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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클라우드 가상화 시장에서 증명된 확고한 리더VMware: 클라우드, 가상화 시장에서 증명된 확고한 리더

VMware 소개
국내 주요 고객사

a e 개

• 2010년 매출 약 3.3조원
• 2009년 대비 41% 성장

임직원 10 000 여명• 임직원 10,000 여명
• 전세계 5번째 IT인프라 S/W 개발사

해외 고객사

확고한 레퍼런스

• 전세계 고객사 250,000 이상
• 국내 고객사 600개 이상• 국내 고객사 600개 이상
• 100% - Fortune지 선정 100대 기업
• 99% - Fortune지 선정 1000대 기업 해외 정부 고객

• 97% -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



왜 Post PC 시대에 주목해야 하는가?Sources: 왜 Post-PC 시대에 주목해야 하는가?

사용방식:

Morgan Stanley 2011, Gartner 2
011, Forrester 2010, Pew 2011

사용방식:
37% 본인 주도 기술 사용
97% 2개 이상의 장치 사용

운영체제운영체제 사용방식사용방식 APPS:
2015 모바일 앱 시장

장치장치 APPSAPPS

장치

약 43조원

장치:
2010 출하량
태블릿 + 스마트폰 > PC
2015 출하량2015 출하량
휴대전화 11억대, 태블릿 3억대

PostPost PCPC 시대로의시대로의 변화는변화는 이미이미 시작됨시작됨PostPost--PC PC 시대로의시대로의 변화는변화는 이미이미 시작됨시작됨



IT환경의 전방위 압박IT환경의 전방위 압박

운영체제운영체제 사용방식사용방식진퇴양난
악순환

장치장치 APPSAPPS
악순환



Post PC 시대의 예언가들Post-PC 시대의 예언가들
산업화 이전 세상에서 트럭이 “수송”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승용차가 도로를 지배하고 있다 승용차했으나 현재는 승용차가 도로를 지배하고 있다. 승용차
는 “post-truck vehicles”이다. 
– Steve Jobs, at the D8 conference, 2010

우리가 Post-PC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스티브 잡스가 자
주 언급했다. VMware는 이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하지만 여전히 수억 명의 PC 사용자들이 원하는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더 나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 Paul Maritz, at the VMworld 2011 conference, 2011Paul Maritz, at the VMworld 2011 conference, 2011



Post PC 시대로의 점진적인 변화Post-PC 시대로의 점진적인 변화
100%

Installed base of enterprise applications

75%

OS Neutral

Web

50%

25% CROSSOVER
POINT

1996 2020
0%

Windows

2011

Source: Gartner, 2011

1996 20202011

혁명이혁명이 아닌아닌 진화진화: Keep users working: Keep users working혁명이혁명이 아닌아닌 진화진화: Keep users working: Keep users working



Post PC 시대의 스마트워크 환경 변화Post-PC 시대의 스마트워크 환경 변화

미래현재과거 지금 만나는 미래

Any App

미래현재과거

Limited App Some App

지금 만나는 미래

Any AppLimited App

Li it d D t S D

Some App

Any DataLimited Data Some Data

Any DeviceOne Device Some Device

스마트워크 가속화스마트워크 가속화



Post-PC 시대의 VMware 전략

접속접속관리관리단순화단순화

데스크탑 서비
스

통합 서비스

앱 카탈로그 최종 사용자

통합 서비스
브로커

앱 카탈
서비스

사용자, 데스크탑, 
앱, 데이터 정책

최종 사용자

데이터 서비
스

보안화된
통합 접속체계

스



스마트워크를 위한 가장 쉬운 접근 방법스마트워크를 위한 가장 쉬운 접근 방법

어떠한어떠한 장치에서도장치에서도 원하는원하는 파일과파일과 업무를업무를 수행수행



Post-PC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방안Post PC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방안

모든 환경의모든 환경의
클라우드화

현재 환경을
개선

클라우드로
전환 개선전환



현재 환경을
N A

현재 환경을
개선

Project Octopus

New Apps

최소화된 변화로 클라
우드 시대 준비

Project AppBlast

j p

우드 시대 준비

ThinApp

Horizon

ThinAppThinApp

View 5

ThinApp

ViewView

ThinAppThinApp

더 나은 데스크탑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



View: 가상화된 데스크탑 관리

접속접속관리관리단순화단순화

ViewView
데스크탑 서비
스

ViewView

View 
B k

앱 카탈로그 최종 사용자

ViewView
Broker

앱 카탈
서비스

사용자, 데스크탑, 
앱, 데이터 정책

최종 사용자

보안화된
통합 접속체계데이터 서비

스스



분당서울대병원 VMware View 사례분당서울대병원 VMware View 사례
• 목표: EMR, PACS, 그룹웨어 시스템 사용을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한다.

Zero PC I-OS 기기일반 PC

Android-OS 기기

I OS 기기일반 PC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여 데스크탑
환경으로 정보 시스템을 사용”환경으로 정보 시스템을 사용

가상 PC



아이패드를 통한 데스크탑 가상화 접속아이패드를 통한 데스크탑 가상화 접속



가상 키보드 통한 입력가상 키보드 통한 입력



스마트워크 센터를 위한 데스크탑 가상화스마트워크 센터를 위한 데스크탑 가상화
외부 모니터를 태블릿에 연결

고해상도 모니터 통해 쾌적한 업무• 고해상도 모니터 통해 쾌적한 업무
수행

• 태블릿 장치는 키보드와 터치패드
역할로 전환



클라우드로
N A

라우
전환

Project Octopus

New Apps

기존 환경을 떨
Project AppBlast

j p

기존 환경을 떨
쳐내기 Horizon

ThinAppThinApp

HorizonHorizon

View 5View 5

ThinAppThinApp

나에게 최적화된 클라우드



호라이즌: 스마트워크를 위한 클라우드 관문호라이즌: 스마트워크를 위한 클라우드 관문

접속접속관리관리단순화단순화

데스크탑 서비
스

호라이즌

앱 카탈로그
서비스

사용자, 데스크탑, 
앱 데이터 정책

최종 사용자

앱, 데이터 정책

보안화된
통합 접속체계

데이터 서비
스



호라이즌 앱 매니저 로그인호라이즌 앱 매니저 - 로그인

한국생명 그룹웨어

사용자 ID

다양한다양한 장치를장치를 통해통해 접속접속다양한다양한 장치를장치를 통해통해 접속접속



호라이즌 앱 매니저 자신에게 할당된 앱 목록호라이즌 앱 매니저 – 자신에게 할당된 앱 목록

한국생명 그룹웨어

앱앱 아이콘을아이콘을 클릭하여클릭하여 실행실행앱앱 아이콘을아이콘을 클릭하여클릭하여 실행실행



호라이즌 앱 매니저 앱 추가호라이즌 앱 매니저 – 앱 추가

한국생명 그룹웨어

앱스토어처럼앱스토어처럼 원하는원하는 앱을앱을 쉽게쉽게 추가추가//제거제거앱스토어처럼앱스토어처럼 원하는원하는 앱을앱을 쉽게쉽게 추가추가//제거제거



호라이즌의 비전

가상 데스크탑

싱글 사인온, 셀프 서비스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쉽고 직관적인 사용 방법

모바일 앱

최종 사용자 접속 창

윈도우 앱

최종 사용자 접속 창
호라이즌
애플리케이션
매니저

클라우드 앱

앱 생성
관리 콘솔

데이터 서비스



SaaS - 클라우드 앱 관리
싱글 사인온, 셀프 서비스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최종 사용자 접속 창 호라이즌

쉽고 직관적인 사용 방법

Cloud Applications

최종 사용자 접속 창 호라이즌
애플리케이션
매니저

관리 콘솔



가상화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관리가상화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관리
싱글 사인온, 셀프 서비스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쉽고 직관적인 사용 방법

최종 사용자 접속 창

윈도우 앱 관리

호라이즌
애플리케이션
매니저매니저

관리 콘솔



호라이즌 모바일: 이제는 스마트폰의 가상화 시대호라이즌 모바일: 이제는 스마트폰의 가상화 시대

개인 기업개인

• 개인 정보와 앱에 대해서는 어떠
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

기업

• 완전히 암호화된 가상의
“업무용” 전화기가 개인 스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

• 예) 전화 걸기, 사진 공유

기업의 IT 정책에 의해 개인 전화

업무용  전화기가 개인 스
마트폰 위에서 작동

• 기업의 IT 정책에 의해 컨트
롤 됨• 기업의 IT 정책에 의해 개인 전화

기가 컨트롤 받지 않음
롤 됨

• 회사 용도의 앱과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그대로 활용

• 완전한 분리와 격리 가능



호라이즌 모바일: Personal Phone호라이즌 모바일: Personal Phone

Work Phone, Personal Phone 전환Work Phone, Personal Phone 전환

장치 1개로 개인용, 업무용 전화기 동장치 1개로 개인용, 업무용 전화기 동
시에 사용
• 회사 메일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것이 과연 안전한가?

•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회사 메
일, 주소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유사시 업무용 전화기 강제 삭제 가능
분실 도난 퇴사 시 원격에서 업무용 전화• 분실, 도난, 퇴사 시 원격에서 업무용 전화
기 강제 삭제



호라이즌 모바일: Work Phone호라이즌 모바일: Work Phone

개인 전화기와 데이터 분리개인 전화기와 데이터 분리
• Work Phone 상태에서 주소록은 회

사 관련 주소록만 나타남

회사용 애플리케이션 자동 관리
• Work Phone 설치 시 필요한 앱을

자동으로 설치 및 구성

• 메일 설정, 애플리케이션 세부 구성메일 설정, 애플리케이션 세부 구성



호라이즌 모바일 관리 콘솔호라이즌 모바일 관리 콘솔

사용자사용자//그룹에그룹에 대한대한 앱앱 중앙중앙 관리관리사용자사용자//그룹에그룹에 대한대한 앱앱 중앙중앙 관리관리



Post-PC 시대의 VMware 전략 정리



VMware 비전: 클라우드 환경에 걸맞는 강력한 협업

접속접속관리관리단순화단순화

VMware 비전: 클라우드 환경에 걸맞는 강력한 협업
체계 구축

접속접속관리관리단순화단순화

데스크탑 서비
스 최종 사용자스

호라이즌

앱 카탈로그
서비스 최종 사용자

사용자, 데스크탑, 
앱, 데이터 정책

데이터 서비
스

최종 사용자
보안화된
통합 접속체계



VMware 비전: 클라우드 환경에 걸맞는 강력한 협업

접속접속관리관리단순화단순화

비전 클라우 환경에 걸맞 강력한 협업
체계 구축

End Users
데스크탑 서비
스

호라이즌

사용자 데스크탑

End Users앱 카탈로그
서비스

사용자, 데스크탑, 
앱, 데이터 정책

End Users
보안화된
통합 접속체계데이터 서비

스



VMware = 스마트워크의 클라우드화VMware = 스마트워크의 클라우드화

통합통합 사용자사용자
관관리리

사용량사용량 측정측정,,
리포팅리포팅

파일파일/ / 데이터데이터
정책정책

과금과금
서비스서비스

사용자사용자 할당할당, , 
설정설정, , 정책정책

장치장치 관리관리
정정책책

사용자, 데스크탑, 
앱, 데이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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