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루션 브리프

2020년 3월,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원격근무는 불
과 몇 주 만에 표준이 되었습니다.
 IT 팀은 근무자 위치에  관계없이 접근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제 정상
적인 업무로 대부분  복귀하면서, IT 리더들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에 대해 재고하고 있습니다.

근무 복귀에 대해 걱정하고 원격 모델에 새롭게 익숙해진 근로자들
은 전보다 더욱  큰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업무을 위한 환경, 공간과 
업무의 시간 등이 새로운 현안이 되었습니다. IT 팀의 가장 큰 현안
은,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클라우드 전용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더 많이 고려하여 위협을 최소화
하면서 제어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업무 환경이 변화에 따라 최
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연한 업무 환경 구현은 IT의 구축에 관련된 과제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온 프레미스 방
식의 가상 앱 및 데스크톱 구축은 직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
지만, 이것들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가치 실현  

유연성 및 민첩성

간소화된 관리 및 보안

이 기술 문서는 클라우드 기반 Citrix Workspace의 “방법”에 대
해자세히 설명하며, IT 팀, 비즈니스 리더 및 근로자들에게 주요 구
성요소와 이점을 조명합니다.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되겠지만 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계속 겪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다
양한 위치 및 모든 기기에서도  뛰어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유연한 근무를 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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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미래 구축
2020년의 난관은 IT가 유연한 근무 지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오히려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용량
이 초과되면서, 단일 콘솔에서 유지 보수 및 관리되는 클라우드 
호스팅 워크로드가 증가하여 안전하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보통 몇 시간 이
내에  생산성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복원력에 초점을 두고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을 근본적으
로 재고함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LogicMonitor Cloud 2025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7% 
가 COVID-19 이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 지향적 IT 부서는 극대화된 
제어 기능과 최소화된 위협 노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데이터 제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T 팀은 가능한 모든 작업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복귀하게 되면, 기기 유연성에 대한 요구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기기 및 위치 전반에서 일관된 사용자 
환경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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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 사무실 근무

48%

75%

64% 12%

대면 회의 및 협업이 없으면
팀 응집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출처: The Atlantic

더 많은 공간과 기타 안전 조치를 갖춘 
단계적 접근법은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출처: Citrix

근로자의 12% 만이 풀 타임 재택 근무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출처: Gensler US Work from Home Survey

필수 근로자의 경우, 원격 근무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원격 근무가 길어지면 
데이터 보안, 비즈니스 연속성 및 준비 
태세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48%의 직원이 COVID-19 이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원격으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Gartner

75%의 IT 리더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는 
사무실 복귀를 꺼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처: Citrix-Censuswide Survey

64%의 미국 근로자 (2,000명 중가 한 
달 이상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One Poll

COVID 이전에 평균 통근 시간은 하루에 
거의 한 시간으로, 이는 연간 총 9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Washington Post

Citrix | 유연한 근무를 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구축



4

온 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친화적 환경으로:
여러분이 온 프레미스 기반의 가상 앱 및 데스크톱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기반을 구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클라우드 콘텐츠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엔드 포인트와 함께 원격 액세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 아키텍처 모델은 곧 한계
에 도달할 것입니다.

기존 Citrix Apps and Desktop
On-Premises or Cloud (Customer)

하이퍼바이저

스튜디오

Storefront SQL

Citrix Gateway AD

딜리버리 컨트롤러

디렉터 라이선싱

Server VDAs Server V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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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 Cloud Virtual Apps and Desktops 서비스

Resource Location On-Premises or Cloud (Customer Managed)

Cloud Connectors

온 프레미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가상 머신,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톱 및 보안을 제어할 수 있는 가상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설정, 관리 업그레이드 및 통합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Citrix virtual apps and desktops 배포의 관리 계층을 
Citrix 클라우드로 이동하면 제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Citrix Cloud Connectors는 Citrix Cloud와 리소스 간의 통신 채널 역할을 합니다. 온 프레미스 리소스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복잡한 네트워킹 또는 인프라 구성의 번거로움 없이 클라우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Storefront SQL딜리버리 컨트롤러

디렉터 라이선싱

하이퍼바이저

Citrix Gateway ADServer VDAs Server V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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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Citrix Workspace는 인텔리전스로 구축되기 때문에 집, 사무실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 맞게 구성됩니
다. 또한, 우선 순위가 지정된 직관적인 UI 내에서 로컬, SaaS, 
웹, 모바일, 브라우저 및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파일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피드 내에서, 마이크로앱을 
사용하면 컨텍스트 전환 및 파일 검색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 가능한 알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콘텐츠 앱브라우저 앱

가상 앱 및 데스크톱SaaS 및 웹 앱 로컬 및 모바일 앱

IT 팀을 위해 Citrix Workspace는 단일 창으로 중앙 집중식 
관리  툴을 제공합니다. 성능 및 보안 분석은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앱 가용성을 극대화합니다. Citrix Endpoint 
Management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기기에서 직원 환경을 
안전하게 최적화합니다. 또한 Citrix Contens ollabotation은 
스토리지 및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통합합니다.

전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품군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정책 및 사용자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제품 설치, 설정, 
업그레이드 및 구성 요소 아키텍처를 담당하는 제어 영역 구성 
요소는 Citrix에서 관리합니다.

Citrix | 유연한 근무를 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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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형 Workspace 분석 Gateway

보안 워크스페이스
액세스

엔드 포인트 관리 로컬 및 모바일 앱

SaaS 및 웹 앱

가상 앱 및 데스크톱

브라우저 앱보안 브라우저
비관리형

기기

Citrix 클라우드 서비스

Content Collaboration
               서비스

콘텐츠 앱

마이크로 앱
마이크로 앱 서비스

Actions

Virtual Apps and
Desktop 서비스

Citrix Cloud Service의 이점:
온 프레미스 리소스와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관리 간소화 

사용자 활동에 맞게 클라우드 용량을 추가하여 확장성 향상 

자동 기능 업그레이드 및 보안 패치  

최종 사용자 환경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가시성,
원격 근로자의 IT 지원 요청 감소

다른 워크스페이스 제품과의 병행 관리 및 통합

일부 기업에서는 모든 사용자를 위해 전체 가상화를 선택하는 반면, 
많은 기업에서는 특정 사례에 맞게 가상 데스크톱을 확보합니다. 
Citrix Workspace를 사용하면 유연한 인력을 위해 복수의 로그인, 
기기 및 리소스 관리의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커뮤니티가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의 VPN 액세스로부터 벗어나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으로 옮겨가면, Citrix Workspace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의 정의가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닌,  업무 본연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 Tim Minahan, Citrix Executive Vice President, Business Strategy and Chief Marketing Officer

Citrix | 유연한 근무를 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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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업무의 실현 
Citrix Cloud Connector를 리소스 위치에 배치하면, 기존 
아키텍처를 변경하지 않고도 최적의 유연한 업무 방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하는 
로우-터치 (인적 상호작용이 적은)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치 실현 시간 단축

유연성 및 민첩성 향상 

관리 및 보안 간소화

Citrix | 유연한 근무를 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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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space Appㅡ사용자가 주 ID 공급자를 사용하여
인증합니다.

2. 엔드 포인트 관리 서비스ㅡ인증된 리소스 목록에 로컬 및 
모바일 앱을 통합합니다.

3. 보안 워크스페이스 액세스— 각 사용자의 리소스 피드에
SaaS 및 웹 앱 목록을 제공합니다.

4. 사이트 통합, Virtual Apps and Desktop Service 및관리형 
데스크톱 서비스— 서로 다른 사용 사례 및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된 인증된 가상 앱 및 데스크톱을 제공하고, 온프레미스 
가상 앱 및 데스크톱 환경을 Citrix Workspace에 통합합니다.

5. 보안 브라우저 서비스ㅡ 안전한 원격 일회용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인된 웹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Workspace
앱

Workspace 리소스 피드
서비스

ID 브로커
서비스

ID 제공자

사용자 CITRIX 클라우드 리소스

1

1

1

2

3

5

4

Citrix Files

Network Share

Actions

IT: 액세스 및 데이터 합성
다음은 사용자가 컨텍스트 전환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각 툴의 위치와 액세스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없이 통합 리소스 피드를 제공하고 모든 
유형의 앱, 데스크톱 또는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Citrix Cloud Services를 사용하면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각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워크스페이스
액세스

엔드 포인트 관리

보안 브라우저
      서비스

Content Collaboration
서비스

마이크로 앱 서비스

관리형 데스크톱
서비스

Virtual Apps and
Desktop 서비스

로컬 및 모바일 앱

SaaS 및 웹 앱

가상 앱 및 데스크톱

브라우저 앱

콘텐츠 앱

마이크로 앱

Citrix | 유연한 근무를 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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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및 모바일 앱 SaaS 앱 가상 앱

콘텐츠 앱

Citrix Files

마이크로 앱

Actions

1

2

5

4

4 4

4 4

3

직원: 원활하고 중단 없는 업무 환경
사용자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버가 지원하는 직관적이고 지능적인 피드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또한 업무 위치에 관계없이 동적으로 최적화된 동일한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Citrix Workspaceㅡ각 사용자를 기본 ID 공급자로 인증하고
각자의 고유한 리소스에 액세스합니다.

2. 통합 리소스ㅡ모바일, SaaS, 웹, 콘텐츠 및 가상 앱이 데스크톱과
함께, 모두 각 사용자의 ID에 따라 채워집니다.

3. 지능형 피드—각 사용자에 맞춰진 관련 알림, 작업 및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4. 리소스 액세스ㅡ각 리소스는 자동으로 인증되므로, 암호를
잊어버리거나 취약한 암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동적 최적화ㅡ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워크스페이스
및 리소스 연결이 모니터링되고 동적으로 다시 라우팅됩니다.

Citrix | 유연한 근무를 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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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htle

Citrix Workspace 에 대한 전체 개요, 
사례 및 리소스 보기

 

자세한 기술 가이드, 동영상, 커뮤니티 콘텐츠를 보려면 
Citrix Tech Zone 을 방문하십시오.

클라우드 기반의 세계
전례 없는 변화를 겪은 일년으로 인해 IT 팀은 원격 근무 모델에서 
근로자가 협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테스트와 검증을 받았습니다. 기업이 도시와 사무실로  
복귀하게 되고 활력을 되찾게 될 때, 결과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사무실 및 원격 근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IT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Citrix Cloud Service는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하며 로우-터치 클
라우드 커넥터를 통해 처음부터 IT 팀을 지원합니다. 라이선스 갱

신, 업데이트 및 하드웨어 갱신 비용의 혼란 없이 IT 팀은 모든 기기
에서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안전한 액세스와 최상의 사용자 환경
을 제공하도록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보장하면서 혁
신과 창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Citrix 한국 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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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과 
모든 업무에 대해 사용자 환경은 언제
나 훌륭해야 합니다. 결국, Citrix를 통
해 우리는 뛰어난 사용자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었습니다.”

‒ Marco Stalder, Team Leader of Workspace Services, 

https://www.citrix.com/ko-kr/products/citrix-workspace/?utm_campaign=WW-1118-WKSP-SalesInquiry-DemoWorkspace&utm_medium=Paid+Search+(SEM)&utm_source=g-it-cws-br-ff-us-en-cws-digwk&ctm_programid=WW-1118-WKSP-SalesInquiry-DemoWorkspace&utm_hrchy=-w1-fe-&gclid=CjwKCAjw19z6BRAYEiwAmo64LQGgC7Kg9O3vle5upMzUwqq52Ku4qKmh5n5Hxwm7adI03uoRkulGjxoCkS4QAvD_BwE
https://docs.citrix.com/en-us/tech-zon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