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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T 사례 연구 – 2012년 5월

VDI(Virtualization Desktop Infrastructure)

Cisco IT에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를 제작한 방법 

Cisco VXI(Virtualization Experience Infrastructure)는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모든 
서비스에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는 Cisco 전략의 핵심입니다. 

배경 정보 
전체 요약 

과제  

● 데스크탑 총 소유 비용(TCO) 절감 

● 데스크탑에 포함된 지적 재산 보호 

● 새 직원 및 파트너의 빠른 적응 

솔루션  

● 먼저 사용자 2,000명을 위한 Cisco 
VXI(Virtualization Experience Infrastructure) 
Pod를 구축, Cisco Unified Workspace 전략을 
구현  

● Cisco VXC(Virtualization Experience Client) 
엔드포인트로 외부 익스트라넷 파트너 
사이트에서 노후화된 랩탑 교체 

● 기업 소유 장치를 두 개 사용하는 직원들이 
하나를 개인 장치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함 

결과 

● 데스크탑 비용 절감 

● 신규 직원의 적응 속도를 5-10일에서 1일 
그리고 최대 15분까지로 단축 

● 시험 프로젝트에서 직원당 매주 평균 69분 
절약 

습득한 교훈 

● 대상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 파악 

●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와의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테스트 

● 데이터 센터 및 데스크탑 팀의 협업 준비 

다음 단계 

● 다른 활용 사례의 고객 더 추가 

● 비정형 데스크탑 

●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프로필을 
가상화하여 TCO를 추가적으로 절감 

 

많은 IT 조직처럼 Cisco IT도 변화하는 업무 스타일, 특히 직장에서 직원 

소유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isco IT는 

해결책으로 직원들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의 만족과 함께 Cisco IT의 비용 

및 보안 요구 사항의 충족을 목적으로 다년에 걸친 “Any Device”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Any Device는 어디에서나 모든 장치에서 

직원의 생산성 및 협업 툴(Workspace)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Cisco Unified Workspace 전략의 일환입니다. 

Any Device 이니셔티브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VDI)로서, 데스크탑 가상화라고도 합니다. VDI는 씬 또는 제로 

클라이언트 등의 클라이언트 장치, 기업 소유 랩탑 또는 울트라북 그리고 

태블릿을 비롯한 개인 장치에서 직원이 데스크탑 환경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및 서버에서 가상 데스크탑을 호스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 연구는 Cisco VXI Smart Solution을 기반으로 하는 Cisco IT의 

VDI 구현에 대해 설명합니다. 

과제 

Cisco IT는 데스크탑의 총 소유 비용(TCO)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사의 IT 지원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 

TCO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Cisco IT 관리자인 Richard Whitmarsh 

네트워크 서비스 전달 담당자는 말합니다. “다음 목표는 데스크탑 

하드웨어 및 지원 비용이었습니다.” 

TCO를 낮추는 것 외에도 Cisco IT는 지적 재산 보호의 강화를 

원했습니다. “여러 기업의 지적 재산 대부분은 랩탑에 있습니다” 라고 

Whitmarsh는 말합니다. 정규직이건 임시직이건 Cisco에서는 거의 모든 현장 직원에게 주 컴퓨팅 장치로 랩탑이 

제공됩니다. Cisco의 외부 개발 파트너로 일하는 1만 8천명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제공받습니다. 

Cisco IT는 기업 인수로 인한 신규 직원의 적응 시간도 단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인수가 급하게 마무리되는 경우, 

때로는 직원들이 업무 첫 날부터 새로운 랩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함께 피인수 

기업과의 통합을 지체합니다. 

http://www.cisco.com/go/vxi


 

Cisco IT는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회 1: 두 번째 기업 소유 장치를 개인 장치로 교체 
Cisco 직원 10명 중 1명, 즉 전체적으로 약 7천명은 두 대 이상의 기업 소유 랩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가상 데스크탑으로 교체할 경우 커다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직원들은 개인 태블릿에서 가상 데스크탑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Cisco 직원들은 실제로 개인 장치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Whitmarsh는 말합니다. “BYOD[Bring Your Own Device]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직원들이 어디에서나 어떤 

장치로든 액세스할 수 있는 일관된 데스크탑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BYOD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직원들이 어디에서나 어떤 장치로든 
액세스할 수 있는 일관된 데스크탑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 Richard Whitmarsh, 네트워크 서비스 전달 담당자인 Cisco IT 관리자 

 

기회 2: 익스트라넷 파트너 사이트에서 랩탑 비용을 제거 
Cisco에는 약 1만 8천명의 익스트라넷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Cisco 전용 시설을 갖춘 글로벌 

파트너들입니다. Cisco IT는 랩탑 및 데스크탑,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등의 협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익스트라넷 파트너의 경우 랩탑 TCO(총소유비용)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Cisco IT는 

3년마다 랩탑을 교체하고, 신규 직원이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재고 역시 준비해 두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있는 한 파트너 사이트에서는 2012년 7월까지 약 4천대의 새 랩탑이 필요했습니다. 2천 8백대는 교체를 

위한 것이고, 1촌 2백대는 신규 직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Cisco IT 프로그램 관리자인 Prosenjit Bhattacharjee의 

이야기 입니다. 

솔루션 

Cisco IT는 Cisco VXI Smart Solution(그림 1)의 구축을 통해 두 가지 기회(Cisco 직원의 두 번째 기업 소유 랩탑을 

없애는 것과 외부 개발 파트너의 랩탑 비용을 없애는 것)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직원들은 Cisco 

VXC(Virtualization Experience Client) 또는 태블릿을 비롯한 모든 장치를 사용해 가상 데스크탑에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isco VXC 평가판 버전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가상 데스크탑은 물론 음성 및 비디오 서비스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DI는 본사와 파트너 에코시스템 모두에서 업무 방식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Cisco IT 

및 CIO 세계화 부사장인 VC Gopalratnam는 말합니다. “지적 재산 및 액세스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VDI는 본사와 파트너 에코시스템 모두에서 업무 방식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적 재산 및 액세스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VC Gopalratnam, Cisco IT 및 CIO 세계화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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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isco VXI Smart Solution 

 

Cisco IT는 Cisco Validated Design for Citrix를 Cisco VXI 아키텍처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표 1). 

표 1. 솔루션 구성 요소 

VXI 구성 요소  솔루션 

서버 Cisco UCS B230 M2 블레이드 서버 

하이퍼바이저 VMware ESXi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 Citrix XenDesktop 버전 5.6 

OS 이미지 Windows 7(현재) 

Windows 8(예정) 

로드 밸런싱 Cisco ACE Application Control Engine 

WAN 최적화 Cisco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 4.5, 현재 시범 운영 중. 

가상 스위치 Cisco Nexus 1000V 

 

크기 조정 
Cisco IT는 2천명의 사용자를 지원하도록 Cisco VXI Pod를 설계했습니다. Pod는 Cisco B230 M2 블레이드 서버 

20개(각 256GB RAM)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서버는 세션당 2.5GB RAM씩 최대 1백개의 가상 데스크탑 세션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10개의 세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IT는 각 

서버가 지원할 수 있는 세션 수 계산을 위해 Liquidware Labs Stratusphere 소프트웨어를 사용, Cisco에 있는 물리적 

데스크탑의 프로세싱, 메모리 및 초당 입/출력 작업 수(IOPS)를 측정했습니다. “업계 평균이 15-18 OPS인 것에 

비해 우리는 25개의 IOPS를 지원하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IT 관리자 겸 Cisco VXI 구축의 기술 책임자인 

James Turner는 말합니다. 차후 Cisco IT는 세션당 100-120MB를 사용하는 기존 바이러스 백신에 비해 세션당 

20MB밖에 사용하지 않는 타사 바이러스 백신 에이전트를 사용함으로써 가상 시스템(VM)의 프로세싱 및 메모리 

요구 사항을 더욱 줄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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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Cisco VXI 설계에서는 스토리지 고려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Turner에 따르면 스토리지는 확장성이 가장 

떨어지면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NetApp FAS6280 Filer가 25 IOPS를 사용하는 2.5GB 

RAM 및 40GB 디스크 공간의 가상 데스크탑 구성을 기초로 처음 사용자 2천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Cisco IT는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에 맞춰 스토리지 크기를 조정했으며, 음악이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디오 파일은 

차단했습니다. 각 데스크탑 이미지의 절반 정도인 20GB를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스토리지 

제공을 위해 Cisco IT는 S-Cloud라는 사설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Cisco VXI에 통합하는 중입니다. 

액세스 제어 
과거에 Cisco IT는 파트너 사이트에서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의 액세스 제어 목록(ACL)을 사용 

외부 파트너의 Cisco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한했습니다. 일부 ACL에는 최대 3만 5천줄의 코드가 들어 있어서 유지 

관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해진 이유 중 하나는 개발자에게 여러 URL 지정을 위한 허용 

목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VDI 구축과 더불어 Cisco IT는 경영자의 랩탑, 핵심 운영 리소스 등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리소스 

도메인을 차단하는 차단 목록을 유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용 목록에서 차단 목록으로 전환함으로써 ACL 

크기가 약 75% 줄어들었습니다.”라고 Prosenjit는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파트너 사이트의 리소스 요구 사항 및 

비용을 20-25% 낮춥니다.” 

클라이언트 장치 
외부 개발 파트너에 있는 직원들은 독립 실행형 제로 클라이언트인 Cisco VXC 2200을 사용하여 호스팅된 가상 

데스크탑에 연결합니다. Cisco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 태블릿을 비롯한 개인 장치: 개인 장치를 사용하는 직원은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적절한 

사용자 환경에서 음성 및 비디오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Cisco IT가 Cisco VXC 4000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개인 Windows 장치를 사용하는 직원들도 Cisco 음성 및 비디오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isco VXC 4000의 미디어 엔진은 음성 트래픽을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지능적으로 라우팅합니다(그림 2). “기존 VDI의 음성은 데이터 센터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 기업에서 사용할 

만한 수준의 품질이 아닙니다.”라고 Cisco IT 관리자인 Stuart Hollingsworth는 말합니다. “반면에 Cisco VXC 

4000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 및 Cisco VXC 6215 씬 클라이언트의 음성 품질은 매우 뛰어납니다. 표준 IP 

전화처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VDI의 음성은 데이터 센터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 기업에서 사용할 
만한 수준의 품질이 아닙니다. 반면에 Cisco VXC 4000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 및 Cisco VXC 6215 씬 클라이언트의 음성 품질은 매우 
뛰어납니다. 표준 IP 전화처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Stuart Hollingsworth, Cisco IT 프로그램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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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성 트래픽이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바로 전달, 엔터프라이즈급 품질 제공  

 

● Cisco VXC 6215: 시험 프로그램의 교대 근무자들은 Cisco VXC 4000과 동일한 방식으로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처리하는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왔습니다(그림 3). 새 직원이 교대 근무를 위해 도착한 후 

로그온하기만 하면 자신의 데스크탑이 됩니다. 

● Cisco VXC 2100: 시험 프로그램의 로비 앰버서더는 Cisco Unified IP Phone 9950 또는 9970에 연결하여 

통합 폼 팩터에 기존 PC 및 IP 전화의 기능을 통합하는 이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림 3.   Cisco VXC 6215(왼쪽) 및 VXC 2100(오른쪽) 

 

WAN 최적화 
 
WAN을 통해 Citrix XenDesktop을 위한 고품질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Cisco IT는 Cisco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Cisco WAAS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가속화하며 최대 두 배 더 많은 

동시 Citrix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IT가 네트워크를 통해 Cisco WAAS 5.0을 구축할 때 미디어 

트래픽과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트래픽이 모두 최적화됩니다. 현재는 미디어 트래픽만 최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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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결정 
Cisco IT는 Cisco VXI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 비정형 데스크탑 대신 정형 데스크탑: 특정 직원에 대해 정형 데스크탑(일관된 데스크탑이라고도 함)이 

예약됩니다. 반면에 비정형 데스크탑은 직원이 로그온되어 있을 때만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비정형 설계가 리소스를 덜 사용하여 비용을 더 절감하기는 하지만 VXI 기술, 경제적 요소 및 지원 모델에 

익숙해지기 위해 먼저 완벽하게 일관된 데스크탑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Whitmarsh는 

말합니다. Cisco IT는 현재 비정형 데스크탑에 필요한 프로필 관리, 콘텐츠 가상화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VDI 트래픽을 다른 데이터 센터 트래픽과 분리: Cisco IT는 데스크탑 트래픽이 cisco.com 및 전사적 

계획(ERP) 툴 같은 핵심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가상 데스크탑 세션 자체는 스위치 뒤의 전용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에서 작동합니다. 세션은 Cisco의 

표준 가상 서버 팜에 포함되어 구축된 Cisco VXI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액세스하며, 이러한 서버 브로커 연결 

클라이언트는 VXI 세션을 요청합니다. “Cisco VXI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캠퍼스 네트워크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캠퍼스 스위칭 및 QoS 정책을 따르지만 코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라고 

Turner는 말합니다. 

● 유선 및 무선 액세스: 개인 장치 및 Cisco VXC 엔드포인트는 Cisco IT의 데스크탑 표준인 Cisco Catalyst® 

6500 스위치를 통해 가상 데스크탑에 연결합니다. IT 팀은 Cisco Nexus® 7000을 데스크탑 스위치로 

인증하는 중입니다. 

사용자 선택  
Cisco IT는 지금까지 2,000명의 사용자에게 가상 데스크탑을 프로비저닝했습니다. “조기 채택자들은 자유를 

얻어서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라고 Christensen는 말합니다. “데스크탑이 항상 켜져 있고 언제든지 어떤 

장치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채택자들은 자유를 얻어서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데스크탑이 항상 
켜져 있고 언제든지 어떤 장치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ian Christensen, Cisco IT 네트워크 서비스 상임 이사 

Cisco의 최초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대 이상의 랩탑을 보유한 직원: 대부분 영업직, 지원 엔지니어 및 개발자입니다. “개발 및 테스트는 

데스크탑 가상화의 훌륭한 활용 사례입니다. 개발자와 테스트 엔지니어가 많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은 

데스크탑을 교체하는 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Turner는 말합니다. 

● Mac 사용자: Cisco 직원은 Windows 랩탑과 Mac 랩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Cisco IT는 Windows 랩탑만 

지원합니다. 시험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 중 70%가 Mac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들은 VMware 

Fusion을 사용하여 Windows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Fusio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itrix Receiver 클라이언트를 통해 Mac이 Windows 가상 데스크탑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sco 

VXI가 Mac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Mac 플랫폼과 Cisco의 표준 Windows 랩탑 간을 간극을 

이어주기 때문입니다.”라고 Whitmarsh는 말하면서 미래의 Microsoft Exchange 릴리스로 인해 이러한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턴: “IT 조직 내에서 20명의 인턴들에게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했는데, 이들이 몇 분 만에 생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Cisco Global Infrastructure Services 부사장 John Manville은 말합니다. “또한 

비용을 들이면서 36개월 동안 랩탑을 임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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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조직 내에서 20명의 인턴들에게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했는데, 이들이 
몇 분 만에 생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용을 들이면서 
36개월 동안 랩탑을 임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John Manville, Cisco Global Infrastructure Services 부사장 

● 컨택 센터 상담원 

● 익스트라넷 파트너 

●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Cisco에서 일하는 벤더 

결과 

익스트라넷 파트너의 비용 절감 및 지적 재산 보호 강화 
Cisco IT는 총 직원 수가 6천 5백명인 인도의 익스트라넷 파트너에서 2백 50명의 직원에 대한 데스크탑 가상화 

시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두 장치를 사용했던 개발자, 테스트 엔지니어, 지원 엔지니어 등의 시험 

사용자들은 자신의 랩탑을 가상 데스크탑에서 작업할 수 있고 음성과 Cisco WebE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Cisco 

VXC 2200(곧 Cisco VXC 6225로 교체될 예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익스트라넷 파트너를 위한 Cisco VXI의 주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 재산 보호 강화: 데스크탑 트래픽이 절대 Cisco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Cisco VXI를 

사용하면 관리는 간단해지면서도 제어 수준이 크게 향상됩니다.”라고 Cisco의 IT 네트워크 서비스 상임 

이사인 Brian Christensen은 말합니다. 

● 데스크탑 TCO 절감: Cisco VXC에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수명이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납니다.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는 수동 작업 없이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한 이미지로 모든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년마다 랩탑을 교체하는 대신 VXI 환경에서 

새 애플리케이션을 15분 정도 테스트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Prosenjit는 말합니다. Cisco IT는 이미 로컬 

지원 비용을 없앰으로써 데스크탑 지원 비용을 대폭 절감했는데, Cisco VXI가 또 다시 TCO를 8-10% 

절감했습니다. 

● 새 직원의 빠른 적응: Cisco VXI 덕분에 개발자들이 4-5주 더 일찍 생산성을 발휘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이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임금을 지불하지만, 과거에는 개발자들이 랩탑을 

받기 전까지 완전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첫 출근 후 몇 주가 지나야 랩탑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Prosenjit는 말합니다. “이제는 가상 데스크탑이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과 

함께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Cisco VXI Smart Solution은 파트너 위치에서 재고 요구 사항을 줄이고 자산 

관리를 단순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 어디에서나 작업할 수 있는 유연성: 과거에는 개발자와 테스트 엔지니어가 사무실에서만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고, 집에서는 액세스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환경이 Cisco 안에 남기 때문에 파트너 

직원들이 집에서 작업하는 것을 Cisco IT가 안전하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Cisco VXI는 로컬 데스크탑보다 빠르고 더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환경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랩탑과 달리 Cisco VXC는 반복적인 운영 체제 패치, 

쿠키 급증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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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증대 
Cisco IT가 Cisco VXI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1%는 생산성이 증대되었다고 답변했으며 그 

결과는 매주 평균 69분이었습니다. 이들은 VXI의 가장 큰 이점이 여러 장치에서 일관된 데스크탑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장치에서 로그인하더라도 작업 중이던 스프레드시트가 마지막에 작업한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Manville은 말합니다. 

또한 피인수 기업의 직원들이 이제 최대 몇 주 더 일찍 데스크탑을 받을 수 있어 훨씬 더 빨리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동 프로세스에서도 Cisco IT는 가상 데스크탑 요청에 대해 24시간 안에 응답할 수 있고, 긴급 

요청의 경우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Whitmarsh는 말합니다. “Cisco VXI 전에 5-10일이 걸리던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습득한 교훈 

Cisco IT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Cisco VXI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다른 조직들과 공유합니다. 

● 대상 직원이 사용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최신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프로젝트 도중 Cisco IT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Windows 7이 아니라 Windows XP가 필요하다는 것과 일부 재무 팀에서 여전히 구형 

Oracle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보고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한 예로 Cisco의 특정 직원들은 자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Cisco WebEx 및 Cisco Jabber™(예전의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쾌적한 사용자 성능 내에서 사용하려면 Cisco VXC 4000 또는 VXC 6215가 

필요합니다.  

● 애플리케이션과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테스트하십시오. 테스트 중에 Cisco IT는 특정 

클라이언트-서버 애플리케이션이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서 잘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데이터 센터 팀과 데스크탑 팀 중에서 어떤 팀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처음에는 

데스크탑 팀이 VXI 구축을 시작했는데 이후 데이터 센터 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라고 

Whitmarsh는 말합니다. “데이터 센터 팀으로 책임을 옮겼더니 진행 상황이 빨라지고 3개월 만에 시험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현재 VDI가 데이터 센터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Gartner의 관측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Gartner는 결국에는 VDI가 데스크탑 팀의 책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데스크탑 팀이 VXI 구축을 시작했는데 이후 데이터 센터 
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팀으로 책임을 
옮겼더니 진행 상황이 빨라지고 3개월 만에 시험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Richard Whitmarsh, 네트워크 서비스 전달 담당자인 Cisco IT 관리자 

● 과거에 협력한 적이 없는 서로 다른 IT 팀 간의 협업을 준비하십시오. Cisco VXI는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데스크탑, 보안, 통합 커뮤니케이션, 비디오 서비스 등 여러 Cisco IT 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그룹은 
Cisco에서 비교적 큰 자율권을 누린 단체들인데, Cisco VXI는 처음으로 이들의 협업을 요구합니다. 

● 개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십시오. Cisco IT는 랩탑에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몇 직원들은 iTunes와 같은 음악 플레이어를 사용합니다. “Cisco VXI는 
데스크탑의 확장이므로, 현재 동일한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Turner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고 중입니다. 직원이 VXI에서 iTunes를 사용할 경우 때로는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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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지점에 서로 다른 크기의 Pod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십시오. Cisco IT는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현재의 2천명의 사용자 Pod 를소규모 지점을 위해 5백명 사용자 Pod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직원들이 가상 데스크탑의 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사용자들은 기쁘게 받아들인 한편, 
일부는 왜 자신의 랩탑을 회수해 가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라고 Hollingsworth는 말합니다. Cisco 
IT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블로그를 게시하고 설정 지침을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초기에 
직원들에게 관리자의 독려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십시오. 

다음 단계 
2012년 7월, 인도에 있는 익스트라넷 파트너는 4천명의 직원이 가상 데스크탑에 액세스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사용자 구축은 좀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Cisco IT는 Cisco VXI 환경에서 완벽한 엔지니어링 스택 테스트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Cisco IT는 2013년 3월까지 1만명의 내부 사용자들에게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중 
대부분에게는 Cisco VXC 엔드포인트 또는 Cisco VXC 4000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인사부, 
업무 지원 센터, 출장 담당 부서, 로비 앰버서더 등에서 시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가상 데스크탑을 고려 
중인 다른 사용자 그룹으로는 단기 컨설턴트, 계약자 및 벤더, 피인수 기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Cisco 
장치를 받기 전까지 Cisco VXC 4000 소프트웨어가 있는 기존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관된 가상 데스크탑에서 일관되지 않은(비정형) 가상 데스크탑으로의 전환.  

● S-Cloud를 사용, Cisco IT 스토리지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한도를 늘리면서 비용은 절감. 

● 전달-캐싱 기술을 사용, 같은 수의 어레이에 더 많은 가상 데스크탑을 저장하는 타사 애플리케이션 구축. 

● Citrix XenApp을 사용하여 Windows 7 가상 데스크탑에 Windows XP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 

● 익스트라넷 파트너가 Cisco AnyConnect Mobility Client를 사용하여 방화벽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Cisco IT는 데스크탑 이미지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가상 
데스크탑에 스트리밍할 계획입니다.   

●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Cisco Process Orchestrator를 사용, Cisco VXC 
4000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 자동 프로비저닝. 직원이 기업 소유 장치 또는 개인 장치로 가상 데스크탑에 
처음 연결할 때 Cisco ISE는 사용자를 인증한 후 설치할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Cisco IT는 Cisco Unified Workspace 전략에 포함되고 Cisco의 내부 비즈니스 및 기술 과제와 관련된 다른 Smart 
Solution을 계속 구축합니다. 

추가 정보  
Cisco Virtualization Experience Infrastructu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vxi를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추가적인 Cisco IT 사례 연구를 읽으려면 Cisco on Cisco: Inside Cisco 
IT www.cisco.com/go/ciscoit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vxi
http://www.cisco.com/go/cisc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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