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trix.com

체크리스트

이제 업무는 사무실이라는 장소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유연성, 생산성 및 
혁신을 강화할 수있는 IT 보안 및 관리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용자 경험의 저하 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앱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사용자를 위한 간편한 액세스
BYOD (Bring-Your-Own-device), 회사 소유 디바이스 (COD), 전용 데스크톱 또는
공유 장치 등에 관계 없이 원격 액세스 솔루션은 사용자 환경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SSO (Single Sign-On) 와 같은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한 번의 보안 로그인으로
모든 앱과 데이터에 액세스를 제공하고 암호 문제를 해결하거나 만료된 액세스
권한을 재설정해야 하는 등의 IT 부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용자 경험
최종 사용자가 좋지 않은 IT 사용 경험을 겪게 되면, 결국 우회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일관성 있는 경험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원격 액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보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최종 사용자는 여러 장치 사이를
이동하더라도, 중단되었던 부분부터 바로 문제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관계없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보안 액세스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저장, 액세스 및 공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면 사용자의
채택을 가속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상된 성능을 위한 가시성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사용자가 피로감을 느끼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앱 성능 전반에 대한 가시성과 제어가 향상되면 IT 부서는
원격 사이트 및 사용자의 네트워크 지연 시간과 장애 시간을 줄여 가동 시간을
보장하고 헬프데스크 SLA를 개선하며 앱 성능 저하로 인해 사용자가 보안 제어를
우회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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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및 웹 앱에 고급 제어를 적용
완벽한 원격 액세스 솔루션은 IT 팀이 SaaS 및 웹 앱에 로그인한 후에도 사용자행동
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보안 디지털경계는 기존 방화벽
을 넘어 클라우드 앱과 장치로 IT 제어를 확장합니다. 복사 및붙여넣기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중요한 정보의 무단 공유를 제한합니다.

IT 인프라스트럭처 통합
IT 서비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를 통합 플랫폼으로
통합하면 IT 복잡성을 줄이고 최종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며 인프라의 보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통한 조치 가능한 인사이트 
고급 원격 분석을 통해 Citrix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네트워크,
클라우드, 앱, 웹 트래픽 및 사용자 전반의 이상 징후를 추적, 분석 및 파악하여
시스템이 감염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사전에 IT 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기업에서 앱, 데이터 및 장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전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Citrix.com/digital-workspace/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citrix.com/ko-kr/digital-worksp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