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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가상화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솔루션 

데스크탑 가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고려 사항 및 활용 사례의 이해 

오늘날의 업무 환경에서는 이동성 및 BYOD(Bring-Your-Own-Device)에 
대한 수요와 함께 민첩하고 생산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IT 부서는 이러한 요구사항과 함께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 
및 보안, TCO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 같은 지속적인 과제도 역시 
해결해야 합니다.  

Cisco 와 Citrix 는 다양한 작업 그룹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협업, 모바일, 
그리고 보안을 갖춘 뛰어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포괄적인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솔루션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Cisco VXI 
Smart Solution 및 Citrix XenDesktop은 Cisco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및 
협업 기술과 업계 최고의 Citrix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이 
접목된 솔루션으로서, 비즈니스 효율성, 생산성 및 민첩성을 높이고 
어디에서 어떠한 장치를 이용하든 매우 유연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Frost & Sullivan이 Citrix 및 Cisco와 협력하여 작성한 시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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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최근 몇 년 동안 일상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격 회의, 소셜 미디어, 통합 
커뮤니케이션, 협업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이제는 이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업무 공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개인 장치들이 기존 PC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업무 공간의 
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서든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보다 개인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5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림 1: 포스트 PC 시대의 업무 공간 진화를 
초래한 요인  

소비자 주도의 IT: 다양한 최종 사용자 
장치의 확산은 기본적으로 여러 변화를 
초래했지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업의 
IT 리소스 액세스 방식에서 발견됩니다. 
직원들은 IT 부서에서 제공한 기본 장치 
외에도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과 
같은 개인 엔드포인트 장치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장치를 그대로 이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의 
추세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반면 
다양한 장치 전략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IT 관리자들은 
보안과 규정 준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점차 진화하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까지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의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수많은 기업에 점차 빠르게 확산되면서 IT 직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IT 관리자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라는 경영진의 
압력을 받습니다. 많은 IT 부서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있어 최종 사용자 업무 공간 및 통신 서비스가 
최초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및 모바일 인력의 증가: 직원들이 물리적인 업무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되면 어디에서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믿는 기업들에게 모바일 업무 환경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새로운 업무 스타일과 글로벌 및 모바일 인력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액세스하려는 사용자의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IT 부서는 완벽한 업무 환경을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입니다.  

출처: Frost & 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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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의 중앙 집중화: 엔터프라이즈 IT 인프라는 중앙 집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용량 기준 가격 
모델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던 이 방식이 발전하면서 이제 전 세계 기업에서 IT 구매 및 
제공 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절전: 기업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친환경 IT 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IT 
비용 절감을 위해 비용 효율성과 친환경에 주목하고 있으며 환경 영향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의 기호와 이용 패턴이 다양해지고 획기적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IT 부서에서 
엔드포인트를 관리하기가 복잡해지고 이것은 고스란히 IT 관리자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림 2: 여러 엔드포인트 관리 중 부딪히는 문제 

 

출처: Frost & Sullivan 

Virtualization Experience Infrastructure(VXI) Smart Solution 

Cisco VXI Smart Solution 및 Citrix XenDesktop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Cisco와 Citrix는 기업에서 성공적인 가상 업무 공간 전략을 신속하게 이행, 최대한의 비즈니스 가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VXI 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IT 부서가 끊임없이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완전한 네트워킹 및 가상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공간을 
혁신시킨다는 공통된 비전하에 두 기업의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되었습니다. Cisco VXI는 Cisco Unified 
Workspace 전략의 한 요소로서 가상으로(VXI) 또는 자체 환경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에는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협업 분야의 강자인 Cisco와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의 
강자인 Citrix의 역량이 녹아 있습니다. 이 결합 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은 조직 소유의 장치는 물론 직원 
및 파트너가 소유한 PC, Mac, 태블릿, 스마트폰 및 씬 클라이언트에 가상 업무 공간을 쉽고 경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호스팅 가상 데스크탑에서 리치 미디어, 음성 및 비디오를 
지원하는 정교한 가상 업무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 스타일과 작업 그룹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면에서 혁신적입니다. 가상 데스크탑 및 협업 아키텍처를 통합하여 뛰어난 데스크탑 환경은 물론 탁월한 
음성, 비디오 및 협업 환경까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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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XI Smart Solution은 유연하고 안전하면서 본연의 뛰어난 성능까지 그대로 구현된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림 3: Cisco VXI Smart Solution의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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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가상화 계획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고려 사항 
그림 4: 데스크탑 가상화 계획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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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한 
안전한 액세스 및 규정 준수의 실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안전한 연결 및 다중 인증 – Cisco VXI Smart 

Solution 및 Citrix XenDesktop 을 사용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Citrix XenDesktop은 안전한 연결 및 
다중 인증 방식을 통해 허가된 사용자만에게만 
특정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접속 권한을 제공,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검증된 스마트카드 
솔루션으로 장치와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이며, Cisco ASA 는 간편하게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Citrix Receiver 에 
대해 단일 로그인(SSO)을 제공합니다. 

• VM 간 트래픽 보안 – Cisco Nexus 1000V 및 
Cisco VSG는 VM 간 트래픽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데스크탑을 세분화해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과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 작업 그룹별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하고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액세스 –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및 Cisco ASA 를 
통해 IT 부서에서 정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용하여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 ‘항상’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정책 적용 – Cisco ISE를 통한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로 사용자 ID, 장치 유형 및 상태를 
파악을 통해 가상 장치, 기본 장치, BYOD 장치 
모두에 세부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itrix XenDesktop을 통한 단일 인스턴스 관리 - 
IT 부서에서 장치,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사용자 설정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하나의 마스터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패치 적용 및 
유지관리 작업을 감소시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중앙에서 패치 및 보안 설정을 적용한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및 운영 체제 이미지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의 10가지 주요 활용 사례: 가상 데스크탑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비즈니스 및 기술 측면의 이유 
이 섹션에서는 데스크탑 가상화의 10 가지 주요 활용 사례를 통해 기존 기존 데스크탑 환경의 문제를 살펴보고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해 기업, 최종 사용자, IT 관리자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활용 사례 # 1 보안 액세스 및 규정 준수 보장 

기업들은 다양한 규제에 따라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액세스를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 관리하지 않는 장치의 
사용 증가에 따른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를 겨냥한 공격의 
발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안은 단지 민감한 정보의 액세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대처도 포함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는 기업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산업 규정, 국가 규정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 규정과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보안 액세스 및 규정 준수를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 할 때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용자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면 외부로부터 기업의 IT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의 장애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안 액세스 및 규정 준수를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위협 감지 및 격리 강화 – 모든 데이터가 중앙 집중화되면 위협 
또는 악성코드를 감지해 격리하기가 용이하며, 위협의 영향력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의 적용으로 
사용자는 안전성이 확인된 콘텐츠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에 대한 완전한 제어로 위험 감소 – 데스크탑 가상화 
구현을 통해 IT 부서에서의 엔드포인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안전한 네트워크와 기업의 방화벽을 통해 제공되며, 이에 
따라 IT 부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잠재적인 보안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리적 드라이버를 통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작업도 중앙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단, BYOD 전략을 이행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액세스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민첩한 정책 적용 – 데스크탑 가상화가 구현된 환경에서는 변경된 
IT 정책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IT 인력이 모든 
데스크탑 템플릿에 정책을 복제하면 즉각적으로 적용됩니다. 

• 규정 준수 보장 –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에 중앙 집중화되므로 규정을 준수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제어 조치와 정책을 중앙에서 적용하여 모든 
엔드포인트 VM 에서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통해 규정 준수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보호, 비즈니스 복구 및 재해 복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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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VXI 접근 방식은 BYOD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Cisco VXI with Citrix XenDesktop 을 통해 
어디에서 어떠한 장치로든 액세스 – 기업 소유의 
장치를 이용하든 개인 장치를 이용하든 동일한 
사용자 환경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통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Cisco VXC 
같은 씬 클라이언트, 그리고 Android, Windows, 
Apple Mac 또는 iOS 기반 모바일 클라이언트 
이용 사용자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직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태블릿 및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장치를 지원하는 Citrix Receiver, Cisco 
AnyConnect 및 Cisco Jabber – 플랫폼에 
관계없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장치에서 회사의 데스크탑과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Citrix와의 협력을 통해 Citrix 
XenDesktop 에 Cisco Jabber 를 지원하므로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 Citrix XenDesktop 을 통한 중앙 집중식 관리 – 
XenDesktop 을 사용하면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장치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로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관리자가 
개별적인 클라이언트 장치가 아니라 서버 
업데이트만 필요,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비호환 및 보안 
문제도 해결됩니다. 

• Cisco SecureX 및 Cisco Identity Services 
Engine(ISE)을 통한 보안 액세스 관리로 BYOD 
전략 실행 – Cisco ISE 를 이용하면 엔드포인트 
보안 정책 적용 및 위협 요소 제거를 통해 
감염되지 않고 허가된 장치만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 전체에서 
보안을 구현하고 정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 2 BYOD(Bring Your Own Device) 실행 및 IT 부서 
지원 장치 이용 

직원들이 IT 부서로부터 받은 기본 장치 외에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개인 장치를 이용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기업에서 확대되면서 BYOD(Bring 
Your Own Device)의 추세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상위 경영진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T 부서에서는 단지 
변화를 지원할 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Citrix 
Systems의 BYO(Bring-Your-Own) 지수를 살펴보면, IT 조직의 92%가 
직원들이 일터에서 개인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4%는 2013년 중순까지 BYO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기업의 수는 현재의 44%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BYOD 실행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면 IT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안 – 사용자가 소유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IT 시스템을 개방하기 전, IT 
부서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호환성 문제 – 개인 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IT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의 수도 많아지므로 
IT 직원이 처리해야 할 호환성 문제기 증가하게 됩니다. 

• IT 지원 확장: 사용자들은 업무와 관련 사용하는 장치를 회사의 IT 
부서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BYOD 도입 시 IT 팀에서 
지원해야 할 플랫폼과 장치의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프로세스 및 인력: BYOD 전략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인력과 
프로세스 또한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BYOD 가 법적 및 
비즈니스적으로 시사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사용 방식에 관한 직원 교육도 필요합니다. 

BYOD를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안전한 기업 전용 환경: 가상화 환경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 
데스크탑과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장치에 제공됩니다.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장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저장됨에 따라 
보안성의 향상과 기업 거버넌스의 실현이 가능해 집니다. 

• 중앙 집중화된 관리: 가상 데스크탑은 중앙 관리가 가능하며, 
클라이언트 플랫폼이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IT 팀에서 책임져야 할 호환성 및 장치 관리 
관련 문제를 대부분 해결, 생산성이 증대됩니다. 또한 데스크탑이 중앙에서 실행되므로 IT 팀에서 회사 
데스크탑을 유지관리하고 BYOD에 대한 지원은 사용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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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VXI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연속성 강화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플랫폼과 장치의 독립성 – Citrix 와 Cisco 는 
다양한 최종 사용자 장치,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여러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이 장치를 
배포하거나 분실 또는 도난된 장치를 교체할 
때에도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 “풍부한 기능의 사용자 환경 제공” –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사용자 환경 접근에 있어 업무 
공간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리, Cisco 
VXI 는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환경에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결합, 풍부한 
기능의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재해 발생 
시에도 사용자가 컴퓨팅 환경뿐 아니라 메시징, 
음성 및 비디오 기능을 이용, 심각한 비즈니스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Citrix XenDesktop 을 통해 주문형 데스크탑 
제공 – FlexCast 및 Receiver를 통해 기존 PC, 
Mac, 씬 클라이언트,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여러 장치를 통해 
데스크탑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재해 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 데이터 센터 복구 – 데이터 센터가 중단된 경우 
재해 복구 및 데이터 센터 연결 기술을 통해 
가상 데스크탑의 가동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인 서비스 및 지원 – Cisco Allied Service 
for VXI 는 일원화된 연락 지점을 통해 타사 
제품을 포함한 VXI 솔루션 전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데스크탑 
가상화 인프라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해결책을 조율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 3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및 재해 복구 보장 

규정상 요구될 뿐 아니라 일본의 대지진과 퀸즈랜드의 홍수 같은 자연 
재해를 겪으면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이 IT 책임자의 최우선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IT 환경의 복잡성 심화와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해 365일 24시간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및 재해 복구를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데이터 센터에 기업 및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므로 강력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DR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기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데스크탑을 백업 및 복구하기가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비즈니스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하려면 
애플리케이션/데이터 및 통신 서비스의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 많은 기업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BCP)의 비즈니스 사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ROI 모델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VDI 를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뢰성, 규정 준수, 데이터 주권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24 시간 가용성이 보장되는” 업무 공간 – 데스크탑을 중앙 
집중화하면 어디에서든 업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기본 센터와 백업 센터로 이중화하면 재해 발생 
시에도 직원들이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든 필요에 따라 IT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준수 – 중요한 시스템의 가용성을 유지함으로써 중요 
인프라의 가용성에 대한 기업 거버넌스 지침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유지 – 애플리케이션, 통신 기능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면 자연 재해 또는 인적 재해가 
발생해도 비즈니스를 탄력적으로 복구해 수익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을 가상화하면 IT 부서는 사용자 데스크탑 
환경을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며, 새 장치에서 바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교통 문제의 발생, 또는 사무실 폐쇄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용자는 원격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재해 복구 –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의 컴퓨팅 방식을 이용하고 재해 시에는 외부 서비스 공급자를 
이용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혼합 방식의 채택은 “필요에 따라” 업무 환경에 
액세스하고 사용자가 익숙한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한 이용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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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VXI 접근 방식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한 모바일 
인력 지원과 관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Citrix XenDesktop 및 Receiver를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든 액세스 – Cisco 
VXI Smart Solution 및 Citrix XenDesktop 은 
기존 PC, Mac, 씬 클라이언트,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을 
주문형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성과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협업 솔루션 – 다양한 종류의 
고정형 및 모바일 최종 사용자 장치에서 
Cisco 의 폭넓은 협업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풍부한 
기능을 이용해 비디오 협업 회의를 수행하는 
것은 임원진과 영업 팀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Citrix XenDesktop 에서 Cisco 
Jabber 가 지원되므로 다양한 장치에서 이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itrix XenDesktop 을 통한 보안 액세스 – 
Cisco AnyConnect 및 Cisco ASA 는 
사용자가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에서 모바일 
장치를 통해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체 데스크탑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Cisco WAAS 를 통한 성능 최적화 – Cisco 
WAAS는 Citrix와의 파트너십하에 압축, 캐시, 
트래픽 우선 순위 지정을 통해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MultiStream 을 포함한 Citrix 
HDX 프로토콜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 Cisco ISE를 통한 위치 기반 정책 관리 – 장치 
사용 및 위치를 기준으로 보안 및 규정 준수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 4 모바일 인력 역량 및 사용자 생산성 증대 

지난 10여 년 동안 업무 환경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라운지, 집, 호텔 객실에서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 중 25%는 사무실 밖에서 1/5이 
넘는 시간을 보내는 모바일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툴, 애플리케이션 및 통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인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원급과 
영업 인력들은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해 회사의 애플리케이션과 협업 
툴에 어디에서든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IT 책임자는 이러한 이동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장치 및 
위치에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을 위한 완벽한 업무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바일 장치를 직접 관리 및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모바일 인력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 할 때 IT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회사 소유의 장치든 개인 장치든 일관적인 모바일 업무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풍부한 협업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지연되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 인력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응답 시간에 
익숙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액세스가 지연되면 생산성 저하가 
초래됩니다.  

• IT 책임자는 모바일 액세스의 성격과 빈도에 따라 사용자 개인의 
모바일 장치나 기업 소유 모바일 장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 
소유 장치가 관리하고 보안을 구현하기가 더 쉽습니다.  

모바일 인력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모바일 인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일관적인 애플리케이션 환경 –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서는 
모바일 인력이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과 모바일 장치 및 태블릿 
장치 사이를 넘나들며 업무를 수행 시 일관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탑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게 액세스 –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허가된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허용하고 기업의 보안 
정책을 모든 연결 장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 가상화된 통합 업무 공간 이용 –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엑세스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외부나 고객의 사무실, 공항 라운지, 집, 호텔 객실 같은 먼 
곳에 있을 때도 똑같은 업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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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VXI 접근 방식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한 IT 인력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인프라 운영 단순화 – Cisco UCS 를 
이용하면 하나의 관리 도메인에서 최대 
30,000 개의 가상 데스크탑을 지원하는 통합 
인프라 관리를 통해 서버 및 가상 데스크탑 
프로비저닝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와 가상 데스크탑을 보다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컴퓨팅 
아키텍처를 사용하므로 관리해야 할 서버, 
스위치, 케이블 수가 줄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FlexCast를 통해 IT 부서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보다 간편하게 대응 – Citrix FlexCast 딜리버리 
기술은 다양한 데스크탑 제공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성능 및 개인화 요구 
사항과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의 
요구에 맞게 이러한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는 FlexCast 기술을 통해 
호스팅 방식이든 로컬 방식이든, 물리적 
환경에서든 가상 환경에서든 개별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유형의 가상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단일 인스턴스 관리 – Citrix 
XenDesktop 을 사용하면 IT 부서에서 각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프로필에 대해 단일 인스턴스를 관리하며 
동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서 데스크탑 
관리가 용이합니다. XenDesktop 은 
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 또는 관리 
인프라를 사용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 빠른 시간 안에 업무 착수 및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 XenDesktop, Cisco UCS, 
Cisco VXC 엔드포인트로 서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가상 데스크탑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서버 
기반 복제 및 서버 서비스 프로필을 통해 
몇 분 안에 수천 개의 업무 공간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 5 IT 인력의 생산성 향상 및 IT 관리 단순화 

기업 내의 IT 인력은 보통 서버, 데스크탑, 통신 네트워크 등 여러 
분야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업의 인프라 크기가 확장되어 가면 
필요한 IT 인력의 수 또한 증가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리소스 운용에 
부담을 주고 일상적인 관리 작업이 복잡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기로 진행되는 구축 및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IT 
인력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IT 인력의 생산성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 할 때 
IT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데스크탑 가상화는 IT 인프라를 변화시킵니다. 분야별로 
운영되던 각 IT 부서는 서로 밀접하게 협력해야 더 나은 성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는 동안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여러 IT 
분야의 통합에 발맞추어 IT 인력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IT 인력의 생산성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지원 중앙 집중화: 가상화되지 않은 일반 환경에서는 IT 지원 
인력이 각 지사에 상주하며 현지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해결합니다. VXI 환경에서는 아키텍처가 중앙 집중화되어 현지 
지원 인력을 보유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지원 인력은 본사에 
상주하면서 원격지의 가상 데스크탑 이미지 및 서비스 요청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중앙 집중화: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일반적으로 각 조직이 위치한 현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이나 하드웨어의 호환성 문제를 초래하고 IT 
부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VXI를 이용하면 필요한 
모든 IT 구매를 중앙에서 실행할 수 있으므로 균일한 성격의 IT 
환경을 구축하고 구매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 중앙 집중화: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클라이언트 
하드웨어가 단순화되고 소프트웨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절약되고 헬프데스크에 밀려드는 요청에 대처하느라 많은 IT 
인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절약된 시간은 보다 생산적인 
작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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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 6 Windows 7 마이그레이션 

기업에서 최신 기능, 향상된 보안, 단순성을 이용하기 위해 Microsoft 
Windows 7으로 업그레이드하려 할 때 대두되는 두 가지 주요 문제는 
비용과 복잡성입니다.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일반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PC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하며 기존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새 운영 체제에서 호환되는지 테스트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 체제에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맞춤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Windows 7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 할 때 IT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데스크탑 가상화에 필요한 Windows 라이센스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 프로젝트의 비용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가상 
데스크탑으로 전환하려면 사용자의 기대와 시스템 이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Windows 7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장기적인 비용 절감 – VXI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모든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씬 클라이언트 또는 제로 
클라이언트를 중앙의 데이터 센터에 직접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하드웨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하드웨어 교체 주기가 연장됩니다. 또한 데스크탑이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므로 기존의 데스크탑 시스템을 사용해도 성능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 이전 버전의 Windows 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하는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이전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상 환경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하면 애플리케이션이 기반 운영 
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맞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Internet Explorer 6 와 같은 이전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 및 관리 중앙 집중화 – 가상 데스크탑으로 전환하면 
소프트웨어와 기반 하드웨어가 분리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용이하고 여러 유형의 
하드웨어에서 하나의 Windows 7 이미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구현 프로세스 시간 단축 – 새 운영 체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수백 개의 데스크탑에 업그레이드를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서는 아키텍처가 중앙 집중화되어 모든 업데이트를 한 번에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VXI 접근 방식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한 Windows 
7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고밀도 Windows 7 가상 데스크탑 호스팅 – 
Windows 7을 이용하려면 하드웨어에 대용량 
메모리와 프로세싱 능력이 필요합니다. Cisco 
UCS Intel Xeon 프로세서, 확장된 메모리 및 
통합 패브릭을 이용해 수백 개의 Win 7 가상 
데스크탑을 하나의 서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리치 미디어가 지원되는 Windows 7 용 씬 
클라이언트 – Cisco Virtualized Experience 
Client(VXC) 엔드포인트는 여러 폼 팩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IP 폰에 통합된 
제로 클라이언트에서 가상 데스크탑, 음성 및 
비디오 모두가 하나의 장치에 통합된 씬 
클라이언트도 포함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경우, 로컬 
장치에서 Cisco Jabber를 사용해 원활한 협업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환경을 고려해 Windows 
7을 유연하게 구축하고 첨단 솔루션 이용으로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Citrix XenDesktop을 통해 완전한 Windows 
7 데스크탑 제공 – 사용자가 PC, Mac, 
스마트폰, iPad, 노트북 또는 씬 클라이언트를 
통해 고성능 Windows 7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장치를 비롯해 어떠한 
장치에든 데스크탑 환경을 그대로 제공하면서 
보안을 유지하고 개별 시스템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Citrix XenDesktop 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OS 및 하드웨어로부터 분리 – 최종 사용자 
장치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어 IT 부서에서 
Windows 7 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trix는 세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서버에서 비호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enDesktop을 
사용하면 64 비트 Windows 7 환경에서 
16비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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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 7 지사 환경 구축 

지역 사무소, 소매점, 은행, 원격 상담 센터 등 지사의 IT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과 성능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된 IT 
환경을 관리하기는 매우 복잡하며 높은 비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산된 IT 환경의 운영은 적절한 통제를 어렵게 하며 정보 유실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및 
보안 조치를 새로 추가된 지사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새 지사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안은 지사의 IT 리소스를 중앙 집중화된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통합, 관리 작업과 운영 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신뢰성과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지사 환경 구축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 할 때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WAN 에 LAN 수준의 속도를 구현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왕복 시간으로 인해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 문화 및 언어적 요인으로 인해 도입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고 직접 대면하기 쉬운 
현지의 지원 팀에 익숙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사 환경 구축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중앙 집중화 및 제어 – 서버 및 스토리지를 중앙 집중화하면 IT 
팀은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정책을 적용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표준화 – 데스크탑을 중앙 집중화하면 IT 관리자는 표준화된 
데스크탑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라이센스 
관리, 패치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보다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 중앙 집중화된 환경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겪는 다운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방지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다운 시간과 출시 기간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직원 교육 – 신규 사용자에게 가상 데스크탑이 제공되므로 
포맷팅과 구성을 마친 노트북을 직접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합류한 직원, 컨설턴트 및 계약 직원은 물론 새로 개설된 지사도 
신속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VXI 접근 방식은 지사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지사 및 데스크탑 가상화의 계획 및 설계 –
Cisco 의 지사 및 데스크탑 가상화 계획 및 
설계 서비스는 지사 및 데스크탑 인프라를 
가상화하고 가상화된 인프라에 적합한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합당한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설계에서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 Cisco Branch-Office-in-a-Box – 이것은 
WAN 액세스 라우터, 기가비트 LAN 스위치, 
x86 블레이드 서버가 하나의 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s(ISR G2) 라우터에 결합된 
통합 라우팅, 스위칭 및 서버 솔루션입니다. 
WAN 및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Branch-
Office-in-a-Box를 이용해 로컬 장치를 LAN을 
통해 연결하고 Active Directory, DHCP, DNS 
같은 널리 사용되는 Windows 서비스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 지사에서 음성 기능 및 가상 데스크탑의 장애 
대비 및 고성능 구현 –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및 WAN 리던던시 
같은 기술을 통합하고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하여 장애 시 회복력이 뛰어난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음성 및 비디오에서 
헤어핀(hairpin) 효과를 해결하여 지사의 
인력에게 뛰어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trix XenDesktop with HDX를 통해 향상된 
사용자 환경 제공 – HDX 기술은 각 지사에서 
로컬 주변 장치, 음성 및 비디오를 통해 풍부한 
기능의 고화질 데스크탑 환경을 구현하게 
해줍니다. 

• Citrix XenDesktop에 최적화된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 – Cisco 
WAAS 를 통해 지사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WAN 을 통해 Citrix XenApp 가상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Citrix XenDesktop 
트래픽을 최적화하여 더 많은 데스크탑 
세션을 지원하고 최종 사용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줍니다. WAAS 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물리적 어플라이언스, ISR G2 
라우터 모듈을 포함해 다양한 폼 팩터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사와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 2012, Frost & Sullivan  페이지  | 14 
 

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VXI 접근 방식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구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Cisco VXI with Citrix XenDesktop 을 통해 
완전한 가상 업무 공간 제공 – 가상 데스크탑, 
음성 및 비디오 기술의 통합을 통해 고정형 
엔드포인트 및 모바일 엔드포인트 모두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협업 서비스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가상 업무 공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상 데스크탑에 음성과 
비디오를 결합하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 Cisco Jabber 협업 솔루션 – VXI를 구축하면 
가상화된 데스크탑 환경에서도 다양한 Cisco 
협업 솔루션의 풍부한 협업 툴이 지원됩니다.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툴을 업무에 
이용해야 하는 수많은 사용자에게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trix 
XenDesktop을 지원하는 Cisco Jabber를 통해 
가상 데스크탑, 기본 데스크탑, 모바일 
데스크탑, 구내 데스크탑 등 더 많은 장치에서 
협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씬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려는 경우에는 가상 
데스크탑, 음성 및 비디오가 하나의 장치에 
결합된 Cisco VXC 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상 데스크탑에서 Cisco Jabber 를 
원래의 성능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및 비디오를 로컬에서 처리하는 독특한 기능을 
사용하므로 헤어핀 효과로 인한 지연 시간이 
없어 사용자 환경이 최적화됩니다. Cisco 
VXC 는 씬 클라이언트 성능을 최적화하고 
대역폭 요구 사항을 줄여주는 Citrix HDX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활용 사례 # 8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구현 

분산된 여러 지역에서 가상 환경을 이용하는 인력이 늘고 있는 오늘날 
통합 커뮤니케이션은 업무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1 년 
말경 IT 조직 중 50% 이상이 기존 음성 시스템을 통합 
커뮤니케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업들은 
곳곳에 분산된 상근 인력과 임시 인력, 파트너, 컨설턴트에게 고급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기능을 핵심 프로세스에 통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핵심적인 
통합 컴퓨팅 음성 및 비디오 플랫폼을 토대로 음성, 비디오, 웹 회의, IM, 
프레즌스, Telepresence 같은 부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데스크탑 가상화와 통합 커뮤니케이션은 최종 사용자 작업 환경을 
위한 것이지만 담당하는 조직과 아키텍처가 달라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프트폰 또는 데스크탑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사용자 장치 
자체에 직접 설치하면 미디어 처리 및 데이터 캡슐화가 데스크탑 
또는 클라이언트측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씬 클라이언트의 
경우 가상 데스크탑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합 업무 
공간에 결합했을 때 이러한 과정이 데스크탑 또는 
클라이언트측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연 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서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적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장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합 커뮤니케이션(UC) 애플리케이션을 
하이퍼바이저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공급업체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가상화를 지원하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VXI 기반으로 가상화 데스크탑을 구현하면 IT 부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모바일 환경에서 완전한 업무 공간 이용  – 데스크탑 가상화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여 성능 저하 
없이 사용자 환경을 그대로 제공하면 가상 데스크탑, 음성, 비디오가 결합된 완전한 업무 공간을 다양한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 교체 또는 통합: 데스크탑을 가상화하면 IT 부서에서 음성, 데이터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하나의 
장치에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망설일 필요 없이 기존 PC를 씬 
클라이언트로 교체하는 결정을 내려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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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VXI 접근 방식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UCS 메모리 아키텍처로 서버 수 감소 – Cisco는 
서버 하나에 60% 더 많은 가상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서버로 더 많은 데스크탑을 
지원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에서 최근 혁신적인 M200 M3 블레이드의 
등장으로 지식 근로자의 프로필이 포함된 Citrix 
XenDesktop 가상 데스크탑을 블레이드당 최대 
186 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측면에서 보면 서버 수, 전력 및 냉각 비용, 관리 
비용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통합 및 지원 비용 감소 – 검증된 설계, 서비스 및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Cisco 와 
Citrix는 VXI용 Cisco Validated Design(CVD)을 
발표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IT 부서에서 통합 및 테스트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VX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 
기술을 포함한 전문 기술 및 지원을 통해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EnergyWise 를 통해 전력 비용 절감 – Cisco 
Virtualization Experience Client(VXC)는 Citrix 
Receiver 에서 실행 가능한 PoE 장치입니다. 
네트워크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답게 Cisco 는 
모든 가상화된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파악한 후 
장치의 전력 사용 현황에 따라 전력 소비량을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EnergyWis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Citrix XenDesktop을 통해 데스크탑 관리 비용 
절감 – XenDesktop 을 이용하면 IT 부서에서 
데이터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으며 관리해야 할 
데스크탑 이미지가 줄어듭니다. 또한 시스템 
충돌을 방지하고 애플리케이션 회귀 테스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IntelliCache 를 통해 스토리지 비용 절감 – 
IntelliCache 는 중앙 집중화된 스토리지에서 
IOPS 요구 사항을 줄여주는 공유 가상 데스크탑 
모델을 사용해 로컬 스토리지를 지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Citrix XenDesktop 배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XenDesktop 을 
이용하면 시중에서 가장 낮은 스토리지 
비용으로 완전히 개인화된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 9 IT 비용 절감을 위한 비즈니스 목표 지원 

기업이 지출하는 전체 IT 비용에서 데스크탑/PC 구매, 프로비저닝, 
관리 및 유지관리(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등)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많은 IT 
책임자들이 데스크탑 가상화를 한 가지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 할 때 IT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리치 미디어 협업을 포함한 사용자 환경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총소유 비용(TCO) -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데스크탑이 
설치되므로 공간, 전력, 냉각 관련 비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와 데이터 센터 간에 추가적으로 양방향 트래픽이 
발생하므로 대역폭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데스크탑 구매 비용 절감 – 컴퓨팅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에 
집중화하면 모든 직원에게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씬 클라이언트와 같은 데스크탑 모니터 및 
키보드만 필요하며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CPU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BYOD 전략을 실행하고 개인 장치를 구입 및 
관리하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데스크탑 관리/지원 비용 절감 –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IT 
부서에서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데스크탑 프로비저닝 비용 절감 –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중앙의 관리 콘솔을 이용하여 가상화된 엔드포인트를 
프로비저닝하면 되므로 새 데스크탑을 설정하기가 훨씬 
간편합니다. 가상화된 데스크탑을 중앙에서 제공하므로 이동-

추가-변경 비용도 절감됩니다. 
• 데스크탑 교체 비용 절감 – 기업에서 XP 를 Windows 7 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OS 마이그레이션) 또는 낡은 데스크탑을 
강력한 새 컴퓨팅 장치로 교체하려고 할 때, 이전처럼 모든 
데스크탑을 최소한의 요구 사항에 맞춰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데스크탑을 가상화하면 데스크탑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새로운 데스크탑 OS 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2, Frost & Sullivan  페이지  | 16 
 

Cisco와 Citrix의 접근 방식 

VXI 접근 방식은 지사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Cisco VXI 를 통해 신속하게 배포 – Cisco 와 
Citrix 의 솔루션을 이용하면 가상 데스크탑 및 
가상 업무 공간을 신속하게 배포하여 직원들이 
빠른 시간 안에 툴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책 기반 배포를 
통해 가상 데스크탑 및 기반이 되는 Cisco UCS 
인프라를 적시에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UCS Manager Service Profiles 및 XenDesktop 
템플릿을 사용해 간편하게 구성하고 여러 
데스크탑을 하나의 템플릿을 통해 동시에 
프로비저닝하는 이점도 제공합니다.  

• VXI 및 Citrix 용 Cisco Validated 
Design(CVD)을 통한 신속한 배포 – CVD 에는 
포괄적인 VXI 구축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및 
지침과 참조 아키텍처 및 모범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VD 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 Citrix FlexCast 딜리버리 기술 – 기업 내의 직원 
개개인에 따라 필요한 성능과 개인화 수준이 
다릅니다. 단순하고 표준화된 환경을 원하는 
직원도 있고 고성능 데스크탑이나 완전히 
개인화된 데스크탑을 필요로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VXI with Citrix XenDesktop 을 
이용하면 FlexCast 딜리버리 기술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장치, 시간, 장소의 제약 극복 – Citrix XenDesktop 
사용자는 Citrix Receiver 를 범용 클라이언트로 
사용하여 PC, Mac, 씬 클라이언트, 스마트폰 등 
어떠한 장치에서든 자신의 데스크탑과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업무의 유연성, 비즈니스 연속성, 
사용자의 이동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개방적인 아키텍처 – Cisco VXI with Citrix 
XenDesktop은 여러 하이퍼바이저 및 스토리지 
인프라에 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IT 
부서에서는 기존에 투자한 인프라를 보존하면서 
앞으로 하이퍼바이저를 유연하게 추가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XenServer, 
Hyper-V, vSphere 하이퍼바이저는 물론 NetApp 
및 EMC 스토리지 등 다양한 업계 파트너를 
지원합니다.  

활용 사례 # 10 비즈니스 민첩성 실현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조직 
내부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려면 신속하게 확장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장성만이 인프라에 요구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인프라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변경하고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제 및 주요 고려 사항 
기업에서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려 할 때 
IT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가상화된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가상 환경으로 원활하게 이전하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연결 속도가 늦거나 불안정하면 지연 시간이 초래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에 보안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가 가상화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유연한 
환경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 새 데스크탑을 신속하게 배포 – 가상화는 기업에서 인력, 
컨설턴트, 파트너 작업 그룹이 추가되었을 때 완전한 자동화를 
통해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신규 지사에서 업무에 착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수요의 변화에 대처 – 컴퓨팅 리소스 및 스토리지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므로 사용자의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없이 IT 인력이 서버에서 간편하게 
프로비저닝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교체 주기가 
연장됩니다. 

• 현지 지원 팀의 필요성 감소 – 데스크탑을 가상화하면 소수의 IT 
인력 만으로 원격 사무실을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 액세스 – 데스크탑을 가상화하면 기업에서 전 
세계에 포진한 직원들의 기호를 고려해 다양한 장치로 가상 
데스크탑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수많은 최종 사용자 장치와의 
호환성이 보장되므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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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통합 솔루션 - 요점 
데스크탑 가상화는 업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 기술 책임자, 의사 결정권자, 
IT 책임자들은 비즈니스 민첩성 및 유연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데스크탑을 간편하게 관리 및 
지원하고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데이터 액세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스크탑 가상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isco VXI Smart Solution 및 Citrix XenDesktop은 최고급 가상화 기술과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및 협업 
인프라가 결합된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에 집약된 두 기업의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가상화된 데스크탑을 
원활하게 제공하고 가상 데스크탑, 음성 및 비디오가 결합된 혁신적인 통합 업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다양한 솔루션과 공급업체가 얽혀 있는 솔루션으로 데스크탑을 가상화했을 때의 
문제점을 직시한 Cisco와 Citrix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하나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합 솔루션을 이용하면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원활하고 
유연하고 중앙 집중화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데스크탑 가상화는 분명 여러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를 추진하려는 IT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 공간의 변화 – 이제 더 이상 업무 공간은 사무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협업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책임자는 이동성,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는 업무 스타일, 리치 미디어 
협업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데스크탑 가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높은 기대 수준 – 사용자들은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액세스가 지체되지 않고 WAN 에서 LAN 수준이 성능이 구현되는 것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T 책임자는 데스크탑 가상화 
프로젝트로 인해 오히려 사용자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전달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포괄적인 솔루션의 필요성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스크탑 가상화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미 시험 사용과 테스트를 거쳐 여러 활용 사례에서 다양한 기업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확인된 솔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과 외부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대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공급업체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을 이용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최적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현하면 여러 이점이 있으므로 솔루션을 통해 실제로 어떠한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isco VXI Smart Solution 및 Citrix XenDesktop은 변화하고 있는 업무 환경에 
대한 공통된 비전하에 탄생한 솔루션입니다. 이 두 공급업체의 지원을 받는다면 지금이 바로 데스크탑 
가상화를 추진할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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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XI Smart Solu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vxi를 참조하십시오. 

Citrix와 Cisco의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citrix 또는 www.citrix.com/cisco를 
참조하십시오. 

회사 소개 
Cisco(NASDAQ: CSCO)는 사람들이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로 전 세계 네트워킹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Cisc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을 
참조하십시오. 

Citrix 소개 
Citrix Systems, Inc.(NASDAQ: CTXS)는 세계적인 애플리케이션 전달 인프라 기업입니다. 전 세계 
200,000 개 이상의 조직들이 성능과 보안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어느 곳에 위치한 
사용자에게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Citrix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Citrix 고객에는 Fortune 
100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itri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trix.com을 참조하십시오. 

Frost & Sullivan 소개 
Frost & Sullivan은 고객이 성장을 가속화하고 성장, 혁신 및 리더십을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회사의 Growth Partnership Service는 CEO 및 CEO가 관리하는 성장 추진 팀을 
위해 강력한 성장 전략을 수립, 평가 및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엄격한 연구 결과와 모범 사례 모델을 
제공합니다. Frost & Sullivan은 전 세계에 40개가 넘는 지사를 운영하면서 Global 1000 기업, 신흥 기업, 
투자 커뮤니티와 49년 이상 협력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rost.co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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