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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Blended)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 가상 데스크탑 전략의 위험을 완화하고 
효익 발생시점(Time-to-benefit)을 단축시키는 Thale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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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Thales Group

업종: 항공, 방위 및 운송

위치: 영국

직원 수: 8,000

해결과제

• 가상 데스크탑 전략을 개발하여 생산성 
및 IT 서비스 딜리버리를 최적화하면서 
280명의 직원을 재배치 

• 프로젝트 복잡성, 촉박한 일정, 자사의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VDI) 전문성 부족 
해결

솔루션

• Cisco Nexus 5000 및 1000V 시리즈 
스위치, HP 서버, WYSE 터미널로 
구성되는 멀티벤더 VDI 솔루션

• 계획, 설계, 설치 및 지식 전달을 위한 
Cisco Services 및 GlassHouse Technolo-
gies의 VDI 서비스

결과

• 비즈니스 중단 없이 예정된 일정 및 
예산에 맞춰 프로젝트 완료

•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보다 
단순하고 경제적인 IT 모델을 구현

• 서비스 제공시간 즉 프로로비저닝 기간을 
수일에서 수 시간으로 단축

해결과제

인프라 및 국가의 안전은 지도자와 조직,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의사 결정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는 이들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Thales는 자사 고객이 중요한 의사 결정 체인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규모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 보안 통신 및 센서와 같은 영역에서 회사의 혁신과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ales의 보안 네트워크 통신 전문성은 매년 약 1조 파운드에 달하는 370
억 건의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 은행 간 자동 자금 이체 서비스) 
거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으며, 민간 및 군 항공기용 온보드 장비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업인 이 그룹은 2,500개 철도역에서 중요한 철도 신호 및 통신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서, Thales는 기술의 전략적 활용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는 아니더라도 경쟁력의 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그룹의 영국 사업부는 IT 서비스 제공을 단순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데스크탑 가상화를 고려해왔습니다. 가상화를 위한 이상적인 
기회는 Thales UK가 280명의 직원을 Wells 공장에서 Basingstoke, Bristol 및 Temple-
combe의 신규 공장으로 재배치해야 했을 때 왔습니다.
연기가 불가능한 3개월 기한의 복잡한 프로젝트에 직면한 Thales UK 프로젝트 팀은 
외부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Thales UK의 프로젝트 매니저 Steve Gathercole은 “가상 데스크탑을 도입하여 원격 
및 재택 작업 기회를 확충하는 것은 고위 경영진, HR, IT, 스텝 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매우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구축하려면 전문 
서비스를 통해 내부 지식과 기술의 간극을 메워야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약간의 문제도 발생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라고 언급 했습니다.

솔루션

Thales UK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오랜 경력을 보유한 네트워크 사업자인 
Cisco에게 솔루션을 의뢰했습니다. 두 회사는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업하며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배치한 바 있었습니다.



Nick Watson

TA

Thale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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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Cisco Services와 데이터 센터 및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VDI)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Cisco 파트너 GlassHouse Technologies가 참여하는 전문가 팀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유사한 고객 지원에서 얻은 보완적 기술과 경험에 의지하여, 
Cisco Services와 GlassHouse Technologies는 계획, 설계, 설치 및 지식 전달을 위한 
원스톱 접근방식을 제안했습니다. 

Thales UK의 TA(Technical Architect)인 Nick Watson은 “누구나 자신의 프로젝트에 
개인적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였습니다. 업계 지식과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보유한 두 회사 전문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통합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Thales에 제공된 VDI 서비스에는 사전 VDI 지원 인프라 평가, 상위 및 하위 수준의 
계획 및 설계, 최종 사용자 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 Cisco Services와 GlassHouse 
Technologies는 시기 적절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술 워크샵 후, Thales UK는 서로 다른 사용자 프로필 및 데이터 보안 수준에 기초한 
2개의 물리적 VDI 도메인(IL3 및 IL4 보안 표준)을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환경은 당장 140명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고 향후 최대 250명까지 사용자를 
확장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Thales UK의 프로젝트 기술 설계 전문가 Andy Hartland는 “멀티벤더 솔루션을 
선택하면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첫 날부터 모든 구성요소가 
제대로 연동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인가? 다행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Cisco Services와 GlassHouse Technologies가 POC(Proof of Concept)를 통해 
Cisco Nexus® 5000 및 1000V 시리즈 스위치, HP 서버 및 WYSE 터미널로 구성된 
솔루션을 철저히 시험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 

Thales UK는 비즈니스 중단이나 생산성 손실 없이 예정된 일정 및 예산에 맞춰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Gathercole은 “VDI 프로젝트는 대단한 
성공적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팀 노력이 뛰어났고 Cisco Services와 GlassHouse 
Technologies의 기여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들은 잠재적인 문제와 지연 위험을 
방지하며 보다 빠르게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가상 데스크탑의 수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Thales는 매년 300건 
이상의 특허를 등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 CAD 툴과 같은 핵심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협업이 촉진되고 연구 개발 주기가 단축되어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점으로는 간소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프로비저닝 기간을 수일에서 수 
시간으로 단축한 보다 단순하고 경제적인 IT 관리 모델이 포함됩니다. Hartland는 
“새로운 직원이 도착하면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확인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여 40GB 저장 공간을 포함한 가상 
데스크탑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대부분 같은 날에 완료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문제를 조사 또는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미지를 재부팅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정부를 고객으로 둔 모든 기업에서 핵심적인 분야인 데이터 보안 및 규정 준수 역시 
관리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기존에 로컬 데스크탑에 저장되던 데이터가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백업 및 버전 관리가 더 
용이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비즈니스 
연속성과 재난 복구 프로세스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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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Gathercole

PM

Thales UK

© 2012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는 시스코 공개 정보입니다.  Printed in the UK ES/1012  3/3페이지

Americas Headquarters
Cisco Systems, Inc.
San Jose, CA 

Asia Pacific Headquarters
Cisco Systems (USA) Pte. Ltd.
Singapore

Europe Headquarters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Amsterdam, 
The Netherlands

Cisco has more than 200 offices worldwide. Addresses, phone numbers, and fax numbers are listed on the Cisco Website at www.cisco.com/go/offices.

Cisco and the Cisco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Cisco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o view a list of Cisco trademarks,  go 
to this URL: www.cisco.com/go/trademarks. Third party trademarks mentioned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e use of the word partner does not imply 
a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Cisco and any other company. (1110R)

마지막으로, VDI 프로젝트는 Thales UK가 이점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복제 가능한 입증된 참조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Thales는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VDI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Cisco Services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go/advancedservices

제품 목록
라우팅 및 스위칭

• Cisco Nexus 5000 및 1000V 시리즈 스위치

• Cisco Catalyst® 3750X 시리즈 스위치

• Cisco®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모듈

서비스

• Cisco Services 및 GlassHouse Technologies 공동 VDI 컨설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프로젝트 범위, 작업 기술서, 작업 패키지, 일정 및 역할/책임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가능 대역폭, 정책 관리 및 기타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예비 VDI 지원 인프라 평가

-감사 결과 및 권장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 워크샵

-고수준 및 저수준 계획 및 설계

-프로비저닝 표준화 및 가속화를 위한 14개 사용자 프로필의 생성을 포함하여 전체 
범위의 구현 서비스

-솔루션을 시연하고, 피드백을 수집하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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