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VMware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

솔루션 개요

Q. 번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Q. Workspace Environment Management란 무엇입니까?

A.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은 VMware App
Volumes™,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 VMware
ThinApp®, VMware Workspace™ Portal, 그리고 Citrix
XenApp 및 Xen De sk top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VMware vRealize™ Operations for
Published Application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Workspace Environment Management는 모든 물리적
환경, 가상 환경 및 클라우드 호스팅된 데스크톱 환경에
걸쳐 애플리케이션과 최종 사용자 관리에 대해 총괄적으로
접근하 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채택하 면 I T 조 직은
효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분리 및 제공하고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개인 정보 및 정책을 매핑하여 모든
기기와 위치에 걸쳐 최종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이란 무엇입니까?
A. VMware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은 Citrix®
XenApp® 및 XenDesktop®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Citrix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
제공 및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여 사용자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Workspace Environment
Management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Q. 번들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A. Citrix 고객이 번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 빠른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통한 관리 비용 절감 및 TCO
개선
•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 간소화
•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모니터링 기능 개선
• 개인화되고 충돌 없는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Q.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은 현재 Citrix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합니까?
A. Citrix XenApp 및 XenDesktop 고객은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애플리케이션
제공 시간 및 사용자 관리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여 자체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XenApp 서버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제공,
사 용자 프 로필 및 정책 관 리 , 애 플 리케이 션 분 리 및
데스크톱 인프라에서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에 걸친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과 같은 이 번들에서 제공되는 여러 기능을
Citrix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VMware App Volumes란 무엇입니까?
A. VMware App Volumes(이전의 CloudVolumes)는 최종
사 용자와 데스 크톱 에 실시간으 로 애플 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IT는 App Volumes를
사용하여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애 플 리케이 션과 데이 터를 즉시 제 공 할 수 있습 니다.
관리 볼륨을 활용하여 인프라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 관리 솔루션과는 달리, App
Volumes를 사용하면 IT는 사용자 환경과 비용 면을 모두
충족하는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란 무엇입니까?
A.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기능과 동적 정책 구성 기능을 모든 가상 환경, 물리적 환경
및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 제공합니다. User Environment
Manager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확장 가 능한 단일
솔 루 션을 조 직에 제 공 함으 로 써 최종 사 용자 프 로필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IT는 인프라를 간단하게
매핑하고(네트워크 및 프린터 매핑 포함)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책을 동 적으 로 설정하 여 더 많은 사 용 사례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최종 사 용자 는 기기 종류나 장소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일관성 있는 환경에서 Windows 업무 공간 및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Q. VMware Workspace Portal이란 무엇입니까?
A. VMware Workspace Por tal은 하나의 엔터프라이즈급
통합 업무 공간에서 모든 디바이스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최종 사용자 환경을
간소화하고 IT 비용을 절감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 모빌리티가
향상됩니다. 관리자는 보다 간편하게 중앙 집중식의 정책
중심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VMware ThinApp이란 무엇입니까?
A. VMware ThinApp은 애플리케이션 충돌을 없애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간소화하고 애플리케이션 제공의 비용 및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ThinApp은 애플리케이션 호환성을 가상 업무
공간에 추가하고 애플리케이션과 이미지의 프로비저닝,
패치 및 업데이트 관리 업무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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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Mware vRealize Operations for Published Applications
란 무엇입니까?
A. I T는 V M w a r e v R e a l i z e O p e r a t i o n s f o r P u b l i s h e d
Applications를 통해 Citrix 환경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여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Citrix 환경의 주요 성능
지표를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메트릭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세션 데이터를 근거로
세션 메트릭스를 통해 라이센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용자 메트릭스에 중점을 둔 사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T는 인프라
성능 메트릭스를 통해 확보한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반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번들은 Citrix 고객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예, 그렇습니다. Horizon 고객은 Horizon Enterprise Edition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VMware의 개별
주문 제품을 통해 기능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Horizon
Enterprise Edition 또는 Horizon Application Management
번들을 통해 구매할 경우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싱
Q. 고객이 H o r i z o n A p p l i c a t i o n M a n a g e m e n t 번들 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VMware 또는 VMware 채널 파트너사를 통해 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Q. 번들의 라이센스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됩니까?
A. 이 번들은 지정 연결 및 동시 연결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Q. 번들을 실행하려면 vSphere가 필요합니까?
A. 아니요, 이 번들을 활용하는 데에는 VMware vSphere®가
필요 없습니다.
Q. 이미 VMware App Volumes를 구매한 고객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까?
A. 예, 이러한 고객이 사 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S K U가
제공됩니다.

Q. 제품의 데모 또는 평가판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A. VMware Hands-On Lab을 통해 제품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자세 한 정보를 알 아보 려면 지금 바로 현 지 V M w a r e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vmware.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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