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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 지원은 VMware 제품에 대한 모든 고객 이용 경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VMware는 
고객이 처음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한 이후 오랫동안 제품을 최상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VMware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는 지원 제품군을 통해 고객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정보는 게시일 현재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주기적으로 예고 없이 
www.vmware.com/kr/support에 업데이트가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와 
귀하가 VMware와 맺은 계약의 약관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귀하의 계약에 
포함된 약관을 따릅니다. 
 
 
 
 
 

 

http://www.vm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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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VMware 글로벌 지원 서비스(GSS) 

효율적인 지원 관계 구축 
효율적인 지원 상호 작용이 가능하려면 고객 측 관리자와 VMware GSS 기술 지원 엔지니어의 기술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2012년에 출시된 My VMware는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포털에 분산된 다양한 기능을 통합합니다. 

이 시작 가이드의 목적은 기업이 VMware와의 지원 상호 작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성공을 돕기 위해 업계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객이 VMware 경험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 심각도 이해, 지원 요청 수명주기, GSS 
제품, 추가 정보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VMware가 최근 인수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본 문서에서 설명한 프로세스와 지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VMware GSS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해당 기업의 기존 기술 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 
VMware는 고객의 가상화 인프라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고 사항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리자 교육에 투자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 문제 증상을 정의하고 VMware와 공조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VMware Education Services는 VMware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간단한 무료 동영상부터 며칠에 걸친 집중 실습 교육 과정까지 다양한 옵션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Mware 자격증은 VMware 가상화 기술을 적절히 구축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팀원의 
지식과 기술, 자격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입증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교육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계획 
VMware 제품을 구축하기 전에 고객 환경에 맞는 VMware 릴리스 노트와 기타 관련 기술 설명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설치, 구성 및 게스트 운영 체제 실행 등과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을 주의 깊게 정의하고, 관리자가 모든 관련 공급업체에 연락하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방안 및 적절한 테스트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인프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VMware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존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 인프라를 
계획,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합한 리소스 지정 
VMware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 환경에서 하드웨어, 데스크톱, 서버, 네트워크 운영 체제,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운영, 유지 보수한 경험이 있는 직원에게 VMware 제품 구축 작업을 할당해야 합니다. 설치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타사 구성 요소 및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입니다. 물리적 머신이나 가상 머신 어디에 
설치하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면 VMware 컨설턴트가 처음부터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확인하고 솔루션을 개발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ttp://mylearn.vmware.com/mgrreg/index.cfm?ui=www&amp;redirect=off
http://www.vmware.com/kr/consulting/technology-consulting-services.html
http://mylearn.vmware.com/portals/consulting/?ui=con


VMware 기술 지원 시작 가이드 

기 술  지 원  시 작  가 이 드  – 2 0 1 4 년 9 월 / 5  
 

 

 

자가 진단 자료 활용 
고객은 웹에서 VMware 자가 진단 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VMware 지원 자료 페이지에서 기술 설명서 및 
기술 자료 솔루션 링크를 확인하고 VMware 커뮤니티 포럼의 다른 관리자와 문제를 논의하고 VMware의 백서, 
기술 노트, 호환성 가이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자가 진단 자료는 부록 A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상당수의 VMware 제품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적시에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상 
머신에 이상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다음 기술 자료 문서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적절한 로그 파일과 시스템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http://kb.vmware.com/kb/1008524 
 
제품 등록 

일부 VMware 제품은 지원 계약과 제품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도록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 
등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역할 및 책임 
My VMware의 역할 및 책임 
VMware는 기술 및 지원 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과 정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이센스, 지원 및 다운로드를 관리할 수 있는 My VMware 사이트에는 모든 
계약에 대해 수퍼유저, 구매 담당자 및 관리자(다음 섹션의 설명 참조)의 3가지 고객 연락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My VMware로 사용 가능한 고객 역할 
수퍼유저, 구매 담당자 및 관리자는 My VMware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유일한 공식 역할입니다. 수퍼유저 및 구매 
담당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권한을 할당하고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퍼유저 
수퍼유저는 고객사 대신 라이센스 키 및 사용자를 관리하고, 계정 사용자와 연관된 권한을 추가 및 제거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추가 또는 제거하고, 수퍼유저 역할을 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수퍼유저는 각 
고객사별로 1명만 있을 수 있으며 동일한 사람이 여러 고객사에 대해 수퍼유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 담당자 
구매 담당자는 특정 고객사 대신 라이센스 키 및 기술 지원을 관리하고, 사용자 권한을 위임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수퍼유저 및 구매 담당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관리자 역할은 My VMware 사용자에게 VMware의 지원 없이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수퍼유저, 구매 담당자 또는 폴더 레벨에서 역할 관리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관리자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폴더 레벨에서 추가 권한(폴더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주문 보기 및 계약)이 제공되어 
관리자 또는 필요에 따라 다른 폴더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람은 권한이 할당된 "사용자"로 지정됩니다. My VMware에서 폴더는 제품 라이센스 키 및 기술 
지원을 관리하고 구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폴더와 연결되며 계정과 관련이 
있는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수퍼유저 또는 구매 담당자는 추가 계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mware.com/kr/support/support-resources/
http://kb.vmware.com/kb/1008524
https://www.vmware.com/vmwarestore/newstore/product_register_login.jsp
https://www.vmware.com/vmwarestore/newstore/product_register_login.jsp
http://www.vmware.com/my_vmware_faqs.html#12
http://www.vmware.com/my_vmware_faqs.html#12
http://www.vmware.com/files/pdf/myvmware/my-vmware-administrator-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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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VMware로 사용 가능한 권한 및 권리 
수퍼유저 또는 구매 담당자는 다음 작업을 위해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라이센스와 기술 지원 세부 사항을 고객사별로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지원을 받고 지원 요청을 제출합니다. 

• 평가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주문 및 기술 지원 계약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 라이센스 키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폴더를 만듭니다. 

• 라이센스 키 관리 및 기술 지원 세부 사항에 대한 사용자 권리와 권한을 관리합니다. 

• 기술 지원 계약에 대한 리뉴얼 견적을 요청합니다. 
 
계정에 대한 수퍼유저 및 구매 담당자 지정 
새 고객은 구매 주문에서 라이센스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새 사용 권한 계정에 대한 
수퍼유저가 됩니다. 
 
수퍼유저는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할당 가능 
수퍼유저는 My VMware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계정과 연관된 사용자에게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VMware 고객 서비스 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연관된 각 계정의 수퍼유저 및 구매 담당자 찾기 
Account Summary 페이지에 방문하면 자신의 계정에서 수퍼유저 및 구매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 e-메일을 계속 사용하여 수퍼유저와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사용자 추가 
해당 권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를 자신의 계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라이센스 및 기술 지원 관리자뿐 아니라 
등록된 사용자 모두 자동으로 계정에 추가됩니다. 
 
조직 외부의 타사에서 내 계정에 액세스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타사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VMware는 My VMware 출시 전에 계정에 연결되어 있던 
경우가 아니면 타사에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VMware 지원 팀의 역할 및 책임 
VMware 지원 조직은 네 유형의 지원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지원 팀 
VMware 계정, 제품 라이센싱 또는 지원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계정 문제 해결 

• 계정 레벨 및 폴더 레벨 권한 위임에 대한 의문 사항 해결 

•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관련 질문에 답변 

• 라이센스 준수 질문 확인 

• 제품 라이센싱 문제 해결 
 

https://www.vmware.com/kr/support/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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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 담당자 
고객 지원 담당자(CSR)는 전화로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고객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고객의 지원 요청을 VMware 추적 시스템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 

• 고객이 지원 요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 번호 제공 

• 고객의 지원 계약과 문제의 심각도를 바탕으로 적절한 초기 대응 시간 설정 
 

vCloud Air의 클라이언트 성공 팀 
 
전용 클라우드 및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고객의 경우 – 클라이언트 성공 팀(CST)이 신규 고객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온보딩 활동을 돕습니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VMware 내 적절한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팀은 북미 고객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PDT/PST 기준), EMEA 고객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GMT/GMT+1 기준)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Cloud Air 재해 복구 고객의 경우 – 온보딩 활동의 지원을 위해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성공 
팀은 북미 고객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PDT/PST 기준), EMEA 고객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GMT/GMT+1 기준)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시 VMware 내의 적절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 참조: https://www.vmware.com/kr/support/services/iaas-production.html#sthash.li7kCYx3.dpuf) 
 
기술 지원 엔지니어 
지원 요청을 제출하면 기술 지원 엔지니어(TSE)가 지정됩니다. TSE는 기술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는 주 
담당자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e-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지원 요청에 응답 

• 고객의 기술 환경을 재생성하여 문제 재현 및 해결 

• 해당 문제 및 후속 문제를 조사, 확인, 해결 

• VMware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 
 
 

기술 지원 심각도에 대한 이해 

내부 심각도 정의 
심각도는 기술 문제가 시스템 또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심각도를 정확히 정의하면 
적시에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VMware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각도 1은 운영 서버 또는 다른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 다운되어 즉각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손실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에 처해 있습니다. 

•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었습니다. 

• 비즈니스 운영이 심각하게 중단되었습니다. 

• 심각도 1의 경우 고객은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근무 시간에 연락할 수 있는 전담 리소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심각도 2는 주요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 장기적으로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마일스톤이 리스크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설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임시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mware.com/kr/support/services/iaas-production.html#sthash.li7kCYx3.d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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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3은 중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기능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상태입니다. 
• 일부 구성 요소 운영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설치 마일스톤이 경미한 리스크에 처해 있습니다. 

심각도 4는 일반적인 사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설명서 오류를 포함한 코즈메틱 문제 

 
Software as a Service(SaaS) 심각도 정의 
크리티컬(심각도 1)은 해결 방법이 없는 시스템 사용 불가 및 데이터 무결성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제품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가 다운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Software as a Service(SaaS)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을 사용 또는 액세스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작업 전체가 
중단되거나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 서비스가 계속해서 충돌하거나 응답이 없어서 리소스 또는 응답 지연 시간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무한정 
지연됩니다. 

• 데이터가 손상 또는 분실되어 백업에서 복원해야 합니다. 

• 중요한 문서화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중단과 관련이 없는 심각도 1 문제를 발견할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계약된 서비스 제공 시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담 리소스를 고객사에 배정해야 합니다. 

메이저(심각도 2)는 주요 기능에 악영향이 있거나 성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지속적이며 여러 사용자 및/또는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 서비스가 운영되기는 하나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 제한된 범위에서 계속 운영할 수는 있지만 Software as a Service(SaaS)의 중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타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액세스에 영향을 줍니다. 

마이너(심각도 3)는 일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성능 문제 또는 버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기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확장성은 없습니다. 

• 서비스가 운영되지만 일부 또는 모든 고객이 약간의 성능 저하를 느낄 수 있으며, 적절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 중요도가 낮은 기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코즈메틱(심각도 4)은 애플리케이션 기능, 탐색, 설치 또는 구성에 대한 정보 요청과 같은 일반적인 기술 관련 
질문이나 소수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버그를 의미합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 서비스 기능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문제 

• 기능 개선 요청, 설명서 누락 또는 잘못된 설명서 

• 서비스 제공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문제 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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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심각도 정의 
크리티컬(IaaS 심각도 1)은 해결 방법이 없는 시스템 사용 불가 및 데이터 무결성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제품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해결 방법이 없는 서비스 사용 불가 및 데이터 무결성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제품 문제가 있습니다. 

• 서비스가 계속해서 충돌하거나 응답이 없어서 리소스 또는 응답 지연 시간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무한정 
지연됩니다. 

• 서비스 중단과 관련이 없는 심각도 1 문제를 발견할 경우 고객은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 리소스를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도 레벨이 심각도 2로 낮아집니다. 

메이저(IaaS 심각도 2)는 주요 기능에 영향이 미쳤거나 성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지속적이며 여러 사용자 및/또는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 주요 기능이 영향을 받거나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문제가 지속적이며 여러 사용자 및/또는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 제한된 범위에서 계속 운영할 수는 있지만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마이너(IaaS 심각도 3)는 일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성능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기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확장성은 없습니다. 

• 서비스가 운영되지만 일부 또는 모든 고객이 약간의 성능 저하를 느낄 수 있으며, 적절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 중요도가 낮은 기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코즈메틱(IaaS 심각도 4)은 일반적인 기술 문제 관련 질문,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정보 요청, 소수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버그 등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 기능 개선 요청, 설명서 누락 또는 잘못된 설명서 

지원 요청 수명주기 
VMware는 전화나 My VMware 포털 등 신청 방법에 관계없이 고객의 지원 요청을 바로 기록한 후 적합한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지원 요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필 생성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지원 요청 제출 

• 적절한 TSE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 

• 지원 요청 종료 
 
계정 및 프로필을 최신 상태로 유지 
지원 요청을 제출하려면 My VMware 프로필을 생성하여 프로필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 요청을 제출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보유 중인 My VMware 프로필을 관리해야 합니다. 

• 올바른 활성 e-메일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My VMware 계정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품이 상주하는 폴더 또는 건별 지원 요청 계정에 있는 하나 이상의 폴더에 대한 지원 요청 제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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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필터가 VMware e-메일을 차단하지 않도록 수신 허용 목록에 VMware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 구매 후 바로 수퍼유저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올바른 계정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를 통해 
고객의 지원 요청 처리 작업을 간소화하면서 VMware가 고객 지원 요청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 
My VMware 프로필을 생성한 후 수퍼유저 또는 관리자가 올바른 계정을 통해 연결하고 적절한 권한을 할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My VMware 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하거나 등록합니다. 

2. My VMware 페이지는 계정별 보기를 지원하여 라이센스 키, 지원 요청,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프로필을 생성하고 수퍼유저 또는 관리자가 계정의 폴더에 대해 적절한 권한을 할당하면 지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다음 지침은 VMware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지원 요청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VMware 지원 팀에 연락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고객 번호 
고객 번호는 기술 지원에 사용하는 고유한 10자리 숫자 식별자로 각 고객 담당자에게 부여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VMware 또는 My VMware 프로필을 생성하거나 VMware 또는 My VMware 프로필이 없는 사용자에 대한 신규 
주문이 접수될 경우 고객 번호가 생성됩니다. 고객 번호는 개인 식별 번호와 같이 사용자마다 모두 다릅니다. 
 
사용자는 고객 번호를 사용하여 My VMware에 로그인하고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시스템을 통해 지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직접 작업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번호는 My VMware 
프로필과 지원 신청서 양식에 표시됩니다. 

고객 번호는 각 고객 담당자(계정을 생성한 개인)마다 다르며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기술 
지원 팀에 전화하면 CSR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번호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VMware 제품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시스템,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크 구성 다이어그램 및 파일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들 다이어그램을 파일로 만들어 VMware 지원 팀에 간단하게 업로드하거나 디바이스에서 적절한 명령을 
실행하여 구성 정보를 수집하면 더욱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 
VMware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설치 로그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VMware 로그 파일과 생성된 VMware 코어 파일을 찾아 함께 보내주십시오. 지원 요청에 이들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VMware 제품과 운영 체제에 따라 로그 파일 위치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구문은 
해당 VMware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물리적 하드웨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하드웨어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로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s://my.vmware.com/kr/web/vmware/login
http://www.vmware.com/support/customer-number-fa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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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스크립트 출력 
가상 머신에 이상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다시 부팅하고 지원 스크립트를 실행해 적절한 로그 파일과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구문 및 스크립트 위치는 VMware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기술 자료 문서 
(http://kb.vmware.com/kb/1008524)를 참조해 기술 지원 팀의 검토 작업에 필요한 문제 해결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모든 최근 변경 사항 기록 
최근 가상 인프라 환경에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게스트 운영 체제, 호스트 운영 체제, 네트워킹,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버전 변경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지원 요청 제출 
모든 고객은 지원 받기 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VMware 지원 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vCenter Support Assistant – 지원 요청 생성 및 관리, 로그 업로드를 위한 무료 VMware vCenter™  플러그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지원 요청 신청 – 기술, 라이센스 또는 일반 문의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요청 신청 – 모든 고객은 자동 전화 시스템을 통해 안내 메시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생성 및 관리, 로그 업로드를 위한 vCenter Support Assistant 
vCenter Support Assistant는 VMware의 지원 계약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별 지원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료 vCenter 플러그인입니다. 

1. 다음 사이트에서 vCenter Support Assistant를 다운로드합니다. 

http://www.vmware.com/products/datacenter-virtualization/vcenter-support-assistant/overview.html 

다음 FAQ의 안내에 따라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http://www.vmware.com/files/pdf/vcenter/VMware-vCenter-

Support-Assistant-faq.pdf 

 
 
 
 
 
 
 
 
 
 
 
 
 
 
 
 
 

2. My VMwar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후 지원 요청을 제출합니다. 
 
 
 
 

http://kb.vmware.com/kb/1008524
https://my.vmware.com/group/vmware/get-help
http://www.vmware.com/kr/products/vcenter-support-assistant/overview
https://my.vmware.com/kr/web/vmware/login
http://www.vmware.com/kr/products/vcenter-support-assistant/overview
http://www.vmware.com/products/datacenter-virtualization/vcenter-support-assistant/overview.html
http://www.vmware.com/files/pdf/vcenter/VMware-vCenter-Support-Assistant-faq.pdf
http://www.vmware.com/files/pdf/vcenter/VMware-vCenter-Support-Assistant-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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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지원 요청을 생성하거나 기존 지원 요청을 수정합니다. 
 
 
 
 
 
 
 
 
 
 
 
 
 
 
 
 

4. 계정 및 제품을 선택하여 새 지원 요청을 생성합니다. 
 

 
 

5. 지원 요청의 문제 설명 화면을 작성합니다. "추천 리소스" 영역에 관련 KB 문서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사용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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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방법을 시도해 본 후에도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 할 경우 새 지원 요청을 생성하기 위해 연락처 및 지원 요청 
세부 정보 항목을 작성합니다. 새 지원 요청 정보가 모두 작성되면 요청이 제출됩니다. 
 

 
 
 

 
 

7. 지원 요청 관련 로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VMware 기술 지원 시작 가이드 

기 술  지 원  시 작  가 이 드  – 2 0 1 4 년 9 월 / 14  

8. 지원 요청 양식을 작성한 뒤에는 귀하의 요청에 지원 요청 번호가 부여됩니다. 지원 요청 번호가 표시되고 1시간
이내에 확인 e-메일이 발송됩니다. VMware 직원과 해당 문제에 대해 상담 시 이 지원 요청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1시간 이내에 전자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객 서비스로 문의해 주십시오.

온라인 지원 요청 신청
VMware의 지원 계약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별 지원을 구매한 모든 고객은 My VMware를 통한 지원 요청 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 My VMware로 이동하여 로그인한 후 지원 받기를 선택합니다.

2. Technical(기술) 아래에서 지원을 요청할 제품에 대한 문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문제 카테고리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각 문제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y.vmware.com/kr/web/vmware/login
https://my.vmware.com/group/vmware/home
https://my.vmware.com/group/vmware/get-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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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지원 계약이 있는 계정을 선택합니다. 계정을 선택한 후 지원이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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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inue(계속)을 클릭하면 선택한 제품과 카테고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질문 목록이 Your
Selections(선택 항목)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제안 사항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Enter terms
related to the issue(문제 관련 용어 입력) 창에 문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 및 용어를 입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합니다.

5. 제안된 리소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Create Support Request(지원 요청 생성)를 클릭하여 VMware
기술 지원에 대한 지원 요청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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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필드를 채우고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작성한 후 해당 구성, 로그 및 코어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란색 
느낌표 도구 설명을 통해 필수 필드에 대한 정보와 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요청 양식을 작성한 뒤에는 귀하의 요청에 지원 요청 번호가 부여됩니다. 지원 요청 번호가 표시되고 1시간 
이내에 확인 e-메일이 발송됩니다. VMware 직원과 해당 문제에 대해 상담 시 이 지원 요청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1시간 이내에 전자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객 서비스로 문의해 주십시오. 

https://my.vmware.com/group/vmware/contact-vm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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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지원 요청 신청 
VMware 기술 지원 팀에 전화하면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시스템이 즉각 응답합니다. 고객은 계약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 다음, 라이센스 관련 문의, 기존 지원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 지원 요청 생성 등, 원하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SR 생성"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들 단계를 완료하면 
시스템에서 적절한 VMware 담당자와 연결해줍니다. IVR은 음성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객의 말에 바로 
대응합니다. 

라이센스 지원 팀은 24시간 연중무휴 고객의 계정, 지원 계약, 라이센스 문제를 지원합니다. 

고객 지원 팀은 모든 VMware 제품에 대한 지원 요청을 24시간 연중무휴 전화를 통해 기록합니다. 

간혹 모든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에는 대기하거나, 전화 회신 요청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남길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남기십시오. 

• 발신자 이름 

• 회사명 

• 고객 번호 

•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또는 호출 번호(국가 번호와 지역 번호 포함) 

• 지원 요청 번호(기존 문제와 관련된 통화일 경우) 

•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메시지에 대한 응답은 보통 1시간 이내로 해드립니다. 

지원 요청을 생성하기 위해 담당자와 상담한 뒤에는 지원 요청에 지원 요청 번호가 부여됩니다. 유선 상으로 지원 
요청 번호를 알려드리며, 신청 후 1시간 내에 발송되는 신청 수령 확인 e-메일에서도 다시 고지해 드립니다. 
VMware와 해당 문제를 상담할 때에는 지원 요청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온라인 지원 포털을 통해 
요청에 직접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에 대한 TSE의 초기 대응 시간은 고객의 특정 지원 제품 지침을 따릅니다. 구입한 제품 및 지원 제품, 
선호하는 연락 방법에 따라 TSE가 전화 또는 e-메일로 응답합니다. 

고객 서비스 및 라이센스 문제에 따라 초기 대응 시간이 다릅니다. VMware는 고객 요청에 가능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객 서비스 담당자 
또는 라이센스 전문가가 고객에게 회신하기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쿼리는 대부분 48시간 내에 
회신해드립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고객 지원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지 언어 지원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지원 요청 에스컬레이션 정책 
지원 요청 에스컬레이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지원 정책 아래에서 지원 요청 에스컬레이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지원 요청 에스컬레이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vmware.com/kr/support/file-sr/escalation.html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My VMware에서 생성된 지원 요청의 Action(작업) 탭을 통해 에스컬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ttps://my.vmware.com/group/vmware/support-requests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
http://vmware.com/support/policies/language.html
https://www.vmware.com/kr/support/file-sr/escal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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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작업 
지원을 요청하면 담당 TSE가 지정되어 상호 동의하에 문제 해결 및 지원 요청을 종료할 때까지 문제를 
책임집니다. 시차로 인해 지원 요청의 TSE를 재할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재할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고지합니다. 

담당 TSE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e-메일 및/또는 전화로 고객과 연락합니다. 고객은 지원 계약에 
정의된 근무 시간 동안 TSE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직원 및 리소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TSE는 고객과 협력하여 
문제를 완전히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단,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고객에게 추가 정보 요청 

• 고객에게 특정 소프트웨어 및/또는 패치 설치 요청 

• 사용자 시스템에서 특정 디버그 데이터 요청(필요한 경우 테스트를 수행하여 해당 데이터 생성) 

• VMware 테스트 머신에서 문제 재현 시도 

• 문제 재현에 필요한 코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요청 

• VMware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버그 확인 

•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안을 테스트하고 실행하도록 고객에 요청 

•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기술 관리자가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객에 요청 

• 타사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공급업체와 공조(예: 사용자의 
운영 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공급업체) 
 
진행 중인 지원 요청 확인 및 업데이트 
고객 계정으로 지원 요청 보기 포털에 로그인하면 VMware에 신청한 지원 요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요청서에 주석을 추가하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가 2GB 이하이면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가 2GB 이상이면 VMware의 FTP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e-메일로 파일을 
보내는 경우에는 10MB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오류 보고 또는 기능 제안 
 
 
오류(버그) 보고 

지원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VMware 제품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일반 지원 요청 프로세스를 통해 VMware 
지원 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유효한 지원 계약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를 알리려면 VMware 커뮤니티 포럼의 해당 제품 커뮤니티에 
문제를 게시합니다. 

기능 제안 

여러분의 제안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VMware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면 VMware 웹 
사이트의 기능 제안 양식을 통해 제안을 보내주십시오.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개별 회신하지 않습니다. 
본 양식을 통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 지원 요청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변했거나 처음부터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 없이 담당 TSE에게 요청하여 지원 요청 심각도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https://my.vmware.com/group/vmware/support-requests
http://kb.vmware.com/kb/1008525
https://my.vmware.com/group/vmware/support
http://communities.vmware.com/home.jspa
https://www.vmware.com/support/policies/feat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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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청 종결 
일반적으로 요청이 종결되는 경우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고객이 확인하거나 VMware가 10일 간 고객에게 세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고객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한 해결될 수 없거나 VMware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로 한 경우 기술 지원 요청은 고객의 승인 및 동의하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의 피드백은 VMware GSS에서 고객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를 VMware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이 종결되면 고객 경험에 대한 간단한 조사 내용을 기입하도록 e-메일 초대를 받습니다. 
 
주요 VMware 지원 팀 전화 번호 
 

미국 및 캐나다: 1-877-4-VMWARE(1-877-486-9273) 또는 1-650-475-5345(라이센스 또는 기술 지원 팀 선택) 

무료 국제 전화 번호는 http://www.vmware.com/support/phone_support.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기술 지원 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연방 고객은 미국 연방 기술 지원 팀 전용 전화 번호로 지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 기술 지원 팀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vmware.com/support/policies/closure.html
http://www.vmware.com/support/phone_support.html
http://www.vmware.com/go/usfe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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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글로벌 지원 서비스 제품 
추가 지원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부록 B: 지원 제품 포트폴리오를 참조하십시오. 
 
미션 크리티컬 지원 
미션 크리티컬 지원은 VMware 운영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환경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미션 크리티컬 지원은 고객의 TAM(Technical Account Manager)을 보완하며, 고객의 가상 
인프라를 24시간 연중무휴 실행하기 위해 선임자급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에 대한 확장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크리티컬 지원 
비즈니스 크리티컬 지원은 VMware 운영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각 비즈니스 크리티컬 지원 
계약에 대해, 6명의 고객 지원 관리자는 지정된 기술 지원 담당자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사후 대처식 및 사전 
예방식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지원 담당자는 고객 IT 팀의 팀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운영 지원 
운영 지원은 고객의 운영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VMware 글로벌 지원 센터는 가상화 업계를 선도하는 
VMware의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직원이 대기하며 고객의 가상 인프라 제품을 실제 
고객 환경에서 지원합니다. 
 
기본 지원 
기본 지원은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지원이 필요하고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지원 센터는 고객이 있는 지역의 지원 센터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IaaS 운영 지원 
VMware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운영 지원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VMware 내 적절한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지원 센터에 24시간 연중무휴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전문가인 업계 최고의 TSE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SaaS 기본 지원 
VMware Software as a Service(SaaS) 기본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SaaS 제품에 대한 12x5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VMware는 고객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급의 전 세계적인 지원을 
전달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원 센터는 고객이 있는 지역의 지원 센터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VMware가 소프트웨어 구축 및 유지 작업을 처리하므로 고객은 
비즈니스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SaaS 운영 지원 
VMware Software as a Service(SaaS) 운영 지원은 고객의 SaaS 제품 액세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고객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어디서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원 센터에 
24시간 연중무휴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VMware가 소프트웨어 구축 및 유지 작업을 처리하므로 고객은 
비즈니스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기술 지원 
VMware 미국 연방 기술 지원은 미국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며 실제로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인 VMware 
TSE를 배정합니다. 해당 고객이 VMware의 인증된 정부 대리점을 통해 미국 연방 가격 목록/GSA 일정에서 
구입한 지원 및 구독 계약 이외에 추가 지원 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 기술 지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mission-critical.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production.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bcs.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production.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production.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basic.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iaas-production.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saas-basic.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saas-production.html
http://www.vmware.com/go/usfe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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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abric 개발자 지원 
본 서비스는 VMware vFabric®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VMware는 
구축 자동화 또는 스크립팅 시나리오는 물론 플러그인 개발 키트(PDK)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vFabric 개발자 지원에는 또한 해당 지원을 수행해야 할 때 관련 
애플리케이션 코드 조각의 검토를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 구성 및 성능 튜닝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vSphere에 대한 SDK 지원 프로그램 
VMware SDK 지원 프로그램은 VMware vSphere API 엔지니어 전문가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타사 VMware 
vSphere® 솔루션이 더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다년간 타사 
솔루션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강력한 vSphere API의 복잡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은 
사내 및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테스트할 때 건전성 검사, 모범 사례 권고 사항 및 해결안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글로벌 지원 서비스 제품 
업무 시간 이후 지원 
업무 시간 이후 지원은 VMware 기본 지원 제품을 사용 중이며 심각도 1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시간 이후 지원은 중요한 운영 중단 문제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표는 계약된 시간 
범위를 벗어났을 때 심각도 1 문제로 인해 운영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응답하고 시스템을 온라인 
상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는 TSE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업무 시간 이후 지원 구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고객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릴리스된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손실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에 처해 있습니다. 

•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었습니다. 

• 비즈니스 운영이 심각하게 중단되었습니다. 
 
사례에 할당된 TSE는 다음 중 하나에 도달할 때까지 문제에 대해 계속 작업합니다. 

• 운영 서버가 다시 가동되고 지원 요청이 마감되거나 해당 심각도가 낮아집니다. 

• 더 영구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심각도가 낮아질 때까지 서버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수용 가능하며 지속적인 해결 
방법이 제공됩니다. 

• 운영 서버에 대한 영향력의 심각도가 낮아집니다. 

그런 다음 지원 요청이 마감되거나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작업하도록 복구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해당 상태에 
도달한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MENA 지원 
VMware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 여러 국가의 표준 영업일인 토요일 및 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GMT 기준)까지 심각도 2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베타 프로그램 지원 
베타 지원 개요 
VMware는 베타 기간 중 베타 사용자에게 자가 진단 지원 및 웹 기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적합한 베타 지원 사용 
권한을 가진 고객은 지원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의 자동 승인을 받게 됩니다. 전화로는 
베타 지원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베타 릴리스가 운영 환경에 구현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수신된 지원 요청의 
수가 많아 모든 베타 지원 요청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베타 지원 요청은 베타 기간의 
마지막에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vfabric-developer.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sdk.html
https://www.vmware.com/support/contacts/
http://communities.vmware.com/home.jspa
https://my.vmware.com/group/vmware/get-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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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프로그램에 참여 
VMware는 공용 및 전용 베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공용 베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정보는 VMwar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베타 프로그램은 초대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이 경우, 전용 베타에 액세스하기 위한 지침이 담긴 
VMware의 e-메일 초대장이 수신됩니다. 

기능 제안 
또한 베타 릴리스에 대한 기능 요청은 온라인으로 지원 요청을 열어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능 요청은 평가를 위해 
해당 개발 팀으로 전달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개별 회신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모든 VMware 소프트웨어 개선 제안은 VMware의 자산이 되며, 모든 VMware 업무 목적을 위해 
이 정보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그 관련 지원 요청 
평가를 위해 개발 팀에 버그 정보가 전달됩니다. 운영 버전이 릴리스되기 전에 문제의 시기 및 심각도에 따라 
수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타 기간이 끝나면 관련 지원 요청이 종료되며 해당하는 경우 모든 미해결 버그가 
필요에 따라 추적 및 평가됩니다. 

http://communities.vmware.com/community/beta
http://communities.vmware.com/community/beta


VMware 기술 지원 시작 가이드 

기 술  지 원  시 작  가 이 드  – 2 0 1 4 년 9 월 / 24  
 

 

 

기술 지원 정책 
VMware의 기술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지원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계정, 지원 계약 및 라이센스 질문에 대한 추가 정보 
My VMware, 지원 계약 또는 제품 라이센싱에 관한 질문은 라이센스 지원 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모든 주문 및 
계약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문제의 경우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을 위해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계정 번호 및 계정 이름 

• 구매 담당자 및 수퍼유저 

• 라이센스 키 

• 지원 계약 번호 및 주문 번호 

온라인으로 지원 요청을 신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라이센스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VMware는 
고객 요청에 가능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회신하기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쿼리는 대부분 48시간 내에 회신해드립니다. 

VMware 지원 및 구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용 약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vmware.com/support/policies/index/
https://www.vmware.com/support/contacts/
https://www.vmware.com/files/pdf/support/support_terms_condi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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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VMware 자가 진단 자료 
토론에 참여하고, 묻고 답하고, 그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 VMware 제품에 대한 최신 기술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자료 – 수많은 지원 질문 및 문제에 대한 답변 확인(My VMware 포털 및 My VMware Mobile 앱을 통해서도 

제공됨) 

• 블로그 – 경고 및 모범 사례를 포함한 기술 지원의 내부 정보 확인 

• 내부 직원 지원 – VMware 지원 뉴스, 경고 및 알림 

• KB 다이제스트 – 모든 새 기술 자료 문서의 주간 요약판 

• 트위터 – VMware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기술 자료 확인 및 지원 요청 

• @vmwarecares – VMware 고객에 대한 컨시어지 및 고객 서비스 

• @vmwarekb – VMware Knowledge Experience 팀의 뉴스 

• 페이스북 – VMware Knowledge Experience 팀의 뉴스 제공 

• 유튜브의 KBTV – 기술적인 단계별 사용 방법과 교육을 제공하는 VMware의 채널 

• VMware 커뮤니티 – 다른 VMware 고객 및 기술 전문가와 제품, 전략, 보안 계획 등을 논의 

• 페이스북 – 페이스북의 VMware 기술 자료 채널 

• 무료 온라인 강의 비디오: http://www.vmwarelearning.com/ 

•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무료 온라인 자율 학습 과정: 

http://mylearn.vmware.com/mgrReg/plan.cfm?plan=33369&ui=www_edu 

 
 

기타 자료: 

• 제품 지원 센터 – 설명서, 문제 해결 가이드, 웹캐스트를 비롯한 기타 유용한 제품 지원 자료 확인 

• 기술 자료 – VMware의 기술 자료에 대한 다양한 문제 및 지원 질문의 답변 확인 

• 설명서 – 모든 VMware 제품 버전의 릴리스 노트, 설명서, 가이드, 기술 자료 확인 

• 기술 보고서 – 현재 릴리스된 모든 VMware 제품의 백서, 기술 노트, 호환성 가이드, 기타 기술 정보에 액세스 

• 호환성 가이드 – 알려진 시스템, 입출력, SAN 또는 백업 호환성 문제를 비롯해 VMware에서 지원하는 구성 및 
게스트 운영 체제 확인 

• 제품 라이센싱 – 제품 라이센싱 관련 지원을 받거나 VMware의 라이센스 관리 포털 참조 

• 보안 센터 – VMware 전 제품의 보안 문제에 대해 최신 정보 유지. 보안 경고 미리 알림에 등록하여 보안 문제를 
보고하고 보안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지원 툴 – 지원 요청 및 제품 라이센싱 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 제공 

• 개발자 자료 –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가상 인프라 서비스를 통합하려는 개발자에 필요한 정보 

• 사용자 그룹(VMUG) – VMware 사용자 포럼에 참석하여 모범 사례 및 전문 지식 공유 

• 경보(가입 탭 선택) – 패치 및 유지 보수 자료가 릴리스되면 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http://kb.vmware.com/
http://blogs.vmware.com/kb/
http://blogs.vmware.com/kbdigest/
http://twitter.com/vmwarecares
http://twitter.com/vmwarekb
http://www.youtube.com/user/VMwareKB
https://www.vmware.com/r/discussion_forums.html
https://www.facebook.com/vmwkb
http://www.vmwarelearning.com/
http://mylearn.vmware.com/mgrReg/plan.cfm?plan=33369&amp;ui=www_edu
http://www.vmware.com/support.html
http://kb.vmware.com/
https://www.vmware.com/support/pubs/
http://www.vmware.com/resources/techresources/
http://www.vmware.com/resources/guides.html
https://www.vmware.com/support/licensing/
https://www.vmware.com/security/
https://www.vmware.com/support/tools/
http://www.vmware.com/support/developer/
http://www.myvmug.org/
https://my.vmware.com/group/vmware/profile?p_p_id=myProfilePortlet_WAR_itusermanagement&amp;p_p_lifecycle=0&amp;p_p_state=normal&amp;p_p_mode=view&amp;p_p_col_id=column-3&amp;p_p_col_count=1&amp;_myProfilePortlet_WAR_itusermanagement_action=communication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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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지원 제품 포트폴리오 
VMware는 가상화 환경에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최고의 경험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가상화 지원 
조직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VMware GSS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광범한 지원 옵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지원 – 표준 영업일 응답으로 충분한 테스트, 개발 또는 평가 환경의 경우 평일 12시간 지원 

• 운영 지원 – 높은 심각도 문제에 대해 기술 지원 액세스가 필요한 운영 또는 중요한 테스트 환경의 경우 심각도 1 
문제에 대해 24시간 연중무휴 지원 

• 비즈니스 크리티컬 지원 – 운영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6명의 고객 담당자 팀에 대해 지원 담당자를 지정 

• 미션 크리티컬 지원 – 운영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선임자급 엔지니어에 대한 우선 액세스, 제한된 현장 및 
사전 예방적 지원 계정 관리 제공 

•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운영 지원 – 전 세계적으로 IaaS에 대한 24시간 연중무휴 지원 제공 

• Software as a Service(SaaS) 운영 지원 – 전 세계적으로 SaaS 제품에 대한 24시간 연중무휴 지원 제공 

• Software as a Service(SaaS) 기본 지원 – SaaS 제품의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평일 12시간 지원 및 심각도 1 
문제에 대한 24시간 연중무휴 지원 제공 

• 미국 연방 기술 지원 –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 거주하는 숙련된 엔지니어의 지원 제공 

• vFabric 개발자 지원 – vFabric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평일 12시간 지원 

• vSphere에 대한 SDK 지원 프로그램 – 간소화된 vSphere 애플리케이션 개발, 평일 12시간 지원 

• 건별 지원 – 1, 3, 5 건별 지원 팩, 평일 12시간 지원 

• 무료 지원 – VMware Workstation™ 및 VMware Fusion®에 대한 e-메일 지원 

• 평가 – 웹 기반, 자가 진단 서비스만 해당 

• 베타 – 피드백 메커니즘만 해당 

자세한 정보는 VMware 지원 옵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위에 나열된 개별 제품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최신 
제품 데이터 시트를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basic.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production.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bcs.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mission-critical.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iaas-production.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saas-production.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saas-basic.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usfedsupport.html
https://www.vmware.com/support/services/vfabric-developer.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sdk.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incident.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complimentary.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Evaluation.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Beta.html
http://www.vmware.com/support/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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