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고, 강력하며,
확장 가능한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사용자의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시키는 유연하고 안전한 데스크톱
Promise VSkyPoint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는 중앙에서 관리되고 완전히 개인에 맞춰 설정할 수 있는 안전한 데스크톱
솔루션으로서 비즈니스 모빌리티를 높이고 회사 데이터를 중앙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며 데스크톱/앱 관리 간접비를 절감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VSkyPoint는 이러한 가상 데스크톱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Promise 하이퍼
컨버즈드 VSkyCube 시스템에서 가상 머신으로 실행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높은 가용성, 서비스 가능성, 확정성 및 보안
VSkyPoint는 하나의 실제 노드에서 수십 개의 노드로 확장하는
한편 각 데스크톱과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가능성, 가용성 및
보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하고 탄력적인 배치
VSkyCube HCI와의 심측적 통합으로 컴퓨팅, 네트워킹 및 저장
리소스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프로비저닝 및 관리 인터페이스
유연한 관리 포털은 포괄적인 시스템 정보, 강력하고 반복
가능한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제공합니다.

●

SMB/ROBO를 위한 뛰어난 가성비와 최적화
VSkyPoint는 VDI 시장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 중
하나로서 업계를 리드하는 VSkyCube HCI의 가성비를
높여줍니다.

고가용성과
확장성이 내장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일반적인 이용
사례에 기반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배치

중앙 집중식
프로비저닝 및
관리 인터페이스

높은 가성비

VSkyPoint는 모바일 작업자들이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여러 사이트에서 단 하나의 VSkyCube 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능 하이라이트

메인 오피스

♦ 유연한 사용자 관리

모바일 사용자

LAN

인터넷
(VPN)

VSkyPoint
서버

WAN/VPN

지점

WAN/VPN

지점

VSkyCube
HCI

• 그룹과 정책
• Microsoft AD 및 LDAP로부터 사용자 가져오기
♦ 강력한 데스크톱 사용자 지정
•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스토리지 볼륨
• 공유 가능한 데스크톱 이미지
• 재사용이 가능한 데스크톱 프로필
♦ 데이터 보안
• USB 포트 제어
• 중앙 집중식 데이터 저장 및 보호
♦ 포괄적인 관리자 및 사용자 포털

이용 사례
공용 데스크톱 그룹
VM

VM

VM

VM

태스크 작업자를 위한 공용 데스크톱
단일, 일관성, 모든 사용자용 데스크톱
이미지

골드

VSkyCube HCI

개인 데스크톱 그룹

오피스 작업자를 위한 개인 데스크톱
각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자 지정 데스크톱을
소유합니다.

VM

VM

VM

VM

♦ 솔루션
• 후레쉬 데스크톱 – 사용자 변경 시 후레쉬 데스크톱으로 자동 재부팅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 USB 포트 제어 – 장치 유형 또는 ID에 따라 특정 USB 장치를 비활성화하거나 권한을 부여합니다
• 마스터 이미지 – 읽기 전용 기본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러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합니다
• 중앙 집중식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완전한 중앙 집중식 보존은 데이터 보안과 감사 내역을 유지 관리합니다
• 감사 – 적합성을 위해 데스크톱 액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합니다

공용 데스크톱
공용 데스크톱은 후레쉬 데스크톱을 이용하여 새롭게 액세스할 때마다 마스터 이미지에 따라 새 데스크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포트 제어와 감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 기반
• 같은 작업을 하는 여러 사용자
• 콜 센터, 금전 출납원, 접수 담당자/보안, 공장, 실험실
♦ 공용 액세스
• 순환하는 사용자 기반, 공통 작업
• 키오스크, 공공 도서관, 공항, 전시장, 증권 거래, 교육

개인 데스크톱
사용자 지정이 가능한, 개인 데이터 볼륨이 있는 데스크톱은 각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구성과 기본 이미지를 다르게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중앙에 저장되어 안전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 멀티 플랫폼
• 도구 집합과 작업이 다른 여러 사용자
♦ 실험실, 교육 설정, 개발 팀
♦ 관리 데스크톱 클라우드
• 애플리케이션이 특별하고 소유권이 있거나 중요한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는 여러 사용자
• IT/HR과 같은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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