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trix Workspace
완벽 가이드
본 가이드를 활용하여 어떻게 Citrix Workspace가 비즈니스 및 IT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Citrix 제품의 기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 및 생산성

클라우드 전환 및 관리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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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 및 생산성

주요 요구 사항 Citrix Workspace 기능

단순성 및 일관성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앱 및
데이터에 대해 액세스

Single Sign-On(SSO)을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 앱, 데스크톱 및 파일에 안전하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trix Gateway 서비스를 활용하여 모바일, SaaS 및 웹 앱 등에서 지원됩니다

• Azure AD for Microsoft Store for Business apps 및 Office 365 앱과
Microsoft Intune 관리 앱을 위한 기업 데이터를 통해 구성이 가능합니다

• .EXE 및.MSI 파일 형식도 MDM App Configuration (ADMX)을 통해
설치하거나 스크립트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팀이 함께 협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한 통합 인터페이스
제공

 Citrix Workspace 앱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를 위한 통합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 모든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고 단일 화면에서 통합된 사용자 앱 (예: SaaS, 웹, 모바일),
파일 및 다중 플랫폼 데스크톱을 집계하는 컨텍스트 인식 사용자 프론트
엔드입니다

• 자동화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통해 사용자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 앱, 데스크톱 및 파일에 대한 전체 카탈로그와 함께 최근에 액세스한 항목 및

즐겨찾기를 표시합니다.
• Salesforce, SAP Ariba, G-Suite, Office 365, Oracle, Workday, 15Five,

DocuSign, Marketo, ServiceNow, Slack, Adobe, Concur, Box, Dropbox,
Tableau등과 같은 SaaS 공급 업체와의 즉시 통합이 가능합니다.

• 로컬, 가상, SaaS, 웹, 모바일, Office 365, Linux, 사용자 지정 및 LOB
(Line-of-Business)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액세스로 기기 전환
(예: 랩톱에서 휴대폰으로 이동)

•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사용자는 서로 다른 장치 사이를 전환하는
활성 세션에서 작업할 때 기기 사이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위치에 관계 없이
모든 플랫폼 및 파일 유형
에서 협업 보장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Citrix Content Collaboration을 통해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파일 또는 저장소 위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OneDrive
• 비즈니스용 OneDrive
(Citrix Files은 특히 저장소 영역 컨트롤러용 프록시와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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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 사항 Citrix Workspace 기능

제약이 있는 네트워크에서의
성능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 최적의
액세스 제공

Citrix SD-WAN은 지사와 Citrix Workspace 간에 최적의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여 복잡한 라우팅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 Citrix HDX™를 사용하면 Skype와 같은 불안정한 네트워크에서도 사용자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모든 대역폭을 활성 및 활성 연결로 통합하여 대역폭이 증가

됩니다
• QoS를 통해 성능 최적화 및 네트워크 정책을 조정합니다
• 리치 미디어 및 고화질 비디오에서도 사용자를 위해 최고 품질의 환경으로

상시 연결을 보장합니다
• 트래픽을 감지하고 분류하여 가장 최적의 사용자 환경을 위해 가장 가까운

Office 365 프론트 도어로 라우팅합니다. (Workspace에 Office 365 및
Citrix SD-WAN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Citrix SD-WAN과 Citrix Workspace의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다이렉트 브레이크 아웃을 이용해 Saa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사용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 링크 성능 저하 또는 가동 중단 시 복원력 향상 및 신속한 페일 오버가 가능합니다
• Citrix HDX 트래픽 및 세션을 모니터링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에도 우수한 사용자 환경 제공

Citrix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Citrix ADC)가 추가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 SSL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암호 해독을 가속화합니다
• 백엔드 서버에서 처리하고 검색할 필요 없이 ADC에서 직접 전달할 ADC 콘텐츠

를 캐싱합니다
• 콘텐츠를 압축하여 데이터 검색을 위한 왕복 횟수를 감소시킵니다
• 다양한 TCP 최적화를 구현합니다
사용자에게 Citrix 워크로드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계 없이 Citrix ADC는 이를
이해하고 지원합니다.

사용자 환경 및 생산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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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 사항 Citrix Workspace 기능

Microsoft 오피스 365와의
통합

Microsoft EMS/Intune과
손쉽게 작동

Citrix Workspace는 고유한 mVPN을 제공하며 Microsoft EMS 구성 요소
(Intune, Azure 액티브 디렉터리 및 Azure 권한 관리)와의 브리지리스 통합을 제공
하여 높은 보안과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 Citrix 전용 mVPN SDK는 Microsoft EMS SDK 및 Intune 관리자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어서,브라우저 및 Office 365 이외의 앱에 대해 싱글 사인온과 안전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합니다.

• Microsoft EMS SDK는 Citrix Secure Mail 및 Citrix  Files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앱이 Intune 앱 보호 컨테이너에 상주할 수 있으며 Office 365 앱과
원활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액세스 제공 Citrix 앱은 Office 365 앱과 상호 작용하여 사용자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모바일 사용자는 Citrix Secure Mail에 첨부된 Office 365 파일을 열고 다른 모바일

앱에 쉽게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 Citrix Files는 OneDrive for Business 및 SharePoint Online을 통해 모든 종류의

스토리지를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 Citrix 파일 동기화 및 공유 기술은 Microsoft Teams와 통합되어, Citrix Workspace

앱을 통해 가상 앱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파일 동기화 및
콘텐츠 협업

파일이 호스팅되는 위치에
관계 없이 쉽고 안전하게
파일 및 문서 공유

Citrix Files를 사용하면 위치, 장치 또는 동료와 문서를 공유하든 외부 당사자와
공유하든 관계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며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자 서명을 이용해 협업,
편집 및 승인을 간소화하는
워크 플로우 생성

고급 사용자는 종이 양식을 복제하는 데 개발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고 끌어 놓기 마법사
로 사용자 지정 워크 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Citrix Files에는 양식에 대한 워크
플로우와 피드백 및 승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 및 생산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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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환 및 관리

주요 요구 사항 Citrix Workspace 기능

통합 관리

모든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단일 관리 콘솔

Digital workspace는 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으며, 모두 단일 창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 관리 GUI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GUI 기능은 RBAC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역할을 기반으로 하며 역할/사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역할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전체 액세스), 장치 사용자(등록 및 자체 도움말
포털 전용), 지원(원격 지원 액세스 전용) 및 장치 프로비저닝(대량 프로비저닝).

VDI 플랫폼 지원

VDI를 뛰어넘는 솔루션 제공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하이퍼바이저, 물리적 플랫폼
또는 클라우드에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 Amazon Web Services
• Azure

• Google Cloud Platform
• Oracle

이를 통해 기업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장치 지원 및 애플리케이션 보호

다양한 장치 및 컨테이너화
옵션 제공

Citrix Workspace는 모든 장치 OS를 지원하므로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한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MAM (컨테이너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모바일 장치 관리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장치 운영 체제 (OS) 는 다음과 같습니다:

• iOS
• Chrome OS
• MacOS
• tvOS
• Windows 10 데스크톱 및 태블릿
• Windows 폰; Windows 모바일/CE

• Raspberry Pi platform
• Symbian devices
• Samsung SAFE 및 KNOX
• HTC
• Sony

MAM 플랫폼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itrix MDX 기술을 활용하는 Citrix MAM
• Microsoft EMS/Intune
• iOS 관리 앱 구성
• 엔터프라이즈용 Aidroid
• Samsung KNOX
• Windows 정보 보호 및 AppConfig 커뮤니티

Citrix  |  Citrix Workspace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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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 사항 Citrix Workspace 기능

사용자 파일 액세스

사용자가 필요한 곳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

Citrix Content Collaboration을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방화벽 뒤 또는 Microsoft SharePoint 또는 OneDrive와 같은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저장하고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 동료나 외부인과 파일을 공유하고 편집 및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주요 요구 사항 Citrix Workspace 기능

엔드-투-엔드 보안

전체 워크스페이스 보호 Citrix 보안 디지털 경계 프레임워크는 HIPAA, PCI, FIPS GDPR, SOX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산업 및 국가 및 지역 정부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통합 워크스페이스 보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SSO (Single Sign-On) 및 다단계 인증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및 ID 관리/액세스 제어를 제공하여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와 엔드 포인트를
모두 보호합니다.
주요 기능:
• 엔드-투-엔드 가시성 및 사용자 행동 분석
• 모든 인터넷 콘텐츠의 브라우징 보안
• 이상 징후 탐지 및 보안 정책 적용을 위한 사용자 행동 분석
• 클라우드 앱 제어, SaaS 보안 정책 제공
• 웹 필터링 - IT 팀에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역량 제공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보안

클라우드 상호 작용 중에
중요한 데이터 보호

보안 팀은 인터넷을 통해 허가되지 않은 SaaS 앱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고 복사/
붙여넣기/인쇄 또는 다운로드와 같은 작업으로부터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멀웨어, 데이터 손실 및
사용자 행동으로부터
보호

크롬 기반의 내장 강화 브라우저는 멀웨어로부터 보호하고, 웹 필터는 허용된 도메인
및 URL에 대한 웹 사이트 액세스를 통제합니다. DPL (분산 프로그램 링크) 기능에는
IP 주소 및 사용자 이름과 같은 사용자 좌표가 포함된 동적 워터마크가 포함됩니다.

클라우드 전환 및 관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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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 사항 Citrix Workspace 기능

사용자 행동 분석

내부 및 외부 위협 식별 및
관리

Citrix Analytics는 애플리케이션, 장치, 앱, 네트워크 및 파일과 사용자 상호 
작용을 고유하게 집계하고 연관 분석하여 내부 및 외부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Citrix Analytics는 다음 소스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Citrix Gateway - 사용자 인증 및 후속 지리 정보 (예: 비정상적인 로그인 활동)

수집에 사용됩니다.
• sharefile.com에서 사용자 파일 다운로드/업로드 시 DLP를 염두에 두고 민감한

정보가 기업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그것은 파일 편집 내용을
추적하고 활동을 공유 및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Citrix Endpoint Management - 장치 컴플라이언스 및 앱 상태 (제일 브레이크,
루팅 또는 관리되지 않는 장치 또는 블랙리스트 앱 사용)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 세션 기록, 사용자 세션 로그오프 및 사용자별
특정 앱 차단과 같은 보안 기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Citrix Workspace 앱 - 클라이언트 OS 버전, 모바일 앱 시작, Windows 앱 사용 및
파일 다운로드 활동 (예: USB에 저장 또는 인쇄 파일)을 제공합니다.

위의 사용자, 장치 및 앱 사용과 관련된 모든 기능은 관리자가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트리거 및 액션이 포함된 빅 데이터 플랫폼에 저장됩니다.

또한 Citrix Analytics는 사용자별로 MFA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보안 

사용자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안 수준 조정

Citrix Workspace는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액세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와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IT의 요구 사항을 동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리스크 기반 보안 모델을 지원합니다.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계속)

Citrix 한국 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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