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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용 VMware Horizon 6

요약 정보

Linux용 VMware Horizon® 6는
Linux 기반의 데스크톱 프로비저닝 및
관리에 대한 중앙 집중식의 안전하고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Linux 데스크톱에도 VMware
Horizon 6의 우수한 관리 이점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고객이 Linux
애플리케이션에 비용이 덜 드는 씬
클라이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은 Windows
라이센싱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nux용 Horizon을 통해 최종
사용자는 기기, 위치, 미디어 및 연결에
지장 없이 Office 애플리케이션과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3D 그래픽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inux 데스크톱
현재는 대부분 Windows 중심이지만 Linux 데스크톱 사용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직들이 Linux에 의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Linux 기반의 운영 체제에서만 실행되는 다양한 설계 애플리케이션 및 엔지니어링
개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지원
• Windows에서 탈피하고 비용 절감
• 보안 기능 보장 및 더 많은 사용자 지정 기능 지원
하지만 물리적 환경에서 Linux 데스크톱을 지원하려면 나름대로의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Linux 데스크톱은 관리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원격, 아웃소싱
또는 오프쇼어링된 근로자의 경우 지적 재산을 거의 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Linux 실행에 필요한 Endpoint는 일반적으로 고가이며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조직은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은 대부분 Windows 사용자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점

• 데스크톱 관리를 간소화하고 운영
비용 및 자본 비용 절감
•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전체
조직에서 Linux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액세스를 손쉽게 확장
• 프로젝트 팀원, 사무직 직원, 설계자
및 개발자 등 전체 인력에 다양한
Linux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액세스 제공

Linux용 Horizon 6
Linux용 Horizon 6를 통해 조직은 이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화의 이점을
Linux 사용자에게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Linux용 Horizon은 데스크톱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고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기기, 위치, 미디어 및 연결에 지장
없이 최종 사용자가 Linux 서비스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
솔루션을 통해 조직은 비용이 많이 드는 Windows 라이센싱에서 탈피하여 저비용의
Endpoint를 수용하여 최상의 TCO(총 소유 비용)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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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관리 간소화
Linux용 Horizon 6를 통해 IT 관리자들은 단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Linux 및 Windows 데스크톱에 대해
정책을 설정하고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IT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지원
Linux용 Horizon은 Ubuntu, Red Hat Enterprise Linux(RHEL), CentOS 및 NeoKylin과 같은 다양한 Linux
옵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들은 최대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Linux Office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VIDIA와 함께, Linux용 Horizon은 개발자와 설계자를 위한
풍부한 3D 그래픽을 추가로 지원하여 매우 강력하고 집약적인 사용 사례까지도 지원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액세스 제공
Linux 운영 체제를 활용하면 본질적으로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Linux용 Horizon은 Linux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및 파일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이 더욱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모든
기기와 위치에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Linux용 Horizon을 통해 최종 사용자는 가상 세션에
빠르고 쉽게 로그인하고 매번 일관되게 우수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inux의 비용 절감 효과
조직이 Windows를 탈피하도록 지원하는 Linux용 Horizon을 통해 고객은 자본 및 운영 지출을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고가의 랩톱 또는 워크스테이션이 아니라 씬 및 제로 클라이언트를 활용하고
Microsoft 라이센싱을 탈피함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Linux로의 전환
수천 개의 조직이 Linux VDI의 관리, 보안 및 비용상의 이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Linux용 Horizon은
가상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고객에게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비용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VMware 제품을 구입하려면 1-877-4-VMWARE(한국 지사 (02) 3016-6500)로
전화하거나 http://www.vmware.com/kr/products를 방문하거나 공인 리셀러를 온라인으로 검색하십시오.
자세한 제품 규격 및 시스템 요구 사항은 Linux용 Horizon 6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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