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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PPP란 무엇입니까? 

 

데스크탑 가상화 제작전 파일럿(DV PPP)은 고정된 가격과 
고정된 규모의 제작전 구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전체 운영을 구축하기 전에 제안된 DV 설계의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 사항을 검증하는 것으로 귀사의 DV 
구축 프로젝트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V PPP는 무엇을 제공합니까? 
Cisco DV PPP는 Cisco의 전문적인 가이드를 통해 
귀사에 맞게 조정, 제공합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PPP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스크탑 가상화 파일럿 솔루션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 

 

•   제안된 설계가 정해진 성공 기준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길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 활동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   통제된 비제작 환경에서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통한 테스트 시간 

•   소규모 및 중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옵션 

•   파일럿의 설계 및 구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귀사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지식 이전 워크숍 

어떤 회사가 데스크탑 가상화 PPP를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데스크탑 가상화 PPP는 DV 솔루션 운영을 고려 중인 
조직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솔루션을 채택하면 전체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에 실현 가능성 평가를 완벽하게 
테스트하고 구현할 수 있으며, 조직에 가장 적합한 
선택 결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 
 

•   명확한 정의와 문서화된 목표는 PPP 환경, 테스트 
주기 개발, 그리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명확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   Cisco 서비스 전문가가 데스크탑 가상화 PPP 설계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직접 도와줍니다. 

 

•   공식적인 결과가 문서화되며, 테스트 후 활동이 실행 
단계별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시됩니다. 

http://www.cisco.com/go/trademarks�


요약 문서  

© 2012 Cisco 및/또는 계열사.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Cisco 및 Cisco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Cisco 상표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cisco.com/go/trademarks로 이동하십시오. 언급된 
타사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파트너라는 단어의 사용이 Cisco와 다른 회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제작전 
파일럿 

데스크탑 가상화 제작전 
파일럿 

    
고객 목표 - 파일럿 환경에서 

데스크탑 가상화 탐색 - 
최소 

- 파일럿 환경에서 
데스크탑 가상화 탐색 
- 확장 

대상 구축 환경 - 비운영 - 비운영 

규모 요약 - 최대 100개 데스크탑 - 최대 250개 데스크탑 

부품 번호 - ASF-DCV1-DV-PP-A - ASF-DCV1-DV-PP-B 

서비스 활동   
프로젝트 관리   
환경 평가   
정보 수집/환경 검토   
설계 문서화/검토   
파일럿 구축 지원   
파일럿 데스크탑 생성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사용자 개별 설정   
인프라 및 데스크탑 가상화 테스트 
지원 

  
지식 이전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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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스크탑 가상화 계획, 설계 및 구축 서비스 - 서비스 규모 선택 가능 표 2.  데스크탑 가상화 제작전 파일럿 - 활동

 
 

 

 

서비스 Cisco 데스크탑 
가상화 제작전 
파일럿 서비스 

Cisco 데스크탑 
가상화 제작전 
파일럿 서비스 

Cisco 데스크탑 
가상화 및 설계 
서비스 

   
목적 - 파일럿 테스트 - 파일럿 테스트 - 생산 구축 
지원되는 최종 
사용자 
데스크탑 수 

- 최대 100개 - 최대 250개 - 요구 사항 

배치 - 고정 규모 - 고정 규모 - SOW(Custom Statement 
of Work) 

가격 - 고정 가격 - 간편 가격 - 세부 가격 

환경 
평가 

- 간편 가격 - 간편 가격 - 세부 가격 

설계 - Cisco 모범 사례 - Cisco 모범 사례 - Cisco 모범 사례 

- 구체적인 요구 사항 분석 

지원되는 솔루션 - VDI만 - VDI만 - VDI 및/또는 VXI 

운영 관리 고려 
사항 

- 없음 - 없음 -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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