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WAN을 이용한 지사 및
지점 환경의 생산성 향상 사례
Citrix가 안전하고 장애없는 연결을
지원하는 실제 사례 - 뛰어난 사용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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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사 운영
오늘날,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인력과 늘어나는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점점 빨라지고,
또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고
이제는 지역 본사 또는 원격 진료소에서 쇼핑몰의 키오스크 또는 바다의 배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환경에서, SD-WAN은 분산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SD-WAN을 통해 IT 부서는 언제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여 고품질의 사용자 환경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지사 연결을 안전하게 하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운영이 단순화되며,
중앙 집중식 관리가 효율성과 민첩성을 높입니다.
SD-WAN을 사용하는 회사가 실현한 세 가지 이점을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세계 최대 은행 및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Citri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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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사든,
어디에서나
대니쉬 아그리피쉬 |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 센터로부터
해상의 배까지도
신뢰성있는 연결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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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쉬 아그리피쉬 | 정부공공 부문
문제점

대니쉬 아그리피쉬 사는 실제로 해양의 배 위에 있는 지사 때문에 위치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구조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니쉬 아그리피쉬 사의 선원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찾고 보고된 포획량을 확인합니다. 순찰선들은 별도의 이동 통신사를
통해 여러 개의 LTE 연결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용 범위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자주 값 비싼 위성 연결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동 통신과 위성 네트워크 사이의 잦은 전환으로 인해 업무의 흐름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해결방안

이전에 NetScaler SD-WAN으로 알려진 Citrix SD-WAN을 사용하여,
위성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대니쉬 아그리피쉬 사의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되거나 보안을 희생하는 것을 피하면서 모바일 연결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연결이 불가능하고 위성 대역폭이
제한적인 경우, 세분화된 서비스 품질 (QoS) 기능을 통해 에이전시가 주요
업무 데이터가 다른 애플리케이션보다 우선 시 되도록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보안의 희생없이 앱과 데이터를 중단없이 연결

• 연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로
네트워크 관리 비용 감소

"우리 선박은 기존의
기술적인 제한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제대로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잰 닐슨, 팀 리더
IT 인프라, 대니쉬 아그리피쉬

•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우선 순위 지정으로
애플리케이션 개선
• 위성 연결에 대한 비용 지출 감소

← Pg. 4 | Pg.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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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글로벌
네트워킹
AWL | 제조 부문

모든 기기에서 그래픽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글로벌 협업이 가능

citrix.com | e-book | Enabling a distributed workforce with SD-WAN

6

AWL | 제조 부문

대역폭
증가

10X
MPLS
제거

문제점

AWL은 자동차 및 제조 분야에 로봇 및 자동화된 용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러 해 동안, 세계의 가장 큰 몇 자동차 제조사들과 성공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급속한 국제적 확장은 운영상의 어려움도 야기했습니다. 네덜란드,
체코, 중국, 미국 및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설계 및 생산 프로세스가 완료
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일은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가상 협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직원들이 최신 버전의 설계 파일을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IT 관리 비용도 높았습니다.
해결방안

AWL은 Citrix를 사용하여 엔지니어, 기술자 및 사무 직원의 세 가지 사용자 프로필
각각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및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가상 작업 공간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NVIDIA 가상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CAD (Computer Aided Design) 설계에 필요한 강력한 3D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Citrix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는 네덜란드 및 중국 데이터 센터에서 로드 밸런싱을
제공하고 Citrix SD-WAN은 탁월하고 안정적인 사용자 환경을 보장합니다.

결과

• AWL 직원 및 공급망 담당자가 설계 및 공유 파일에 안전하게
액세스 할 수 있는 단일 글로벌 시스템

• Citrix SD-WAN을 통해 가상화된 CAD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보다 빠르게 향상
• 대륙 간의 협업, 특히 기술자와 엔지니어 간의 원활한 협업

• AWL의 전체 데스크톱 자산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IT비용 절감

← Pg. 6 | Pg.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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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그래픽 가속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9,000km 이상의 장거리
WAN에 3D 그래픽을 구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 로디 코센,
시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AWL

← Pg. 7 | Pg.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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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및 반응형
트래픽 관리
LeasePlan | 자동차 부문

운영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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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Plan | 자동차 부문
문제점

차량 관리 및 운전자 이동성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업체인 LeasePlan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데이터 센터에서 32 개국 170 만 대 이상의 차량을 관리합니다. 지사들은
전용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MPLS는
성숙한 기술이며 확실히 안전하지만 실행 및 확장 속도가 느립니다. LeasePlan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수 백만 달러를 소비했으며 새로운 회로를 활성화
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로컬 '브레이크아웃' 연결은 사용자 경험에 있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LeasePlan의 기존 솔루션은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대역폭,
안정성이나 지연 시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 방안

Citrix를 사용하여 Citrix 기반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지사에 가상 데스크톱과
수백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LeasePlan은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응답성이 뛰어나고 민첩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trix SD-WAN은
우선 순위에 따라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 문제를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중요한 작업을 항상 일정에 맞게 완료 할 수 있습니다.

결과

• 개별 지사의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 경험
• 기존 WAN 비용을 크게 절감

• Citrix SD-WAN을 통해 매우 쉽게 클라우드로 전환

"Citrix SD-WAN은 마치
Swiss Army 칼처럼 매우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필요하면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통해
백홀링하지 않아,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훨씬
효율적인 IT 모델을 즐기고
있습니다."
— 로난 머레이,
글로벌 IT 운영 관리자, LeasePlan

비디오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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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의 지사 및 지점을
위한 네트워킹 솔루션

디지털 비즈니스의 필요성으로 지사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Citrix SD-WAN은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선도합니다.

지사로부터의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클라우드로의 안전한 지사 연결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 환경

효율성 및 확장성 향상

원격 오피스, 진료소 및 매장의 직원은 단일 네트워크 연결 중단으로
인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손실 위험이 없이 생산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Citrix SD-WAN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여
통합 커뮤니케이션(UC) 및 기타 고 대역폭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사 위치에서 클라우드로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연결을 통해 기업은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

Citrix SD-WAN은 중앙 집중식 정책 정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단순화하고 최적의 비용 효율성, 성능 및 보안을 보장합니다.

Citrix SD-WAN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보기
citrix.co.kr/sd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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