 및 업데이트와 함께 웹 기반의 

기본적인 제품 교육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체 HPE OneView Advanced 라이선스는 추가 비용 없이 HPE Insight Control 사용권에 대한 “통합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HPE OneView Advanced의 시험판은 무료로 6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HPE OneView Standard는 추가 비용 없이 인벤토리, 상태 모니터링, 알림, 보고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HPE OneView Standard는 G6, G7, Gen8, 

Gen9 서버의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HPE OneView Advanced 버전과 비슷하지만 소프트웨어 정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간 주 5일 9시간 지원 기능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한번 배치되면 서버와 스토리지 모두 HPE OneView에서 

모니터링 되며 스토리지 구성방식은 MapVie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E OneView 관리 어플라이언스는 라이선스를 관리하며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HPE Software Depot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OVA)

• HPE OneView Media Kit 구매(USB 플래시 드라이버 포함)

HPE OneView Advanced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비용 없이 6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HPE OneView Standard 관리 소프트웨어는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서버

Q.  HPE OneView 3.1이 지원하는 서버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A. HPE OneView Standard 3.1은 추가 비용 없이 G6, G7, Gen8, Gen9 세대의 HPE ProLiant DL(랙) 및 BL(블레이드) 서버를 위한 인벤토리 및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Apollo 2000, 4000, 6000과 ML Gen8, Gen9 서버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HPE OneView 3.1 Advanced는 Gen8 and Gen9 BL, DL Apollo 2000, 4000, 6000, ML350 Gen9 서버를 위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Q.  Does HPE OneView가 Superdome X를 지원합니까?

A. HPE OneView 3.1 Standard는 Superdome X를 지원합니다.

Q.  Does HPE OneView가 “호스트명”을 지원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는 호스트명을 나타낼 수 있지만 AMS 서비스가 관리 서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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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프로파일로부터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3.1을 이용해 기존 프로파일로부터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Q.  HPE OneView 3.1에서 새로운 원격 지원 기능은 무엇입니까?

A. 계약 및 보증 정보, 알림 - 원격 지원이 가능한 각 장치마다 계약 및 보증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계약, 보증), SLA, 만료일. 

또한 사용자는 주 단위로 만료 예정이거나(90일, 60일, 30일 전에) 만료된 계약 및 보증에 대한 알림을 제공 받습니다. 여러 개의 장치가 만료 예정인 

경우 그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주간 알림 하나만 제공 받습니다. 알림을 받은 사용자는 장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만료일을 포함하는 CSV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치 별 원격 지원 가능 - HPE OneView 3.1에서 사용자간 장치 수준에 따라 원격지원을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장치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HPE OneView 원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PE OneView에서의 원격지원 가능(Remote Support enablement in HPE OneView)에 관한 FAQ를 

참조하십시오.

Q.  HPE가 OneView는 KVM을 지원합니까?

A. 현재 3.1 버전의 HPE OneView 가상 관리 어플라이언스가 Microsoft Hyper-V 및 VMware® ESX®에 대한 기존 지원 외에 KVM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합니다. 

Q.  SPP가 무엇입니까?

A. ProLiant용 서비스팩(Service Pack for ProLiant, SPP)은 펌웨어, 드라이버, 폭넓은 세대의 HPE ProLiant 서버 및 인프라를 위한 툴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Q.  HPE OneView가 SPP를 이용해 펌웨어와 서버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는 SPP를 이용해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Q.  HPE OneView가 SPP를 저장하기 위한 외부 저장소를 지원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3.1은 제한 없는 SPP 저장공간을 갖춘 외부 펌웨어 저장소를 지원합니다.

Q.  펌웨어 및 OS 드라이버 업데이트의 활성화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3.1을 이용해 리부팅 스케줄을 계획하고 펌웨어 및 OS 드라이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줄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Windows®, Linux®, & VMware® ESXi™에서 지원됩니다.

스토리지

Q. HPE OneView를 통해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를 관리할 경우, “서버 노드” 당 HPE OneView 
라이선스와 별개로 다른 라이선스가 필요합니까?

A. HPE OneView 3.1에서 별개의 HPE 3PAR StoreServ 관리 라이선스는 없습니다. HPE OneView 3.1 라이선스는 사용자가 관리 라이선스를 얻은 

수만큼의 서버와 그에 따라 지원되는 원하는 수만큼의 HPE 3PAR StoreServ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향후 HPE OneView 배포 시, Storage 

Management의 라이선스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Q.  STRM을 통해 추가된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가 상태 모니터링에 추가됩니까?

A. HPE OneView 3.1은 HPE 3PAR StoreServ를 위한 기본적인 볼륨과, 경로, 상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Q.  FlatSAN이 사용되는 경우 FC 대역폭 용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직접 연결된 FlatSAN이 사용된 경우 VC 업링크 포트 이용을 이용해 사용된 FC 대역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배포 시, 단대단 SAN 패브릭 

이용, 트러블슈팅, 진단에 대한 개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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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PE 3PAR StoreServ에 대한 자동 프로비저닝을 위한 목적으로, HPE OneView 3.1이 4/8/16 GB 
Brocade 스위치를 지원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까?

A. Brocade Network Advisor에 의해 지원되는 Brocade 스위치는 HPE OneView 3.1에 의해 지원됩니다.

Q. HPE OneView가 자동 볼륨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는 프로파일 구동의 자동 볼륨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Q.  HPE OneView 3.1이 HPE StoreVirtual 3200 시리즈를 지원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3.1은 HPE StoreVirtual 3200 시리즈를 지원합니다.

Q.  HPE OneView 3.1이 StoreVirtual 관리 노드를 지원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3.1은 StoreVirtual 스토리지 시스템을 지원하고 스토리지 풀로부터 풀(full)/씬(thin) 볼륨 프로비저닝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toreVirtual 스토리지 풀과 볼륨 설정으로부터 볼륨을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Storage Volume Template을 지원합니다.

Q.  HPE OneView가 HPE 3PAR Thin Dedup 기능을 지원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3.1은 성능이나 기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인라인, 블록 수준의 중복 제거를 수행하는 HPE 3PAR Thin 

Deduplication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킹 및 가상연결

Q. 현재, 서버의 전원을 끄지 않고도 Virtual Connect Manager에서 HPE OneView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3.1은 서버의 전원을 끄지 않고도 Virtual Connect Manager에서 HPE OneView로의 마이그레션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HPE OneView 3.0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Q.  HPE OneView에서 FlexFabric은 포트 당 몇 개의 FlexNIC/FlexHBA를 지원합니까?

A. HPE OneView 3.1은 8개 물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HPE OneView는 3.0부터 8개 물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Q.  HPE OneView에 의한 Virtual Connect FC 16Gb 24 - 포트 모듈 관리가 가능합니까?

A. Virtual Connect FC 16Gb 24 - 포트 모듈이 지원됩니다.

Q.  IMC 툴과의 통합이 무엇입니까?

A. IMC HPE OneView Management Module은 HPE OneView의 새로운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즉 새로운 Enclosure가 HPE OneView 

어플라이언스에 추가됩니다) 연결된 상향 이더넷 스위치의 설정을 돕습니다.

Q. HPE OneView가 B22HP FEX 상호연결 모듈을 지원합니까?

A. 그렇습니다. 현재 HPE OneView는 Cisco Nexus 5000 및 6000 시리즈 스위치와 페어링될 때, 이전 버전에서 제공된 기능 외에 Cisco Fabric 

Extender 모듈의 연결 프로비저닝을 다운링크할 수 있습니다. HPE OneView 3.0으로 시작하는 HPE는 B22 상호연결 모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SKU 중 하나를 구매해야 합니다.

Cisco B22HP Fabric Extender LTU용 HPE OneView 3yr 24x7 Support(매일 24시간 3년 지원)

Cisco B22HP Fabric Extender E-LTU용 HPE OneView 3yr 24x7 Support(매일 24시간 3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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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PE OneView는 HPE 스위치와 함께 어떻게 작동합니까? 관리와 환경설정 측면에서 무엇이 가능합니까?

A. HPE OneView와 Virtual Connect는 HPE 상향 스위치와 호환됩니다. 현재는 HPE OneView가 상향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버전에선 계획돼 있습니다.

Q.  HPE OneView가 외부 탑오브랙(top - of - rack, ToR) 스위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A. HPE OneView 3.1은 Cisco 5K/6K 모델의 전력과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vPC 스태킹에 대한 모니터링(포트 및 상태)과 스위치 

내부 포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정을 제공합니다. 

파트너 통합

Q. HPE Composable Infrastructure Partner Program이 무엇입니까?

A. 점점 더 많은 수의 ISV 파트너들이 HPE OneView의 통일된 API를 이용해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들은 VMware 

vCenter, Microsoft System Center, HPE 소프트웨어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 제품에서부터 Chef, Docker, Ansible, Arista, Eaton, Nlyte, Schneider Electric 

등과 같은 집중된 솔루션 제공자까지 다양합니다. Hewlett Packard Enterprise는 HPE Composable Infrastructure Partner Program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ISV 파트너와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PE OneView의 통일된 API와의 통합을 통해 ISV는 고객이 환경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HPE OneView 3.1과 파트너들 간에 가장 최근의 통합은 무엇이었습니까?

A. 최근 다음과 같은 파트너 통합이 있었습니다.

•  Mesosphere: Mesosphere와 HPE Composable Infrastructure 간의 통합을 통해 IT와 DevOps는 대규모 생산 환경을 위한 HPE 인프라 상에서 배치를 

자동화하고 Mesosphere Enterprise DC/OS 운영을 능률화했습니다.

•  ServiceNow: HPE OneView와 ServiceNow와의 통합을 통해 IT 운영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HPE 인프라를 위한 쉬운 문제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Red Hat® OpenShift: HPE OneView와 OpenShift와의 통합을 통해 IT 운영팀과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은 보다 빠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습니다. 

•   Densify: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고 VM 배포 및 규모산정 정보가 요구되는 작업량에 대해 예측 용량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통합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수요에 따라 인프라 구성을 최적화하는 예측 분석을 이용한 지능적 작업량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Q. HPE OneView Advanced 3.1에서 Microsoft System Center 플러그인은 무엇입니까?

A. Microsoft System Center용 HPE OneView는 System Center 콘솔(System Center Virtual Machine Manager [SCVMM], System Center Operations 

Manager [SCOM],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SCCM]) 맥락 내에서 HPE 관리 기능이 포함된 익스텐션 집합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종합적인 시스템 상태, 알림, 드라이버 및 펌웨어 업데이트, OS 배치, 상세한 인벤토리, 강화된 프로비저닝(HPE OneView 서버 프로

파일과 통합), HPE 패브릭 시각화 등의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System Center용 HPE OneView에는 서버 프로파일 기반의 배치 및 클러스터 

확장을 위한 SCVMM 기능, 클러스터 및 HPE 3PAR 스토리지 뷰 등이 포함됩니다. HPE OneView Advanced 라이선스는 hpe.com/products/ovsc에서 

Microsoft System Center용 HPE OneView의 다운로드 및 이용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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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PE OneView Advanced 3.1에서 VMware® 플러그인은 무엇입니까?

A. VMware® vCenter™ Operations Manager™ 및 VMware® vCenter™ Log Insight™용 HPE OneView는 HPE Synergy, ProLiant, BladeSystem, Virtual 

Connect, VMware 솔루션을 포함하는 스토리지의 관리 기능을 매끄럽게 통합합니다. 이는 시각화된 HPE 컨버지드 인프라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제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요한 변경 발생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용량을 늘리는 한편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을 관리합니다. 

VMware vCenter Operations Manager와 Log Insight 통합은 VMware 관리자에게 강력한 분석 및 심층적인 문제해결 도구를 제공합니다.

Q.  VMware와 Microsoft를 위한 파트너 통합 라이선스를 어떻게 얻습니까?

A. 파트너 통합은 HPE Insight Control과 HPE OneView Advanced 모두를 이용해 라이선스를 얻습니다(HPE OneView EULA는 “파트너” 제품용 

HPE Insight Control 사용에 관한 사용권한을 갖습니다). 파트너 제품은 HPE Insight Control이나 HPE OneView Advanced를 이용해 계속해서 

라이선스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HPE OneView 기능을 활용하는 기능들은 HPE OneView Advanced 라이선스가 존재할 때에 한해 작동합니다.

Q.  HPE OneView가 어떻게 구현됩니까?

A. HPE OneView는 VMware ESXi 가상머신(OVA 포맷에서 구현)이나 Microsoft Hyper-V 가상머신(ZIP파일로 구현)에서의 실행을 위해 자체 포함된 

가상관리 어플라이언스로 구현됩니다. 이러한 관리 어플라이언스는 인프라에 대한 프로비저닝, 모니터링, 업데이트, 복구를 제공하는 라이프사이클  

관리 도구입니다.

Q.  HPE OneView는 어떤 OS에 배치됩니까?

A. HPE OneView Advanced는 HPE Insight Control 서버 프로비저닝 사용권한을 포함합니다. 이는 ProLiant 및 BladeSystem 서버를 위한 멀티 서버 

OS 및 펌웨어 프로비저닝의 배치 기능을 갖습니다. OS 프로비저닝을 위한 배치 지원에는 최근의 Microsoft Windows, Hyper-V를 포함하는 Windows, 

VMware ESXi, Linux (Red Hat 및 SUSE 버전) 등이 포함됩니다. HPE 공급 환경설정 OS 빌드는 Microsoft Windows와 Linux 모두에 대해 초기 OS 

배치와 드라이버 통합 단계를 더욱 단순화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관리 서버 노드를 위한 OS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Q. HPE OneView가 HPE Systems Insight Manager, HPE Insight Control, HPE Virtual Connect 
Enterprise Manager에 대한 필요성을 대신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를 이용해 서버를 관리하는 것은 HPE Systems Insight Manager (SIM), HPE Insight Control, HPE Virtual Connect 

Enterprise Manager (VCEM)에서 발견되는 기능들을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귀사의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니즈가 언제 가장 잘 충족되는지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Q. Hewlett Packard Enterprise가 현재 HPE SIM, HPE Insight Control, HPE VCEM 제품을 언제까지 

지원하게 됩니까?

A. HPE SIM, HPE Insight Control, HPE VCEM 제품은 다음 세대 ProLiant 서버까지 플랫폼과 최신 OS 버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Q.  Insight Management 소프트웨어부터 HPE OneView Advanced까지 라이선스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까?

A. 사용자가 현재 HPE 제품 지원(TS&U)을 유지관리 해왔다는 기대 하에, HPE OneView Advanced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HPE iLO Advanced, HPE 

Insight Control, HPE VCEM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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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PE OneView 라이선스가 HPE Insight Control의 사용권을 제공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Advanced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사용권을 포함하는 “통합 라이선스”가 제공됩니다. 

구매한 수량 내에서 동일한 시스템 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되 동일한 시간 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도록 HPE OneView Advanced와 HPE Insight 

Control 모두의 라이선스키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HPE Insight Control에 대해 1년간 사용이 허가되었다면 그 후 동일 시스템 상에서 HPE OneView 

Advanced의 사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통합 라이선스”는 업그레이드를 제외하고 HPE OneView Advanced 라이선스 구매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전 HPE OneView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은 HP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포탈에 등록번호(entitlement order number)를 제공하고 라이선스키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HPE OneView 고객은 라이선스가 준비되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때 SAID(Support Agreement ID)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라이선스에 제공하고 라이선스키를 받으면 됩니다(HPE Passport 계정이 필요하거나 이 웹사이트에서 신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HPE OneView Advanced는 3년 TS&U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HPE OneView Advanced 또는 HPE Insight Control (또는 둘 다)에 최대 3년까지, 

더해진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HPE iLO Advanced 라이선스키는 HPE Insight Control 라이선스키와 함께 제공되지 않지만, HPE OneView 

Advanced 라이선스에 포함된 HPE iLO Advanced 라이선스키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주문된 경우).

Q.  HPE OneView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과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A. HPE OneView Advanced 라이선스는 제품에 대한 글로벌 지원을 위해 3년간 매일 24시간 기술지원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Technical Support 

and Software Updates, TS&U)를 제공합니다. HPE OneView Standard의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연간 주5일 9시간 지원 기능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PE Startup Installation 및 Configuration Services와 HPE Installation 및 Migration Services가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HPE 과정이 제공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기술 컨설팅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pe.com/info/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Q.  HPE OneView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A. 현재 HPE OneView 관리 소프트웨어 이용이 가능하며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 HPE Software Depot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2. USB 플래시 드라이버가 포함된 HPE OneView Media Kit (E5Y37A) 구매

Q.  HPE OneView의 시험 이용이 가능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com/info/tryoneview에서 HPE OneView. 관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PE OneView Advanced 라이선스와 HPE OneView Standard 모두 HPE OneView 관리 어플라이언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HPE OneView Advanced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60일 무료 시험 이용을 제공합니다. HPE OneView 관리 어플라이언스가 설정되면 60일간 

지원되는 서버를 추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HPE OneView Standard 관리 소프트웨어는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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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PE OneView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A. HPE OneView의 강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스킬을 개발할 수 있도록 풍부한 커리큘럼의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hpe.com/ww/learnconvergedsystems을 방문하시면 체험 세션을 포함하는 3일 과정의 HPE OneView Administration(과정 #H4C04S)과 같은 

여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lobal Dashboard

Q.  HPE OneView Global Dashboard가 규모 면에서 고객 관리를 지원합니까?

A. 다양한 가상 및 물리 기반 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고객의 서버와 프로파일, 인클로저의 상태에 관한 통합 뷰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최대 

12,800개 노드와 20개 어플라이언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HPE OneView Global Dashboard는 알림 및 핵심 인벤토리 데이터에 대한 중앙화된 관리를 제공합니다. HPE OneView 실행 측면에서, iLO와 

통합인증을 통한 Onboard Administrator는 클릭 한 번으로 강력한 장치 수준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HPE OneView Global Dashboard가 스토리지를 지원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Global Dashboard는 서버뿐 아니라 HPE 3PAR 스토리지를 지원합니다.

Q.  가장 최근에 강화된 보고 기능이 무엇입니까?

A. HPE Global Dashboard 1.2버전을 이용해 보고서의 정렬과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Q.  HPE OneView Global Dashboard가 HC380 시스템을 지원합니까?

A. 그렇습니다. HPE OneView Global Dashboard는 최대 50개의 HC380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pe.com/info/hpeoneview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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