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zure 및 

Windows Virtual Desktop을 이용한

Citrix Virtual Apps & Desktops 서비스
최신 클라우드 구현에 대한 비즈니스 가치 및 비용 절감 분석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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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감 효과 중 일부는 기본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으로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를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와 결합하면 고객은 더욱 완벽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 솔루션을 채택하는 고객은 총 비용의 2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WVD

경영진을 위한 개요
기업이 기존 PC 데스크톱에서 가상화 솔루션으로 전환함에 따라, 
IT 관리자는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에 대한 액세스를 호스팅하고 제공했습니다. IT 
관리자가 데스크톱 및 앱 제공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PC 환경보다 효율성이 높았지만 데이터 센터 비용은 
여전히 상당했습니다. 이제, Microsoft Azure의 향상된 기능과 
Windows Virtual Desktop 제품의 향상된 기능을 통해 
Citrix와 Microsoft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치를 활용하고 비용 
효율적인 고성능 가상화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경제성을 기업에 제공합니다.

Citrix Cloud 서비스는 기존 온 프리미어 클라우드 환경의 
하이브리드 관리를 통해 기존 구축 관리를 간소화하여 기존 
데이터 센터의 투자 손실 없이 Azure에서 새로운 시나리오나 
워크로드를 손쉽게 롤아웃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하십시오

Citrix는 Windows Virtual Desktop을 통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Citrix 워크로드를 
Microsoft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3년 동안

라이선스
비용 절감

운영 비용
   절감

인프라 비용
      절감

의 비용 절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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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0
매달 사용자당 절감되는 비용
• Citrix 클라우드 전환 라이선스
• Windows 10 멀티 세션

70+%
인프라 비용 절감
• 컴퓨팅 + 스토리지 + 네트워킹

25-50%
운영 비용 절감
• 온 프레미스보다 4배 빠른 배포
•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중앙 집중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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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리자는 더욱 민첩하고 안전한 IT 환경을 통해 추가적인 
이점을 실현하여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 사용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기존 온 프레미스 구현에서 Windows Virtual
Desktop의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클라우드
서비스 및 Azure 호스팅 워크로드로 전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이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며, 오늘날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온 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환경에만 
의존하는 기업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채택하면 최대 70% 
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IT 
인프라에 대한 지출 감소,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인 관리, 새롭고 
비용 효율적인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백서를 다 읽고 나면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가상화 배포를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새로운 순 이점을 평가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Windows 10 멀티-세션 VM을 사용하는 중간 규모의 
워크로드가 있는 1000 명의 지식 근로자

가정: * 수치는 Citrix 내부 테스트 기반입니다*
* 고객에게 이 슬라이드를 제시하기 전에 Microsoft BDM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로의 여정의 단순화 및 가속화
Citrix Cloud 서비스는 TCO를 절감하면서 기능은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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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라이선스 비용

Azure 인프라

Windows Virtual Desktop Windows Virtual Desktop이 있는 Citrix

컴퓨팅 + 스토리지 + 네트워킹

운영 비용
지원 및 헬프데스크 툴,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7-$10+
추가 비용

25-50%
비용 절감

30-50%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써드 파티 추가 기능

Azure 인프라
컴퓨팅 + 스토리지 + 네트워킹

운영 비용
지원 및 헬프데스크 툴,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인쇄, 모니터링, 고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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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효과 외에도, 하이브리드-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고 
Windows Virtual Desktop 플랫폼 위에 Citrix를 사용하여 
워크로드를 배포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를 통한 배포 유연성:
새로운 클라우드 확장성 및 비용 이점을 활용하면서 기존 
데이터 센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십시오. IT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는 시간 내에 온 프레미스 배포를 
하이브리드/클라우드 리소스 위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최적화: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 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호스팅 리소스의 관리를 간소화하여,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 계획을 간소화합니다. 통합 관리 
툴은 IT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확장성 및 성능 
최적화를 개선하여 배포 비용과 월별 지출을 
절감합니다.

안전한 환경: SSO, 3D 그래픽 집약적 워크로드, 대화형 
커뮤니케이션 툴 등에 대한 업계 최고의 지원을 통해 
모든 종류의 기기에서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3년 동안

-25%

가치 실현 시간 단축: Citrix Desk tops-as-a-Service 
(DaaS) 기술을 사용하여 단 5번의 클릭만으로 Azure 
호스팅된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에서 환경을 쉽게 관리하고, 
인수합병, 신입 직원, 계약 업체 및 다양한 비즈니스 
크리티컬 사용 사례등을 위한 사용자 온보딩을 
간소화합니다.

세션 기록, 세션 워터마킹 및 사용자 행동 분석과 같은 
포괄적인 툴을 사용하여 보안 위험을 줄이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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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비용 최적화를 통해 최대 $310,420 절감

• 라이선스 비용 최적화를 기반으로 최대 $452,500 절감

•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통해 최대 $83,800 절감

• 운영 비용 감소를 통해 최대 $183,200 절감

• 직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적 매출 $2.3M 증가

• Citrix 영업 및 가치 엔지니어링 팀은 본 백서에  요약된
비용 절감 및 비즈니스 성장 프레임워크를 다양한 고객
참여의 일부로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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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상세 분석

기업이 유연한 업무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업무의 관행을 
재정의하게 되자, IT 민첩성에 대한 필요성이 기업 전략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기반 제품을 채택하고 인프라를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로 전환하여 IT 
방식을 현대화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IT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장성과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과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면 환경을 최신화하고 
데이터 센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독점적인 Citrix 기술을 Windows Virtual Desktop과 함께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재정적 이점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의 정량화는 고객 텔레메트리(원격 측정)와 
함께 Citrix 및 Microsoft의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각 이점은 사용자가 1,000명인 샘플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 고객에게 적용되어 기존의 사전 VDI에서 Azure 호스팅된 
Citrix 및 Microsoft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되었습니다. 이 
고객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비용 절감이 $1M에 달할 수 있으며 
최대 $2.3M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이익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림 2: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 +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을 사용하여 최대 29% 의 비용 절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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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고객 사례는 실제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참고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

$ 357,116
$ 87,600

$ -123,840

$ -66,026

Windows Virtual
Desktop Native

Citrix 라이선싱
(TTU)

$ 3.081,224

Windows Virtual
Desktop Citrix

운영 비용
절감

$ -875,045

최적화된 
클라우드 비용

$ -1.48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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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예시

영국의 보험 회사

보험 분야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이 회사는 IT 민첩성과 
효율성을 향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업의 주요 요구
사항은 비즈니스, 경제 및 환경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
상시키고,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
니다. 또한, 고객은 가정용 기능으로부터 업무를 운영 및 확장하기
를 원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 기술에 대한 깊은 기술적, 재정적 평
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론은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이 4,800명의 사용자와 IT 조직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를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과
함께 사용하면, 기본 Windows Virtual Desktop 환경과
비교하여 사용자당 월 최대8달러 또는 전체 솔루션 비용의 32%
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1: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 +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을 사용하여 최대 32% 비용 절감 실현

12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및 중동지역 기반의 부동산 
컨설팅 기업은 IT 환경을 표준화하고, 지원으로부터 구성 요소를 
교체하고, IT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다양한 솔루션을 평가하고 300명 이하의 사용자에게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온 프레미스 애
플리케이션 가상화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해 Citrix와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을 선택했습니다. 심층 평가의 일환
으로 고객은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여러 타사 기술들을 
평가했습니다. IT의 주요 요구사항에는 운영 단순성과 지속적인 
환경 유지 관리의 감소가 포함되었습니다.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과 함께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담 관리가 확실히 탁
월했습니다. Citrix는 관리자와 최종 사용자에게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당 월 최대 $9 또는 전체 솔루션 비용의 
29%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912,960
$ 4.529,780

$ 254,849

Windows Virtual
Desktop Native

Citrix 라이선싱
(TTU)

Windows Virtual
Desktop Citrix

운영 비용
절감

최적화된 
클라우드 비용



Microsoft의 연구에 따르면, 약 3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1,000명인 워크로드가 매우 변동성이 
높은 고객 시나리오의 경우, 연간 $8,520의 비용 절감1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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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율적인 컴퓨팅 및 스토리지

온 프레미스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의 경우, 고객은 최대 
수요를 대비하여 인프라를 투자 및 구축해야 하며 높은 
초기 투자 비용(Capex)이 발생하고, 용량 증가와 향후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기업에서 사용한 실제 
용량에 대해 월 단위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초과 
지출과 과도한 하드웨어 프로비저닝의 초기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가능합니다:

용량 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는 "예약된 
인스턴스" 가상 머신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것은 핵심 인프라의 일부이거나 일일 활성 사용자의 평균 
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활용도가 높은 상시 가동형 
(Always-on) 시스템에 사용해야 합니다. 피크 또는 임시 
로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 비용을 포함하는 시스템에 대해 
Pay-as-you-go 인스턴스와 균형 있게 조정하여 추가적으로 
IT를 위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컴퓨팅 및 스토리지와 마찬가지로,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도 이 사용량 기반 
모델에서 네트워킹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양방향 트래픽을 위해 프로비저닝되는 물리적 온 프레미스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 클라우드 호스팅 워크로드는 실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합니다. 고정 요금 
옵션 (ExpressRoute 데이터 요금제 사용)을 사용하여 기본 
사용량을 맞추고 추가 대역폭을 위해 가변적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사용함으로써 이 비용을 더욱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Windows 10 멀티-세션

Windows Virtual Desktop과 함께 Microsoft Azure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Windows 10 멀티-세션은,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또는 사용자 환경 상의 이유로 진정한 Windows 10 환경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새로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VDI 배포는 각 활성 사용자 전용의 작은 가상 머신으로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당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에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를 통해, 고객은 이 클라이언트 유형 OS로 
더 큰 공유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Windows 10 멀티-세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유 컴퓨팅 및 스토리지 비용을 
통해 사용자당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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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비용 최적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가상화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따른 효율성은 인프라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데이터 센터 공간, 냉각 
및 전력 소비에 대한 물리적 비용 절감을 넘어 VM의 적시 
프로비저닝,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부하 최적화 및 기타 
소비 기반 지출 감소로 확장됩니다.

• 대규모의 초기 재무 계약 및 장기 구축 프로젝트 방지

• 운영 요구 사항에 맞게 유상 용량 조정

•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조정

• 정확한 부서별 비용 청구 또는 사용 정보 제공

Microsoft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VDI에 비해 최대 8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00명의 Windows 10 
사용자가 있는 고객 시나리오의 경우, 연간 $282,300의 비용 
절감 효과2를 얻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비해 약 20%의 비용 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사용자가 있는 고객 시나리오의 경우, 연간 최대 $6,10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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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에는 환경에 대한 맞춤형이 필요한 특정 요구 사항이나 
규정 관련 요구 사항이 존재합니다. IT 부서에서는 가상화 플랫폼의 
기능과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타사 툴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툴에는 조건부 액세스 제한, 데이터 손실 방지와 
같은 고급 보안 제어와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관리 또는 인쇄를 
비롯한 향상된 관리 기능이 포함됩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에는 강력한 보안, 앱 및 OS 
수명 주기, UX 향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추가 기능 솔루션의 
기능을 능가하며 고객이 단일 공급업체 및 관리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엔드 투 엔드 환경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복잡성, 지원 부담 및 환경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00명의 사용자를 위한 Windows 7 엔터프라이즈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이는 $150,000의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Citrix 내부 조사에 의하면, Windows Virtual Desktop용 타사 
추가 기능을 교체하면 라이선스 비용 및 관리 및 교육 작업 감소를 
고려할 때 연간 약 $98,500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Windows 7 확장 보안 업데이트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때문에 일부 고객은 여전히 Windows 7을 
필요로 합니다. Microsoft Azure 기반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를 
채택할 경우, 고객은 3년 ESU (확장 보안 업데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린더 연도와 Windows 7 라이선스 
계층에 따라 기기당 연간 $25 - $200의 절감을 의미합니다.

Windows Virtual Desktop의 일반적인
추가기능 대비 통합 비용 절감

많은 기업에는 환경에 대한 맞춤형이 필요한 특정 요구 사항이나 
규정 관련 요구 사항이 존재합니다. IT 부서에서는 가상화 플랫폼의 
기능과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타사 툴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툴에는 조건부 액세스 제한, 데이터 손실 방지와 
같은 고급 보안 제어와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관리 또는 인쇄를 
비롯한 향상된 관리 기능이 포함됩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에는 강력한 보안, 앱 및 OS 
수명 주기, UX 향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추가 기능 솔루션의 
기능을 능가하며 고객이 단일 공급업체 및 관리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엔드 투 엔드 환경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복잡성, 지원 부담 및 환경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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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Virtual Desktop에서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 
워크로드를 실행하면 라이선스 관련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라이선스 비용 절감

Citrix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서비스가 Citrix Cloud 제어 창을 통해 
제공되므로 이 하드웨어 비용은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8,100 - $13,500의 절감 효과3를 의미합니다.

Citrix 클라우드 제어 창과 함께 Citrix에서 제공 및 유지 관리되는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는 상시 가동되는 
SaaS 스타일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그 결과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배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존 
인프라 구성 요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이러한 온 프레미스 
구성 요소를 제거하면 OS 라이선스, 하이퍼바이저 라이선스, 
하드웨어 유지 관리 및 갱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들도 함께 
제거됩니다.

Citrix Cloud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감소의 설명을 위해 일반적인 
1,000명의 사용자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온 프레미스 환경을 가정합니다. Citrix 모범 사례에 따르면, 성능 
및 다중화 요구 사항에 따라 브로커,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등을 지원하려면 6- 1 0대의 서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DS CALs (RDS Client Access Licenses) 
비용 절감

온 프레미스 Windows 서버 기반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를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의 Windows 10 
멀티-세션으로 전환하면, 고객은 더 이상 RDS CALs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Microsoft 책정가에 따르면, 이것은 사용자당 매월 최대 $17의 비용 
절감 또는 1,000개의 사용자 환경에 대해 연간 $204,000의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Citrix 인프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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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최적화

Citrix는 최종 사용자 기기와의 통신을 위한 적응형 및 
효율적인 Citrix HDX 사용자 환경 기술 및 ICA 프로토콜을 
통해 Windows Virtual Desktop을 최적화하여 Windows 
Virtual Desktop의 가치를 확장합니다. HDX에는 다양한 
고유한 압축 및 오프로딩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어, 
클라이언트-사이드 리소스를 활용하여 여러 시나리오에서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리소스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Citrix 내부 테스트 및 고객 원격 분석에 의하면, 
Citrix HDX는 각 사용자가 생성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약 
40%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최적화

Citrix Autoscale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는 사용하기 쉬운 
기본 내장 자동 확장 기능을 제공하므로, Virtual Desktop에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 Azure 리소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시간 이외엔, 불필요한 시스템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는 MCS I/O 최적화라는 
혁신적인 스토리지 최적화 기술을 Windows Virtual Desktop에 
추가합니다. 이것은 랜덤 쓰기 작업을 고속 RAM으로 
오프로드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캐싱 솔루션입니다.

I/O를 캐시로 리디렉트하면 디스크에 대한 쓰기 수가 줄어들고 
세션 응답성이 향상됩니다. 대용량 순차적 데이터 블록을 
작성함으로써, MCS는 디스크 활용도와 애플리케이션 응답성을 
향상시켜 기업이 고성능 디스크 대신 표준 디스크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CPU 및 메모리 최적화

Citrix 내부 테스트 및 고객 원격 분석에 따르면,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는 혁신적인 CPU 및 메모리 
최적화 기술을 제공하여 일반적으로 시스템당 사용자 밀도를 
28% 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4.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자원 
소비를 지속적으로 분석, 최적화 및 우선 순위를 다시 
지정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서버 인스턴스당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과 사용자당 비용이 
절감됩니다.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고유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가상머신당 
사용자 밀도를 높이거나 일반적으로 Azure 리소스 소비를 
줄여 사용자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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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의 사용자가 있는 고객 시나리오의 경우, Citrix CPU 및 
메모리 최적화 기술은 일반적으로 중간 워크로드의 경우 연간 최대 
$20,60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1,000명인 고객 시나리오의 경우, 송신 데이터 트래픽 
(가상 데스크톱에서 최종 사용자까지)을 줄이면 최대 $21,10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사용자가 있는 고객 시나리오에서,MCS I/O 최적화 
기술은 중간 워크로드의 경우, 연간 최대 $14,600의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Citrix 내부 연구에 따르면, 자동 확장 기능은 1,000개의 
사용자 환경에 대해 연간 $6,000의 비용을 절감5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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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에 내장된 
혁신적인 관리 기능은 Microsoft Windows Virtual 
Desktop의 가치를 확장합니다. 특수 목적 툴을 통해 환경 
관리자와 헬프데스크 직원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 운영 
비용을 줄여 배포, 이미지 및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 관리,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합니다.

운영 비용 절감

사용자가 1,000명인 고객 시나리오의 경우, Citrix Virtual 
Applications and Desktops의 내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일반적으로 연간 $10,000 이상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itrix 내부 조사에 따르면, Citrix Director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시나리오에 대해 연간 660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사용자가 있는 고객 환경의 경우, 연간 사용자당 8개의 인시던트가 
제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관리자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연간 
$52,800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는 고급 사용자 
세션 로드밸런싱을 Windows Virtual Desktop에 추가하며, 
이 기능은 사용자 수 및 기타 메트릭과 함께 실시간 리소스
소진를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세션을 더 효과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Windows Virtual Desktop
시스템의 유휴 마진을 줄여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자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사전 예방적인 문제 해결

효율적인 사용자 사고 처리는 사용자 만족도와 직원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즉, 1단계 및 2단계 지원 엔지니어가 
첫 번째 사용자 문의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하여 지원 직원이 
일반적인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에는 전용 지원 대시보드인 
Citrix Director (HDX Insight 포함)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툴이 필요한 관련 정보 (인프라 상태, 엔드 투 
엔드 사용자 세션 성능 및 네트워크 메트릭, 기록 패턴 등)를 
간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세션과 상호 작용하여 
일반적 문제 (예: 중단된 프로세스 중지)를 해결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숍을 제공함으로써 
관리 효율성, 사용자 생산성 및 사용자 인시던트에 대한 해결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때문에 일부 고객은 여전히 Windows 7을 
필요로 합니다. Microsoft Azure 기반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를 
채택할 경우, 고객은 3년 ESU (확장 보안 업데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린더 연도와 Windows 7 라이선스 
계층에 따라 기기당 연간 $25 - $200의 절감을 의미합니다.

로드 밸런싱

모니터링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리자가 주의가 필요한 영역 
또는 구성 요소를 쉽고 사전 예방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합니다. Windows Virtual Desktop에는 Azure 
모니터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으로부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는 실행시 추가 비용 없이 
다양한 고급 사전 예방적 서비스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합니다.  

Citrix 내부 연구에 따르면, 고급 사용자 세션 로드 밸런싱은 
1,000명의 사용자 환경에서 연간 최대 $11,50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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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및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관리

Citrix Cloud 관리 창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개별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Citrix Cloud 운영 팀에서 원활하게 배포 및 
관리합니다. 고객은 항상 최신 Citrix 기술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 오버헤드, 시간 및 
테스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Citrix 배포는 새 버전이 나오면 
몇 달에 걸쳐 측정되는 광범위한 테스트/프로덕션 주기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서비스 기반 배포에서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Citrix는 고객을 대신하여 모든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보안 패치, 버전 업데이트 및 환경 모니터링과 같은 
지루한 지원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경 지원에 필요한 
인력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장기적인 비용 요소는 설치, 
교육,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문제 해결 및 시스템 장애 및 사용자 
교육 부족으로 인한 시간 손실 등 소프트웨어 지원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Citrix Cloud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러한 전형적인 유지 관리 및 
지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사용자가 있는 고객 
환경의 경우 연간 $24,000의 비용 절감7이 가능합니다.

Citrix 내부 조사에 따르면, Citrix는 계획된 유지 관리 및 계획되지 
않은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Windows 및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매년 670시간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1,000명의 사용자가 매월 2회 계획된 
변경 사항이 있는 고객 환경을 기준으로, 연간 $26,80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에는 Citrix App 
Layering의 고유한 이미지 관리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관리자가 운영 체제, 플랫폼 구성 요소 및 각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Virtual Desktop의 각 부분에 대한
단일 골든 복사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각 골든
이미지에서 여러 인스턴스 대신 영향을 받는 부품의 사본 하나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크게 단순화하여 지루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입니다. 또한, Virtual Desktop의 잘 정의된 섹션에 대한
수정을 제한하여, 문제 해결을 단순화하고 롤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워크로드 관리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는 온 프레미스, 
Microsoft Azure 및 기타 물리적 및 하이퍼 컨버지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 워크로드에 대한 
통합 관리를 제공합니다. Citrix 클라우드 관리 창을 사용하면 
DaaS 워크로드는 물론 기존 VDI의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합 관리 접근 방식이 없다면, 기업은 두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을 구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관리 작업의 중복을 의미하므로 
복잡성과 총 소유 비용이 증가합니다.

인프라 관리 감소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설치나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기 
때문에 앱과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순수 클라우드 전용이므로 추가 
프로비저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는 네트워킹,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위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함께 IT 환경을 더욱 
간소화합니다. Microsoft Azure와 같은 공급자는 이러한 
리소스의 인프라 보안, 성능 및 가용성을 책임집니다.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의 결과로 하드웨어 갱신 비용이 
제거됩니다.

환경 관리 감소

Citrix 내부 연구에 의하면, 통합 관리 및 이와 관련된 관리 작업 
감소는 1,000명의 사용자가 있는 고객 환경과 두 개의 사이트가 있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가정할 때, 연간 $79,600의 비용 절감6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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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최종 사용자 환경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에는 사용자 환경, 
세션/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애플리케이션 응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하거나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장거리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연결할 때, 
이러한 효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각 고객 환경의 고유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별 개선점의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직원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1%까지 향상시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더 빠른 사용자 로그온

Session Pre-Launch (세션 사전 시작), Session Lingering 
(세션 링거링) 및 Workspace Environment Management 
(WEM) 와 같은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에 
내장된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환경의 사용자는 평균 세션 시작 시간이 60
초입니다.

Session Pre-Launch 및 Session Lingering이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세션 시작 시간이 평균 2초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이 없어도 고객은 Citrix WEM을 활용하여 평균 세션 
시작 시간을 약 15초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직원 생산성

적절하게 관리되는 앱 및 데스크톱 가상화 배포는 보안을 
강화하고 유연한 작업 준비를 지원하며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제품군은 사용자가 다른 솔루션에 비해 더 높은 효율성과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유의 업계 최고의 
고유한 기능을 제공한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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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기술이 최종 사용자의 로그온 시간을 평균 30초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1,000명의 사용자가 있는 고객은 연간 2,100
시간 이상의 추가 작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미국 노동 통계청의 시간당 생산성 수치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작업에 1%의 추가 시간이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시간 절감 
효과는 1,000명의 사용자 기업에서 연간 $1.2M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청(BLS)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당 평균 $57.54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했습니다. 즉, 1% 증가하면 노동 시간당 $1.15의 
추가 산출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성된 Citrix 
사용자가 1,000명인 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간 약 
$1.1M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Citrix Analytics

Citrix Analytics는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사용자와 Citrix Workspace 사용자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중요한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네트워크,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콘텐츠 협업 툴 전반의 데이터 집계와 상관 관계를 통해 
귀중한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더욱 정교한 조치로 사용자 보안 
위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신 러닝은 악의적인 
사용자 행동을 식별하기 위한 고도로 예측 가능한 접근 
방식을 지원합니다.

보안 침해 위험 감소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에는 Windows 
Virtual Desktop 고객이 앱 보호, 세션 워터마크, 세션 인식 
정책 제어 및 세션 기록과 같은 기술을 포함하여 보안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 중단 리스크 감소 및 더 신속한 복구

Citrix를 통해 Windows Virtual Desktop 고객은 서비스 
중단 위험을 줄이고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며, 중단이 발생할 
경우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세션 탐색, 
멀티 사이트 로드 밸런싱, 애플리케이션 및 구성 변경의 빠른 
롤백 등의 내장 기능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추가 이점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는 재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기능 및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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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PC 액세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직원들이 기업 PC 및 랩톱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trix 플랫폼은 사용자가 로컬로 로그인할 
때 이러한 물리적 기기을 사용자에게 할당함으로써 이러한 
물리적 시스템을 최대한 안전하고 원활하게 만듭니다. 사용자가 
사무실 PC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Citrix HDX 사용자 환경 기술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mote PC Access를 사용하면 원격 업무를 위해 다른 툴을 
도입하고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상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원격 PC 액세스는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원격 PC 액세스를 배포 및 구성하는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는 가상 리소스 제공을 위해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균일성은 일관되고 통합된 관리 
환경을 제공하여 관리 복잡성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Citrix Cloud Service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trix.com/k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itrix.co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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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Vi rtual Apps and Desktops service reference architec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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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음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1. 48개의 VM (D4 v4) 에서 작동하는 1,000개의 CCU + 3년  예약 
     인스턴스 옵션 (온 프리미엄 비용에 대한 대용)
2. 38개의 VM (D4 v4)에서 180시간 작동하는 1,000개의 CCU + 
      Pay-as-you-go 옵션
3.  10개의 VM에서 작동하는 200개의 CCU +  3년 예약 인스턴스 옵션

직원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간과 주말에는 예기치 않은 사용자 세션을 호스팅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의 15%만 전원이 켜집니다.

6 하이브리드 관리 비용은 솔루션의 통합 옵션 뿐만 아니라 기능 및 기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Windows Virtual Desktop 관리 기능 및 이로 인한 비용은 
평균 온 프레미스 관리 비용에 대한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7 온 프레미스 CVAD가 있는 일반적인 1,000개의 사용자 환경에는 약 10
개의 인프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시스템에는 5시간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40 기준으로 연간 
$24,000를 절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프레미스 시스템의 비용은 
고객이 적용 시의 세부 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계산은 
평균 온 프레미스 관리 비용에 대한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2 다음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1. 단일 사용자 Windows 10 VM (D2 v3) 에서 작동하는 1,000개의 CCU 
      + 3년 예약 인스턴스 옵션 (온 프레미스 비용에 대한 대용) 
2. Windows 10 멀티-세션 VM (D8 v3) 에서 작동하는 1,000개의 CCU  
     + 3년 예약 인스턴스 옵션

3

LogoIVSI를 기반으로 한 내부 테스트에서 20.8% - 43% 사이의 확장성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부록 A: 절감 비용 계산

온 프레미스 시스템의 비용은 고객이 적용 시의 세부 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Azure 컴퓨팅 비용은 평균 온 프레미스 비용에 대한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부록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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