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 원격 근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IT 팀 및 직원 모두에게 
주는 세 가지 이점

 



원격 근무는 수 년에 걸쳐 성장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Covid-19는 
재택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수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한편, 아직 충분한 재택 근무 방안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뒤죽박죽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즈니스가 계속되고 수익을 올리며
직원들이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계속 참여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며 민감한 정보에 대해 짧은 시간에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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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근무에 대해 변화하는
사고 방식

역사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 원격 근무를 
반대하였습니다. 일부 회사와 관리자는 직원이 원격으로 
일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증가하는 보안 
위험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들 중 대다수가 이제 원격 근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협업, 생산성 및 보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연속성과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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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를 시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팀이 원격, 사내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분산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업은 디지털 문제와 보안 위험 
없이 원격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문가들은 3.6%, 또는 약 5 백만의 미국 근로자들이 
대유행 전에 적어도 일주일에 2~3일은 집에서 일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조사 결과 80%가 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2021년 
말까지 집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가 30%, 또는 약 4천 
2백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원격 근무가 많을수록 IT 팀엔
더 많은 일을 의미합니다

~5M
유행병 이전에 집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한 
미국 근로자의 수

 

733 % 
2년 이내에 원격 근무가 
증가할 수 있는 수치

42M
2021년 말까지 집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근로자의 수

출처: https://www.willistowerswatson.com/en-US/Insights/2020/06/after-covid-19-cyber-and-the-coming-remote-work-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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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의 강력한
기능으로 원격 근무의 요구 충족

탁월하고 안전한 원격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기술, 즉 안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원격 근무자만이 탁월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사이트에서 일을 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혼합하여 일을 하는 직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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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일반 직원 
및 IT 담당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세 가지 주요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IT 솔루션 통합
• 앱 및 데이터의 저장 중앙 집중화

• 단일 플랫폼에서 전체 에코시스템 관리 간소화

• 간편한 싱글 사인온과 장소에 관계 없이 모든
애플리케이션, 파일 및 데이터에 액세스 가능

• 개별 요구에 따라 작업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마이크로 앱 지원

•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통한 반복 업무 간소화

• 다양한 장치에 걸친 일관된 사용자 환경 제공

에코시스템 보안
• 관리자에게 세분화된 수준의 제어 권한 부여

•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상황별로 파악하고 확인

• 승인되지 않은 앱 및 다운로드에 대한 시도 억제

• 이상 징후 및 경향 파악을 통한 성능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 최적화를
위해 IT팀 지원

• 모든 앱, 네트워크, 클라우드 및 장치에 대한 
가시성 보장

한 눈에 보는 안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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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가능한 인사이트를
위한 분석 제공

• 네트워크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 쉽게
모니터링 및 식별

• 사용자 행동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직원 만족도 
상승 및 채택률 향상

• 앱 성능 최적화 지원

• 네트워크 성능 문제의 신속한 발견 및 해결 지원

• 느린 연결 표시 및 신속한 트래픽 재라우팅 지원

다음 페이지에서 이러한 혜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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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IT 솔루션

직원들은 다양하고 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이나 개인마다 특정 앱, 장치 또는 액세스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솔루션을 위주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경험이나 IT 제어권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팀과 개인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탁월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없다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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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및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액세스를 원하는 사용자들 
통합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롤아웃할 때 직원들은 
어디에 있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파일 및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한 번만 로그인하면 됩니다. 게다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7%
의 직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기기가 직원의 직무 수행 
경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1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71%
의 직원들은 업무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Work-
front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9%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의 
솔루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2

출처:  1https://www.willistowerswatson.com/en-US/Insights/2020/06/
after-covid-19-cyber-and-the-coming-remote-work-revolution

https://www.workfront.com/sites/default/files/resource/file_pdf/2019-
09/sow-report-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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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원의 요구가 IT 담당자의 요구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적합한 기술이 모든 사람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탁월한 직원 환경

• 워크 플로우 간소화 및 협업을 촉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스페이스

• 모든 SaaS 앱과 데이터를 한 곳에 둔 컨텍스트 
전환 최소화 및 정신적 흐름 상태 보호

• 간편한 싱글 사인온 및 장소에 관계 없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파일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 모든 디바이스,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에서
일관된 경험 제공

• 어디서든 쉽게 온보딩 및 오프보딩 방법

• 일상 업무의 자동화

• 기업 내 데이터에 대한 보안 연결

IT 담당 직원들을 위한
탁월한 환경 

• 다양한 장치,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에서 앱 
및 데이터에 대한 원활하고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간단한 수단

•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앱, 데이터 및 장치에 
대한 통합 관리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장치를 원격으로 지울 
수 있는 기능

•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로 보다 쉬운 문제 
해결을 통해 속도 및 성능 개선

• 특정 팀, 역할 및 개별 요구에 맞게 툴을 
조정할 수 있는 수정 가능한 마이크로앱

모든 직원에게 훌륭한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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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적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구성, 안내 및 
자동화함으로써 
직원 경험을 혁신하는 
통합되고 안전한 지능형 
업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alvin Hsu, 
Vice President, Product Management, Ci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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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은 여전히 직원의 생산성을 유지를 
위해선 사무실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생산성 저해 요소 중 하나는 
위치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컨텍스트 
전환입니다. 즉, 작업 간의 전환 또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기타 솔루션 간의 
전환입니다.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툴을 사용하기 쉬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생산성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혁신적인 업무 수행과 더 나은 
우선 순위를 확보할 여지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IT 직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전환
최소화

-40 %
의 생산성 감소가 
앱 전환 과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출처:  1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brain-wise/201209/
the-true-cost-multi-tas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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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단일 플랫폼에 
솔루션을 통합하면 서로 통신하고 모든 앱과 
파일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앱을 최종 사용자 피드 상단에 배치하고 
알림을 보내 예정된 업무를 상기시키며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위한 기반 구축

출서:  1—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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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대부분의 경우 한두 개의 기능만 
사용하기 위해서 앱에 로그인하고 전체 
인터페이스를 탐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생산성이 
느려집니다.

그러나 만약 맞춤형 마이크로 앱을 갖춘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확보하게 된다면, 소규모의 
일상적인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막힘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통합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IT는 다음과 
같은 일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앱을 사용자 정의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이크로앱 구축을 간소화하는 즉각적인
통합 실행

• 몇 달이 아닌 몇 분 만에 마이크로앱 구축

 

맞춤형 마이크로앱으로 
집중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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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코시스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보안

전염병과 원격 근무의 증가 이후 사이버 공격과 
침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검색, 쇼핑, 지출 
및 중요한 데이터의 공유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은 데이터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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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지속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많은 
기업은 직원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과 관련하여 
지름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273 %
사이버 범죄는 
회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침해 사고는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습니다.1

출처: https://www.cnbc.com/2020/07/29/
cybercrime-ramps-up-amid-coronavirus-chaos-
costing-companies-bill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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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으로 인해, 데이터와 
돈을 훔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많은 
주요 기업들이 희생양이 됐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숫자로 보는 위협

출처: 1https://www.cnbc.com/2020/07/29/cybercrime-ramps-up-amid-coronavirus-chaos-costing-companies-billions.html

아일랜드 호핑 33% 상승

계정 탈취 80% 증가 

랜섬웨어 90% 증가

파괴적인 공격 행위 102% 증가

33% 80% 90% 102%

2020년 공격의 증가,
CNBC.1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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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에서는 직원에게 회사 데이터에 대한 
보안 터널을 제공하기 위해 VPN과 같은 솔루션을 
사용했지만, 이러한 솔루션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VPN은 IT 팀이 관리하기에 빠른 
속도로 복잡하거나 대규모 사용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개인 정보에 친화적인 
편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보안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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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자는 이메일 및 
웹 필터의 업데이트 
지연을 악용하고 
인력 문제를 노려 소셜 
엔지니어링을 이용하는, 
COVID-19 위기 기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McKinsey

19Citrix  |  IT + 원격 근무



안전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기업은 
추가적인 보안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보안이 내장된 솔루션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중앙 집중식 로그인 및 데이터 스토리지: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하여 허가되지 않은 해결 방법을 통해 
Shadow IT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심층적인 가시성 및 세분화된 제어: IT 부서가
필요에 따라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액세스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BYOD 및 모바일 우선 접근 방식: 직원들이 모든
장치에서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회사나 개인 소유 

~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  장치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기능

•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사용자, 장치, 앱,
네트워크, API 등 모든 독립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이 원격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 일반적인 작업의 자동화: IT 팀이 문제 대응
업무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보다 쉽게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자동화하여, 인적 오류 및 
관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위협 모니터링과 같은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보안과 효율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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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보안 조치에 
투자하면 IT 비용은 증가합니다. 데이터 보호 
비용을 절감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보안을 요소에 
구축하는 포괄적인 IT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보호 비용 
상쇄

~70%
CISO 및 보안 구매자는 
2020년 말까지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 믿지만 
2021년에는 대폭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다.1

 
 

출처:  1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risk/our - 
insights/covid-19-crisis-shifts-cybersecurity-priorities-and-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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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위한 분석

기업이 급하게 구현된 원격 근무 프레임 워크에서 
장기적인 IT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함에 따라, 
분석은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사용자 기반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하므로, IT 
팀이 해당 정보에 입각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직원 환경을 최적화하며 보안 이상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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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이용해서 IT 부서는 시간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앱 및 네트워크 성능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며 지연을 파악하고 향후 IT 요구 사항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IT 에코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추세를 더 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을 비즈니스 및 IT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 예측

• 운영 또는 공급망의 잠재적 장애 파악

•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 서비스 집중

• 고유 솔루션의 효과 평가

IT 운영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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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업무의 자동화가 
가능한 기업은 더욱 
가치가 있는 다른 
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McKin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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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점수 모니터링은 분분석이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위험 점수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 ID, 
위치, 동작 및 자격 증명과 같은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점수를 할당하면 위험 점수가 낮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 점수가 높은 사용자 또는 트래픽은 
적절한 권한이 부여될 때까지 플래그 지정, 
모니터링되거나 및 액세스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매우 
분명합니다: 저위험 사용자에게 필요한 파일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이상 징후 또는 
비정상적인 동작 패턴을 표시하여 잠재적 위협을 
쉽게 발견하고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향후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25 %
한 연구에 따르면 고급 
분석 기능이 있는 
솔루션의 생산성이 
2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1

 

 

출처: 1https://www.cnbc.com/2020/07/29/cybercrime-ramps-up-amid-coro-
navirus-chaos-costing-companies-bill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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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에서는 원격 근무자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우려하지만, 많은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 및 
비즈니스 리서치 센터(CEBR)가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원격 근무자는 (하루 27분) 
실제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하루 37분)보다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간을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생산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출처: 1https://www.citrix.com/content/dam/citrix/en_us/documents/
white-paper/economic-impacts-flexible-working-us-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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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는 항상 미지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Citrix Workspace로 
대비하십시오.

귀사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제약 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IT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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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x는 원격 인력의 생산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원들이 생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사 직원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기술을 활용합니다. 직원이 사무실에 있든 
원격으로 일하든 또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된 
형태이든, Citrix Workspace는 IT 제공을 
간소화하고 IT 에코시스템을 보호하며 데이터 
기반 분석을 사용하여 탁월한 직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itrix.com/ko-kr/Work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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