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비즈니스의 
재정의
업무의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중요성



2

오늘날 기업은 직원들의 근무 위치 및  사용 기기에  
제약없이 최대한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새로운 업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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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 방식을 가능케하는 
탄력적인 조직 구축
사무실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업무 일상으로부터의 
탈피가 우리의 눈앞에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2020 년 상
반기에는 미국 인력의 거의 절반이 집에서 일하고 있으
며1, 2021년 말까지 글로벌 인력의 25-30% 가 일주일
에 최소 2일 이상을 재택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2 
지금, 전 세계의 기업은 “일상의 비즈니스”를 다시 정의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수준 기업은 일회성 또는 지역
적 사건을 위해 어느 정도 비상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많
은 기업에서는 장기간의 글로벌 운영 중단에 대한 대비 
수준에 대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으며, 이는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산된 팀을 위한 불안정한 네트워크 옵션,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호스팅되는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나 기타 여러 당면 과제 등 많은 기업에서 
IT 인프라가 이러한 새로운 미래의 근무 방식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음 번 대규모 운영 중단이 언제 또는 
어떻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여 사내 소프트웨어 
구축을 안전하게 확장함으로써, 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를 이용하거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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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적응성 우선

어떠한 기업도 모든 비상 사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인프라의 적응성, 유연성 및 확장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문제 발생 후 승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프라에 제약이 있는 기업 (특히 대부분의
워크로드 및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 온 프레미스 
데이터센터에 있는)은 향후의 대규모 격변 이후 
복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기업의 문화와 기능에 내재된
비즈니스 탄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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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동안 재택 근무를 하던 미국 근로자의 약 60%가 
이제는 “가능하면 최대한” 재택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3.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나 사무실 대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을 경험했습니다.

출퇴근하지 않으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맞벌이 부부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어 기뻐합니다.

재택근무 기간 중 직업 
만족도가 증가했습니다.

사무실 주변의 
병충해에 덜 
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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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업 중 여러분의 기업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기업 #1
대부분의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 비즈니스 앱 등을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더 많이 호스팅

기업 #2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상화된 데스크톱 및 앱 조합 및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일부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 관리

요소

IT 팀 포커스 일상적인 인프라 및 제어 영역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느라 비즈니스 
운영 생산성을 유지하는 앱 및 데스크톱에 집중할 시간이 거의 없음

제어 및 관리 영역이 클라우드 파트너에게 덜어내므로 IT 팀이 직원 환경을 
개선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혁신에 대한 접근
IT 리더는 자신이 직접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제약. 
새로운 특성, 기능 및 솔루션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이를 
자체적으로 설치

제어 및 관리 영역은 완전히 로드되고 클라우드 파트너는 최신 버전, 기능 및 
보안 패치를 통해 최신 상태로 유지

보안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최신 패치 및 보호 프로토콜로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내 IT 직원

사내 IT 직원과 인프라 보호를 담당하는 대규모 클라우드 제공업체 
보안 전문가 에코시스템을 결합하여 전반적인 보안 상태를 강화

확장성 공급업체 종속으로 인한 인프라 제약으로 인해 비용 효율적인 확장이 어려움 
특정 워크로드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 및 성능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무한한 비용 효율적인 확장성, 필요 시에만 클라우드로 
확장하여 기존 온 프레미스 하드웨어의 ROI 극대화

비즈니스 연속성
비즈니스 연속성은 IT 팀의 업무 장애 시 전환 능력에  달려 있음. 경우에 따라 온 
프레미스 리소스에 대한 제한된 물리적 액세스가 연속성에 영향.

무중단 비즈니스 연속성: 중앙 집중식 관리 영역 덕분에 핵심 구성 요소를 
복구하지 않고도 하이퍼바이저 또는 클라우드 제공자 리소스 위치에 추가 
워크로드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

 

가치 창출 시간 물리적 하드웨어에 대한 초기 조달 시간 연장; 새로운 장비 및 사용자의 온보딩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따라 제한

추가 워크로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용자 온보딩을 간소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IT 리더가 보다 전략적인 사안에 집중 가능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단계별 자본 
비용(CapEx) 펀드를 통해 일회성 자본 비용 대폭 투자

OpEx 투자로 간주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경우 
“Pay as you go"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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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호스팅을 
활용하여 변화의 시기에도 
비즈니스 탄력성 향상

2020년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전략 로드맵4에서 
Gartner는 “탄력적인 기업”을 “비즈니스 중단 후 
회복하고 번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적응성, 탄력성, 지속성이 있으며 어떤 부정적 영향에 
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역학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산된 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 
가능한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University of Sydney 에서  덴마크 지방 자치 단체인 
Albertslund, University College London,  CEVT 
(Volvo 및 Lotus 브랜드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Citrix가 
협력하는 가장 탄력적인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여 비즈니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며 
비즈니스 중단을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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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와 
같은 다른 기술 혁신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기업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한 운영

직원 생산성 향상 (특히 원격 근무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원격 근무와 관련된 위험 감소 및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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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더 나은 성능과 더 짧은 지연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관리되므로 모든 것이 
완전히 관리되며 하루 중 언제든지 필요한 
작업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으로 '안정성'을 얻습니다. 
또한 Citrix는 보안 및 GDPR 
컴플라이언스에도 도움이 됩니다.”
Claus Tom Christensen
IT Architect, Albertslund Municipality, Denmark

“

IT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한 비즈니스 실현

민첩성과 효율성은 가장 탄력적인 기업의 징표입니다. 
또한 업무 중단이나 격변의 시기에도 고객과 직원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을 실현했습니다.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을 포함한 최신 IT 
기능을 통해 기존 인프라를 확장하면 보다 많은 
위치에서 더 많은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복원력이 
뛰어난 에코시스템에 투자하면서, 미래를 위한 더욱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가 아닌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기반 위치에서 모든 리소스를 빠르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 
프레미스 서버 및 기타 인프라에 물리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을 때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IT 에코시스템의 모든 작동 부분에 대한 간소화된 
관리, 향상된 보안 제어, 신속한 원격 사용자 
프로비저닝, 정책, 구성 및 설정 통과 등을 통해 어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비즈니스 탄력성이 보장됩니다.

 

 일상 비즈니스의 재정의 - 근무 방식의 미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중요성



10Citrix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환경 제공

실제 원격 근무에는 현장에서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 문제를 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5.  그러나 오늘날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호스팅 가상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솔루션이 
제공하는 최적화된 음성, 이미지 및 비디오 가상화의 
이점이 없다면 원격 근무 시 직원의 생산성 수준이 
실제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분산된 인력이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는 실제로 생산성에 완충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6.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툴을 호스팅하면 분산된 
인력이 사무실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호스팅과 가상화된 데스크톱 
인프라(VDI)를 함께 사용하면 최적화된 대역폭과 
내장된 리소스 액세스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 있는 방해 없이 현장 
근무 시 기대하는 고화질 사용자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기에서 간결한 로그인, 원활한 앱 및 
데스크톱 기능, 강력한 인쇄 및 음성, 이미지 및 비디오 
최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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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설정하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온갖 종류의 장치를 이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IT 툴 키
트를 직원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에서 하룻밤 사이에도 일을 제출하고, 아침에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Mattias Brandt
CEVT (Zheijang Geely Holding Group  - Volvo 및 Lotus 자동차 브랜드 소유 ) , Citrix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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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또는 장치에 관계없이 
직원 및 직원 활동 보호

많은 기업들이 알게 된 바와 같이 대자연이 초래하는 
업무 중단, 사이버 위협 등으로 필요한 원격 근무의 
수준을 지원하도록 설정되지 않았습니다7. 그러나 
업무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1/3 이상이 자기 소유의 기기에 
설치된 웹 브라우저 (IT 팀이 관리하지 않음)를 
사용하여 웹 기반 SaaS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합니다8.

문제는 직원들이 기업 용이 아닌 랩톱, 스마트폰 및 
기타 장치를 통해 기업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려는 노력을 배로 집중하는 (일부 
보고서에서는 3배 또는 4배9) 

사이버 범죄자를 부주의로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설문 조사에 응한 직원의 75%의 
직원이 사이버 보안 침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10. 이러한 문제와 기존 VPN(Virtual Private 
Network) 사용 증가와 결합하면, 매일 하루 종일 원격 
근무자가 사용하는 경우 업데이트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며, 심각한 보안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격 인력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ID, 시간, 기기 상태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인증된 사용자를 위한 세분화된 액세스와 
같은 제로 트러스트 핵심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 솔루션
으로 기존 VPN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
형의 솔루션을 사용하면, 원격 근무 시 급증하는 모든 
원격 근무에 맞게 자동 확장되는 완전히 관리되고 글로
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액세스 
보안을 강화하면서 직원들이 언제, 어떤 장치를 사용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원격 근무에 
VPN을 사용함에 따라 
더 많은 취약성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자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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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가상 앱 및 데스크톱 시장을 선도하는 
Citrix의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데모 예약하기 

출처:
1. https://www.forbes.com/sites/nextavenue/2020/04/10/is-working-from-home-the-future-of-work/#7fa5303646b1
2. Based on Global Workplace Analytics estimates: https://globalworkplaceanalytics.com/work-at-home-after-covid-19-our-forecast
3. The New York Times, May 5, 2020
4. See https://www.gartner.com/doc/reprints?id=1-1YL4N1MD&ct=200311&st=sb
5. https://www.businessnewsdaily.com/15259-working-from-home-more-productive.html
6. https://qz.com/606812/there-are-simple-ways-to-fix-our-frantic-obsession-with-productivity/
7. https://media.kasperskydaily.com/wp-content/uploads/sites/92/2020/05/03191550/6471_COVID-19_WFH_Report_WEB.pdf
8. Based on the Enterprise Strategy Group’s 2019 VDI and DaaS Trends Survey
9. See https://www.zdnet.com/article/fbi-says-cybercrime-reports-quadrupled-during-covid-19-pandemic/ ;  

https://www.interpol.int/en/Crimes/Cybercrime/COVID-19-cyberthreats ; https://krebsonsecurity.com/2020/04/how-cybercriminals-are-weathering-covid-19/
10. https://www.mediapro.com/blog/2018-state-privacy-security-awareness-report/
11.  Reuters, “Hacking against corporations surges as workers take computers home” April 17, 2020

클라우드에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여 
분산된 팀의 생산성 유지

 

모바일 근무가 선택 사항이었던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과 미래에, “평소와 같은 비즈니스”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네트워크에서나, 다양한 기기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려면, IT 리더가 
기업의 기반에 탄력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경우,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와 같은 가상화 기술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는 
유연성, 보안 및 무한히 확장 가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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