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서

관리형 DaaS를 통해 직원의 
민첩성을 강화하는 방법 
어디서나 모든 사용자에게 클라우드를 통해  
중요한 비즈니스 앱 및 데스크톱을 즉각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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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IT 인프라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IT 리더는 원격 및 모바일 직원에게 앱과 데스크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가 많은 
소규모의 IT팀이 있는 경우,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DaaS (Desktops-as-a-Service) 및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시장의 
리더인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가 
클라우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수많은 관리 
시간과 골칫거리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DaaS로 클라우드 관리 단순화

기업은 증가하는 원격 인력을 지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앱과 
데스크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데스크톱 및 앱을 배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어디서나 모든 종류의 기기에 앱 및 데스크톱 배포 단순화
• 사용한만큼만 지불함으로써 CAPEX 제거
• 클라우드에서 수요의 급증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 급변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 신규 근로자 및 계약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 가능
• 합병 또는 인수 과정 시 원활한 전환
• 민감한 데이터를 직원의 기기에서 차단하고 벤더 업체에

보안 액세스 제공

만약 IT 팀의  규모가 작고, 업무가 다양한 경우 관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78 %는 클라우드를 채택할 
때  리소스와 전문 지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2 
이러한 기술 부족으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절반이 2년 이상 지연됩니다.3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2021년에 모든 워크로드의 94%를 처리할 것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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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는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백서에서는 관리형 DaaS를 소개합니다. 관리형 DaaS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모든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상 앱과 데스크톱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VDI 배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VDI를 배포함에 따라 VDI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4

많은 기업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VDI는 인프라에 대한 
완벽한 제어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제어에는 복잡성이 
따릅니다.

VDI는 온 프레미스에서 실행되므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가상 데스크톱부터 인프라 구매, 관리 및 
업그레이드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일 관리 요구 사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DI는 매우 안전하지만 (중요한 앱과 데이터가 
개별 기기가 아닌 중앙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업은 중요한 
자산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 보호 계층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DaaS : 클라우드 및 IT 효율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
점점 더 많은 기업에서 DaaS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DaaS는 원격 호스팅 위치에서 제공되는 온 디맨드 및 가상화된 
데스크톱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퍼링입니다. 여기에는 
워크로드를 호스팅하기위한 관리 플레인 및 리소스의 프로비저닝, 
패치 및 유지 관리가 포함됩니다.

DaaS를 사용하는 IT 기업은 이를 통해 "적시에 탄력적인 방식으로 
데스크톱 리소스에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DaaS를 사용하면, 하드웨어를 구입하거나 유지 관리하지 않고도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구독 
모델을 사용하면 원격 인력, 지사 및 계절별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형 DaaS 공급자는 VDI 배포 및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앱과 데스크톱이 배포되는 방식과 통합되는 보안 수준을 
결정하면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 DaaS로 클라우드 데스크톱 제공 및 
민첩성을 강화하십시오
가상 클라이언트 컴퓨팅 분야에서 IDC MarketScape 리더인 
Citrix는, 귀사의 직원들에게 더 나은 업무 방식을 제공하면서 
업무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모든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에 
DaaS 솔루션을 추가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Windows 및 
Linux 앱과 데스크톱을 제공하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클라우드의 데스크톱 및 앱을 
모든 장소의 모든 기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하는 운영 체제나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고 안전한 가상 환경을 제공합니다.

55%의 기업이 현재 DaaS를 사용하고 있거나 신규 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한편, 11%는 내년 중에 DaaS를 적용할 계획입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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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관리형 DaaS 솔루션은 가상 앱 및 데스크톱 관리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합니다. 업데이트, 보안 패치 및 지원을 
처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 관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IT 팀은 
혁신이나 기타 전략적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조합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새로운 차원의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독립 실행형 솔루션으로
사용하거나 온 프레미스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VDI
배포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Citrix를 사용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가상 데스크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 DaaS가 포함된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6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T 관리 단순화

• 패치 및 업데이트를 위해 각 엔드 포인트를 관리 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리 업무 감소

• 비즈니스 필요에 신속한 대응.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는 강력한 백엔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어디서나 모든 사용자에게 앱과 데스크톱을
제공하기 위한 턴키 솔루션

• 자본 비용 제거.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를
사용하면 데이터 센터나 값비싼 하드웨어를 유지 및 관리할
필요 감소

2. 유연성 확보 및 클라우드 사용량 피크 지원 

정전 및 바이러스 발생과 같은 비즈니스 중단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회사가 중단 시간에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설정 및 유지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침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를 사용하면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확장하여 최대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모델을 
사용하면 쉽게 확장할 수 있으며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청구됩니다.

또한 관리형 DaaS를 사용하면, 이미 가득 차있는 일정에 
추가하지 않고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시 근로자 및 계약자를 지원하도록 신속하게 확장

 앱과 데스크톱을 제공하기 위한 턴키 솔루션을 채택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사용자 수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일관된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보안 앱과 데스크톱을 빠르게 가동 한 다음 
필요하지 않을 때 다시 축소하십시오. 관리형 DaaS가 포함된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은 가상 앱 및 데스크톱을 
최단 시간 내에 배포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4. 합병 또는 인수 중에 새로운 직원과 현장을 신속하게
온보딩

인수 합병 과정에서 직원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보유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를 사용하면 온 디맨드로 
데스크톱을 쉽게 가동할 수 있으므로 신규 직원도 처음부터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형 DaaS를 
사용하면, 개별 기기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관리 워크로드에 
수천 개의 새로운 엔드 포인트를 추가할 필요없이 공유 정보 
및 앱에 동등하게 액세스 할 수 있는 원활한 환경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가 이미있는 경우 추가 비용없이 관리 콘솔 내에서 
관리되는 DaaS 기능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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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 업체에 보안 액세스 제공

 거의 절반의 기업이 공급 업체로 인한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5 가상 환경을 제어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공급 업체가 필요한 내용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는 공급 업체, 
개발자 및 오프 사이트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기타 
인원들에게 그들의 위치와 관계없이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급 업체가 볼 필요가 있는 
항목에만 액세스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6.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십시오

 

현재 데이터 센터를 계속 사용하거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거나 하이브리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를 사용하면 
원하는 속도로 조절하면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사용하여 기존 
투자에서 더 많은 가치를 이끌어 내십시오. 또는 앱과 
데스크톱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민첩성을 높이십시오. 나머지는 온 프레미스로 
유지하면서 일부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든, 단일 콘솔에서 모든 앱과 
데스크톱을 관리하고 전체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는 VDI를 넘어 DaaS 
기능을 제공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하여 
더 민첩성과 관리 용이성을 제공함으로써, IT 팀이 더 중요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Desktops as a 
Service에 대한 Citrix 사용자 가이드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지금 바로 데모를 요청하십시오.

출처:  
 
1. Cisco: Global Cloud Index Projects Cloud Traffic to Represent 95 
Percent of Total Data Center Traffic by 2021 , 2018 

2. Statista: Challenges to enterprise cloud computing usage 
worldwide in 2019 and 2020

3. Gartner: 4 Trends Impacting Cloud Adoption in 2020, January, 2020

4. Enterprise Strategy Group: Are Desktops Doomed? Trends in Digital 
Workspaces, VDI, and DaaS , May, 2020

5. Help Net Security: Nearly half of firms suffer data breaches at 
hands of vendors,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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