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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Mobility 강화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System Cen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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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를 통한 규정에 부합한 IT 소비자화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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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비자 디바이스 및 유비쿼터스 정보 액세스의 확산으로 기업들은 자사 소유 및 
프로비저닝된 디바이스 중심의 디바이스 기반 모델로부터 벗어나 직원들이 회사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액세스를 비롯해 개인 용도의 데이터 및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해 개인 디바이스를 직장에 가져와 사용하는 BYOD(bring-your-own-device) 및 
BYOC(Bring-your-own-cloud) 모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회사 도구 및 데이터에 액세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사내 개발 기술 및 리소스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기술처럼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든 거의 어디에서나 항상 똑같이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림 1 오늘날의 과제 
 

BYOD 및 BYOC 추세 및 그에 따른 IT의 소비자화 경향은 IT가 이용자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회사 인프라 및 사내 데이터를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고 디바이스 유형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기업 정책에 따라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IT 조직에게는 수많은 관리 및 보안 과제도 
안겨 줍니다.  
 
직장에서의 소비자 디바이스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과 언제 어디에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모델은 디바이스 중심적인 IT 관리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데이터 
 

사용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사용자 
 

사용자들은 어디에서나 
작업이 가능하고 모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바이스 
 

디바이스의 폭증은 기업 

IT에 대한 표준 기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 및 관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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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람 중심 IT 

 

Microsoft는 IT 부서가 IT의 소비자화와 효과적인 관리, 보안 및 규정 준수 역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icrosoft가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도구 및 기술은 기업의 주요 
업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개인 디바이스를 식별하거나 개인 디바이스에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배포하여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거나 또는 사용자 역할에 
따라 디바이스 정책을 수립 및 강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Microsoft 엔터프라이즈 
도구 및 기술은 IT 부서가 기업 또는 개인 소유의 모든 유형의 디바이스에 대해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시스템,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수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Microsoft의 Windows Server 2012 R2와 Microsoft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및 Microsoft Azure는 IT의 관리 요구기준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용자 생산성을 극대화 해주는 포괄적인 사람 중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Microsoft 솔루션은 기업 사용자의 모바일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보다 간편한 BYOD 디바이스 등록. 사용자들은 회사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자신의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으며 Windows Intune 관리 서비스에 등록하여 일관된 회사 
포털을 통해 자신의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회사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일관적으로 회사 리소스로 액세스. 사용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회사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가상화를 이용한 최첨단 업무 방식 지원. Microsoft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은 
사용자가 거의 모든 장소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회사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비롯해 데이터 규정 준수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IT 부서를 지원합니다. 데스크톱과 응용 
프로그램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어 사용자 디바이스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디바이스 도난, 성능 저하 또는 분실로 인한 데이터 유실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필요 시 내부 리소스에 대한 자동 연결. IT가 SSO(Single Sign-On) 및 기타 자동 인증 
메커니즘을 지원할 경우 사용자는 자동으로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원 

사용자 선택 디바이스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회사 
리소스에 일관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보호 

회사 정보를 보호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환경 통합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를 통해 
통합 응용 프로그램 및 디바이스 
관리를 제공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디바이스  사용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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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를 통한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배포.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의 확장성, 
민첩성 및 글로벌 액세스를 구현하는 Azure RemoteApp은 회사 응용 프로그램을 Azure 
클라우드의 Windows Server를 기반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확장이 더욱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이동 중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IT 부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도 확장 또는 축소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Azure 플랫폼을 통해 민감한 회사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zure RemoteApp은 현재 프리뷰 기간입니다). 
원격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플랫폼 간 액세스 제공. 앱은 Windows, Windows RT, 
Windows Phone, iOS, OS X 및 Android 등 다양한 디바이스 및 플랫폼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icrosoft의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은 단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PC(RD 
게이트웨이를 통해), 개인 또는 풀링된 가상 머신(VM) 기반 데스크톱,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RemoteApp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및 IT 부서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디바이스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저장소에 액세스하여 Microsoft Remote 
Desktop 응용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를 위한 단일 사용자 ID. 사용자의 액세스 대상을 비롯해 사무실, 원격 또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응용 프로그램 등 작업 방식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단일 ID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기억해야 할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하나뿐이라서 
사용자는 편하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T 전문가의 경우 Microsoft 솔루션은 환경을 통합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디바이스의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IT 부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Windows Intune을 이용해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하거나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인프라를 확장함으로써 회사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든, 클라우드 
방식이든 상관없이 디바이스(PC, Mac 또는 서버) 관리는 물론이고 회사 앱 및 서비스 게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위한 간소화된 사용자 중심 관리. IT는 다양한 그룹과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단일 관리 콘솔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가상 사설망(VPN), 무선 네트워크 및 이메일 프로필 등 플랫폼에 걸친 포괄적 설정 관리. 
다양한 디바이스 및 운영 체제에 걸쳐 규정 준수 요구사항들이 충족되도록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단일 관리 콘솔에서 개인용 디바이스를 통해 인증서, VPN, Wi-Fi 및 이메일 프로필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솔루션은 다음을 통해 기업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선택적 제거에 의한 기업 정보 보호. IT는 디바이스가 분실, 도난 또는 
사용 정지될 경우 기업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또는 액세스가 불가하도록)하기 위해 
관리 대상 모바일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정책 기반 액세스 제어. IT는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 액세스 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를 통해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일반적인 ID. IT는 사용자, 디바이스 
및 위치에 따라 기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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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모바일 디바이스 확인. 도난 및 루트 탐지 기능은 IT로 하여금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가 위험에 빠졌는지 결정하여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디바이스들을 
제거하거나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등 디바이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소를 불문한 정보 보호. 한 곳에 상주하는 정보든 이동성이 높은 정보든 상관없이, 보호를 
위해서는 민감한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인 인증과 변경 방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가이드는 기업들로 하여금 규정 준수를 훼손함이 없이 디바이스 중심으로부터 사람 
중심의 소비자화 IT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Microsoft 솔루션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Microsoft 솔루션과 제품으로 어떻게 IT 조직에게 클라이언트 관리에 
대한 사람 중심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Microsoft 솔루션은 응용 프로그램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통합 관리를 제공하며 최신 보안 
및 액세스 모델을 지원합니다. 

완전한 솔루션의 구매 방식이 간편해집니다: 
Enterprise Mobility Suite는 포괄적으로 사람 중심 IT를 강화한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함께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하이브리드 ID 관리를 위한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를 위한 Windows Intune 
• 정보 보호를 위한 Azure Rights Management Services 

 

오늘날 Microsoft는 Enterprise Mobility Suite(EMS)에 위 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구현함으로써 IT 부서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MS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계 최대 용량을 바탕으로 BYO 및 SaaS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투자 비용도 가장 적습니다. 
EM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aka.ms/EnterpriseMobilitySui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aka.ms/EnterpriseMobility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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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디바이스의 업무 관련 사용 지원 및 회사  
리소스에 대한 일관된 액세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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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오늘날 사용자들은 어디에서나 어떤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및 PC)를 사용하든 회사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를 원하며 회사 정보 액세스를 위해 새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프로비저닝되면 직원들은 언제나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로그인 
프로세스 및 도구에 대한 쉬운 액세스 등 자신들의 디바이스에서 회사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림 3 사람 중심 IT는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IT는 소비자 디바이스의 확산을 수용하고 철저히 통제되는 회사 네트워크 설정 밖에서도 
회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IT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안전한 관리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디바이스 및 솔루션을 쉽게 설정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엔터프라이즈 관리 도구, 그리고 회사 네트워크 내부 및 외부 
어디에서나 회사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주요 기능 설명과 더불어 Microsoft의 사람 중심 IT 강화를 통한 사용자 
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샘플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과제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개인 및 업무 관련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및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용자는 어디에서나 회사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IT 부서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중요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고 규제 정책도 준수해야 합니다. 

솔루션 

사용자는 자신의 디바이스를 등록하여 IT가 
디바이스를 인식하게 한 다음, 해당 디바이스 인증을 
회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디바이스를 등록함으로써 회사 포털 
접속 시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액세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T는 사용자 ID, 사용 중인 디바이스 및 자신의 위치를 
토대로 조건부 액세스를 사용하여 회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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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 등록의 간소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IT 조직들은 직원들이 인가 받지 않은 개인용 디바이스로 업무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용자의 개인용 디바이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IT가 제공한 디바이스들보다 앞선 첨단 디바이스를 이미 갖고 있거나 또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T는 사내 인프라의 급증하는 디바이스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대한 잦은 디바이스 
교체 및 정기적 출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연성에 대한 요구 증가 
즉, IT는 2세대 ~ 3세대(또는 그 이상) 이전의 것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의 디바이스들을 지원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 리소스뿐만 아니라 직원이 소유한 개별 
디바이스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재무 담당자 Joan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 태블릿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개인용 태블릿 및 회사 노트북을 모두 휴대하고 다녔으나, 곧 두 디바이스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IT 부서에 회사 노트북을 
돌려주는 대신 업무용 디바이스보다 더 새롭고 빠른 자신의 개인용 태블릿을 통해 필요한 
회사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Joan은 자신의 개인용 디바이스를 직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IT는 직장에서 Joan이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게 

지원하고 IT가 디바이스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어를 관리하는 개인 소유 

디바이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예전 같으면 이 시나리오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Joan의 회사는 BYOD 
시나리오에 대한 Microsoft 솔루션을 구현했기 때문에 Joan은 자신의 개인용 태블릿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IT는 기업 정책에 따라 규정 준수 유지에 필요한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BYOD 지원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간단히 등록하고 IT가 그러한 디바이스 
등록을 기업 리소스 액세스 권한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의 Workplace Join은 사용자들이 Active Directory에서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IT는 다단계 인증을 등록 프로세스의 일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관리를 위해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등록함으로써 Windows Intune에 해당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회사 포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등록된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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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Joan은 자신의 디바이스를 등록함으로써 IT에 디바이스를 "알려지게" 하고 이후 IT는 그녀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ID를 판단하는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구성하게 됩니다. Joan은 자신의 디바이스를 
등록한 후 설치된 회사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고 자신의 디바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모두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IT가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등록함으로써 해당 디바이스를 IT에 "알려지게" 하며 IT는 디바이스 

인증을 기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공의 일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디바이스 등록은 "서로 주고 받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용자는 디바이스를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받습니다". IT 관점에서 볼 때 디바이스 등록이 끝나면 등록된 디바이스는 Active Directory에 기록되고 
인증 및 권한 부여 정책의 일부로 사용이 됩니다. 

•  디바이스를 등록하면 Workplace Join을 통해 SSO 및 기업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디바이스가 IT에 "알려지게" 하고 IT가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주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  사용자들이 한 장소로부터 모든 회사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은 자신의 

디바이스를 등록하여 회사 포털에 액세스하는 것입니다. 등록은 디바이스를 통합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에 추가시키고 회사 포털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IT는 내부 LOB(Line-of-Business) 응용 
프로그램 및 공개 앱 스토어(Microsoft Windows Store, Windows Phone Store, Apple App Store 및 
Google Play)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회사 포털에 
채우게 됩니다. 회사 포털 내에서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분실 또는 교체된 
디바이스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Web Application 
Proxy 

외부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기업 리소스를 
게시할 뿐만 아니라 Workplace Join을 
외부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ADFS) 

다단계 인증에 대한 지원 및 사용자가 
리소스에 연결할 경우 조건부 액세스 
정책의 시행을 포함한 Workplace Join 
기능을 제공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디바이스 관리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에 제공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기반 디바이스에 대한 포괄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and 
Windows In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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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Microsoft는 조직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IT가 이미 배치한 보안 및 관리 
모델로 통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그러한 디바이스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업 리소스에 대한 일관된  
액세스 사용 
저렴한 고속 광대역 및 Wi-Fi 네트워크의 확산, 속도 및 가용성은 직원들이 이동하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들은 디바이스를 통해 
일관된 방식으로 회사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된 기술을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장소 초월 업무 
패러다임은 IT가 기업 도구,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및 서비스 등 직원들의 리소스 액세스 
방식의 혁신을 필요로 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인사부에 근무하는 Paul은 자신이 기술에 정통한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바일 기술의 얼리 어댑터인 Paul은 이제 자신의 개인용 디바이스가 직장에서 지급한 
디바이스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Paul은 면접 전 지원자들의 
이력서 검토를 유연하고도 강력한 성능을 갖춘 자신의 개인용 디바이스를 통해 가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Paul은 자신이 선택한 어떤 디바이스에서나 기업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IT는 그의 개인용 디바이스에서 Paul에게 기업 

리소스에 대해 일관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Paul의 회사 IT 부서는 과거에 개인용 디바이스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최근에는 효율적인 
디바이스 관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기업 리소스를 보호하면서 액세스를 제공하는 
인간 중심 IT 솔루션 구현을 위해 Microsoft와 협력했습니다. 
관리 대상 디바이스를 등록한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디바이스로 회사 포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포털은 디바이스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근의 기업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Windows Server 2012 R2의 새 기능인 Work 
Folders는 사용자들이 한 장소에서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디바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기업 데이터 센터와 동기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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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   사용자들은 설치가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회사 포털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업 소유의 LOB 응용 프로그램, 웹 응용 프로그램, 공개 앱 
스토어(Windows 스토어, Windows Phone 스토어, Apple 앱 스토어, Google Play)에서 사용할 수 
있는 IT 권장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 등의 디바이스를 통해 기업 응용 프로그램을 확인, 설치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  IT는 사용자 지정 역할(예: 재무 관리자 또는 그룹 관리자) 또는 Active Directory에 속한 그룹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사용자들이 회사 포털에서 볼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포털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디바이스에서 회사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관리 시스템 및 회사의 액세스로부터 디바이스를 제거하는 등 관리 대상 모든 
디바이스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  Work Folders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디바이스로 회사 파일 서버의 개인용 Sync Share에 저장된 

파일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IT는 이러한 공유를 과 통합하여 내용에 따라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 및 
보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사용자 디바이스로 복제가 됩니다. 

•  IT는 다단계 인증 및 조건부 액세스로 리소스를 게시하는 Web Application Proxy를 통해 외부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회사 포털 각 디바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되며,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포털. 사용자들은 자신의 관리 
대상 디바이스를 확인 및 제거하며 작업 데이터 
동기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and 
Windows Intune 

 
 

Work Folders 사용자 디바이스와 파일을 동기화하도록 구성된 
기업 환경에서의 파일 서버상의 중앙화된 위치. 
Work Folders는 조건부 액세스 집행을 위하여 
역방향 프록시 또는 Web Application Proxy를 통해 
직접 게시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Web Application 

Proxy 
역방향 프록시 패스스루(pass-through) 인증 또는 
정책 기반 조건부 액세스에 대한 ADFS와의 통합 
과정에서 Work Folders 등 외부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기업 리소스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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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Microsoft는 IT가 보안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의 규제 준수를 위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직원들이 어디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디바이스로 기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icrosoft 데스크톱 가상화를  
이용한 Windows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 배포 
 
기업이 더 많은 개인 소유 디바이스에 적응함에 따라 IT는 직원들에게 일관성 있고 관리가 되는 
엔터프라이즈 데스크톱의 제공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Microsoft Remote Desktop 
Services/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는 IT가 기업 내·외부 어디에서나 직원들이 개인용 
디바이스 및 기업 디바이스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기업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중앙집중식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Adam은 자신의 회사 IT 부서의 데스크톱 담당 관리자입니다. 과거에는 PC가 모두 
기업 소유였기 때문에 Adam은 일련의 표준 정책 및 응용 프로그램이 포함된 시스템에 표준 
데스크톱 이미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PC와 노트북 및 태블릿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점점 더 증가하자 Adam은 데이터 보호를 위해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디바이스의 응용 
프로그램에도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IT는 데이터 센터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표준 데스크톱 솔루션을 배포하는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IT는 관리되지 않는 어떤 디바이스에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등 데이터를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는 다양한 디바이스들 및 

위치로부터 이러한 가상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Windows Server 2012 R2는 풍부한 사용자 경험과 함께 배포 및 구성이 쉬운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crosoft의 사람 중심 IT 솔루션을 통해 IT는 개인 및 풀링된 가상 
머신(VM) 기반 데스크톱뿐만 아니라 Microsoft Azure RemoteApp을 이용해 온프레미스는 
물론이고 클라우드에서도 호스팅하여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RemoteApp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Microsoft 솔루션은 IT 부서에 몇 가지 스토리지 
옵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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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합 환경과 다양한 배포 옵션을 지원하는 단일 관리 콘솔 
 
Windows Server 2012는 VDI 환경에 대한 배포 및 관리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중요한 기능 향상을 제공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Remote Desktop 앱 및 
Azure RemoteApp은 새 주요 기능과 함께 사용자 경험 및 관리 능력을 꾸준히 개선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  Windows Server 2012는 VDI 배포의 구축, 구성 및 관리를 위한 단일 콘솔을 제공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는 관리 콘솔에 대한 세션 셰도잉을 통해 헬프 데스크 및 IT 담당자가 
사용자 세션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  Windows Server 2012는 값비싼 SAN 저장소를 대체하여 고성능 저장소를 제공하는 SMB 3 및 
VDI 저장소용 Storage Spaces를 지원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는 개인용 VM이 
소비하는 디스크 공간을 최소화하는 온라인 디스크 중복 제거를 지원함으로써 저장 공간 
기능을 더 확장해줍니다. 또한 저장소 계층화에 대한 지원을 제공, IT로 하여금 솔리드 
스테이드와 회전 디스크를 함께 사용하여 여러 디스크들에 걸쳐 데이터 위치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저장소 볼륨을 생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액세스되는 대부분의 데이터 
블록들이 고성능 디스크에 배치되도록 해줍니다.

세션 기반 풀링된 VM 개인용 VM 

단일 플랫폼, 단일 경험, 3가지 배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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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Windows Server 2012 R2는 작업자 일정에 따른 중복 제거를 제공한다. 

•  Windows Server 2012는 WAN 연결을 통해 원격 데스크톱의 성능을 개선하는 RDP(Remote 
Desktop Protocol)에 여러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로컬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처럼 그래픽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RemoteApp 프로그램의 형상을 강화하여 
수행됩니다. 코덱 및 디스플레이 처리에 대한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연결이 끊긴 세션은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시 연결됩니다. 연결 시간은 70초에서 10초 미만으로 단축됩니다. 

•  Windows Server 2012의 Remote Desktop Gateway(RD Gateway)는 플러그형 인증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플러그인을 기록하여 일회용 암호 (OTP) 또는 RD 
Gateway에 대한 RSA SecureID 인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세션 셰도잉 관리자들이 RD Session Host 서버에서 활성 사용자 세션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중복 제거 저장소  VDI 컬렉션을 위한 가상 하드 디스크(VHD) 파일을 포함하는 
저장소 볼륨을 통해 저장소에 대한 중복 블록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소비된 저장소를 줄이기 위해 중복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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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계층화 속도가 서로 다른 여러 디스크가 결합된 저장소 볼륨을 

활성화합니다. 운영 체제는 자동으로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 
위치를 최적화하여 가장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를 빠른 
디스크에 배치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RemoteApp 일반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에 대한 정확한 축소판을 표시합니다. 창을 
이동하면 와이어 프레임뿐만 아니라 전체 창이 
이동합니다. RemoteApp 창의 투명한 부분이 정확하게 
렌더링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빠른 재연결 연결이 끊긴 세션을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빨리 
재연결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동적 해상도 변경 전체 화면 원격 데스크톱 세션을 통해 사용자가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하지 않고도 끝점에서 해상도 변경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코덱 및 디스플레이 
개선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이용한 경험 해결을 절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에서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Remote Desktop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BYO 디바이스로 쉽게 액세스 
Windows Server 2012 R2의 출시와 함께 Microsoft는 Windows, Windows Phone 8.1, 
Windows RT, iOS, OS X 및 Android 등 다양한 디바이스 및 플랫폼에 대한 쉬운 액세스를 
제공하는 Microsoft Remote Desktop 응용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Microsoft VDI는 
단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PC(RD 게이트웨이를 통한 Windows Professional 및 상위 
에디션에 대해), 개인 또는 풀링된 가상 머신(VM) 기반 데스크톱,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RemoteApp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및 IT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디바이스에서 응용 프로그램 저장소를 방문하여 
Microsoft Remote Desktop 응용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 6 iOS용 Microsoft Remote Desktop 응용 프로그램 – 연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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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OS용 Microsoft Remote Desktop 응용 프로그램 – 검색을 위한 화면 키보드 
 

 
 

그림 8 OS X용 Microsoft Remote Desktop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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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 

Windows, Windows Phone 8.1, Windows RT, iOS, OS X 및 
Android 등 다양한 디바이스 및 플랫폼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Azure RemoteApp 

 

Microsoft Azure RemoteApp  
직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제한된 리소스로 해결해야 하는 IT 부서에게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Microsoft Azure RemoteApp은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확장성, 민첩성 및 유연성을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Azure 플랫폼을 기반으로 풍부한 Windows 응용 프로그램과 Microsoft가 수년간 
쌓아온 강력한 Remote Desktop Services 노하우는 이러한 Azure RemoteApp의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Azure RemoteApp은 다양한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회사 응용 프로그램이 Azure 클라우드의 Windows Server를 기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확장 및 업데이트가 더욱 용이합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Microsoft Remote Desktop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만 하면 
이후부터는 Microsoft의 RDP(Remote Desktop Protocol)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마치 사용자의 로컬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안정적인 Azure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앙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시 
Azure에서만 업데이트하면 되므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Azure RemoteApp은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 기업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IT 부서는 탄력적인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하여 온프레미스 
인프라의 과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배포 
문제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동이 잦은 모바일 작업자 

• 임시 또는 계절에 따른 계약직 종사자 또는 공급업체 

• 학생 

• M&A 기간 중 신규 채용된 직원 
 

IT 부서는 클라우드 배포와 하이브리드 배포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기업의 
온프레미스 인프라와 통합할지, 아니면 독립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배포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가 Azure RemoteApp을 기존 인프라에 구축하고 싶다면 자신의 세션 호스트를 사용해 
LOB 응용 프로그램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와 Azure Active Directory가 통합되어 사용자는 자신의 기업 자격 
증명을 통해 서비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IT 부서가 클라우드 배포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Azure RemoteApp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앱들을 사용해 액세스를 신속히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기업 
자격 증명을 이용하거나 Microsoft 계정(Outlook.com 등)을 통해 기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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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원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클라우드 기반 
RemoteApp 

Windows Server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 Microsoft Azure를 

통해 배포됩니다. 
Azure RemoteApp 

 

결론 
 
Microsoft 데스크톱 가상화는 IT가 규정 준수를 위반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데이터 무결성이 항상 유지될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도난, 성능 저하 또는 분실로 인한 데이터 유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거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데스크톱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함으로써 비즈니스 연속성까지 
보장됩니다. 
 

사용자 내부 리소스 
연결의 자동화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어디에서든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하려는 사용자 요구와 악의적 
의도로부터 기업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IT 요구 간의 균형은 사용자 인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용자에게는 여러 계층의 자격 증명 추적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자격 증명이 
로그인이 각각 다를 수 있는 위치와 디바이스 유형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경우 사용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로그인 정보 차제를 간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안 
액세스 수준이 낮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로그인 프로세스로 문제에 봉착할 경우 사용자들은 헬프 데스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지원 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Mary는 주 3일간 현장 프로젝트 플래너로 활동합니다. 현장에 있는 동안 Mary는 기업 
네트워크에 한 번 로그인한 다음, 내부 네트워크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와 상관없이 또 다른 암호 
인증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두 번 Mary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집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파일에 액세스하려면 여러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회사 네트워크에 로그인한 다음, 자신이 사용하는 기업 도구에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옆 스티커 메모에 모든 로그인 정보들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단계 인증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ry는 회사 리소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필요로 

하고 IT는 회사 리소스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그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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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원  

 

 
 
 
 
사람 중심 IT 솔루션 
개인용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하여 직원들의 회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능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IT는 기업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Microsoft는 4가지 방식으로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 DirectAccess는 도메인에 속한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한 "항상" 연결을 제공합니다. 
• Windows Server의 Remote Access 역할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기업 리소스로 기존 VPN 연결을 

제공합니다. 
• Windows Server 2012 R2의 기능인 Web Application Proxy는 IT가 기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게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 Windows 8.1의 새 기능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 대신 VPN을 

트리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IT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기업 리소스에 대한 VPN 연결을 자동으로 트리거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세부 사항 및 Wi-Fi/VPN 프로필을 사용자 디바이스에 배포할 것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IT는 기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엄격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Web Application Proxy는 ADFS와 
통합되어 IT 보안 관리자가 기업에서 관리하는 디바이스와 그렇지 않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원격 
사용자를 선별하여 기업 리소스를 게시함으로써 사용자, 디바이스, 위치 및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한 조건부 액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Web Application 
Proxy 

IT 부서는 기업 리소스를 외부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ADFS와 통합할 경우 사용자의 리소스 연결과 
관련하여 다단계 인증과 조건부 액세스 정책까지 이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VPN, 이메일 및 Wi-Fi 
프로필에 대한 지원 

VPN, 이메일 또는 Wi-Fi 프로필에 대한 정책과 
구성을 배포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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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용자를 위한 단일  
사용자 ID 이용 
 
기업 환경의 소비자 디바이스 급증을 비롯해 클라우드 기반 SaaS 응용 프로그램에 따른 
도입 완화로 인해 내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를 통제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Robert는 전 세계 고객을 상대하는 세일즈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동 중일 때도 
최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하거나 기억해야 할 일들이 
항상 넘쳐나지만 자신의 디바이스나 업무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다수의 로그인 정보와 프로필을 기억해야 하는 일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지체시키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간소화를 비롯해 앱 액세스, 그룹 협업 
설정, 암호 재설정 등 대부분 작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절실합니다. 

 
 

Robert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포함하여 다수의 리소스에 쉽게 로그인하거나, 기업 

네트워크나 클라우드에서 공통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T 

부서는 기업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모두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통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사용자는 액세스 대상을 비롯해 사무실, 원격 또는 클라우드 기반 SaaS 응용 프로그램 등 
작업 방식에 상관없이 단일 ID를 이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하나뿐이라서 사용자는 편하게 작업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암호를 잊어서 재설정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셀프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거나, 협업 및 리소스 액세스를 위한 나만의 그룹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작업에 집중하여 스스로 업무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원 비용이나 비생산적인 중단 
시간도 줄어듭니다. 
IT 부서 역시 모든 기업 정보는 물론이고 기업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통한 응용 
프로그램 및 리소스 액세스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사람 중심 IT 솔루션은 ID 동기화와 페더레이션을 구현하여 각 사용자의 
단일 ID를 생성합니다. 또한 사용자 검증을 위한 추가 보안 수준(다단계 인증 등)과 조건부 
액세스 정책(디바이스 등록 등)을 강화한 기능도 지원합니다. 
보고 및 경고 기능은 IT 부서가 사용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여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식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 불규칙한 액세스 패턴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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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Active Directory 
 

Azure Active Directory는 클라우드 ID 및 액세스 관리 솔루션으로서 그룹 관리 및 암호 
재설정, SaaS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SSO(Single Sign-On), IT 부서의 사용자 관리, 보안 
보고 등의 셀프 서비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IT 부서는 온프레미스 
디렉토리와 Azure Active Directory 간 사용자 ID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Active Directory는 사용자 및 디바이스 인증을 비롯해 리소스 액세스에 
대한 승인을 세분화하는 등 온프레미스 인증 솔루션의 핵심 기능을 지원합니다. 

 
Identity Manager 

 
Identity Manager는 온프레미스 ID 관리 기능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셀프 서비스 그룹 
관리 및 암호 재설정이나 다수의 ID 디렉토리 간 ID 동기화가 포함됩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클라우드 기반 ID 
관리 

Azure 기반 ID 및 액세스 관리 기능으로서 사용자 및 그룹 
관리, 암호 재설정, 보안 보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Windows 
Server 2012 R2 
Identity Manager 

ID 동기화 새로운 ID 동기화 엔진으로서 온프레미스 ID 정보를 Azure 
Active Directory와 동기화하며, 여기에는 지원되는 동기화 
시나리오가 모두 포함됩니다. 

Azure AD Sync 

 

결론 
Microsoft의 Enterprise Mobility 솔루션은 사용자들이 그 선택 디바이스로 기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디바이스 구성에 대한 복잡성을 최소화하며 IT로 하여금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 가능한 사용자와 디바이스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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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 통합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를 통한 통합 응용 프로그램 및 
디바이스 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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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디바이스 중심 기업에서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의 이동은 수많은 과제를 안겨줍니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잠재적으로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플랫폼 및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IT는 다양한 변수(사용자, 그룹 및 디바이스 유형 등) 및 디바이스 
위치(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외부 환경)에 따라 디바이스 설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IT 관리자는 기업 보안을 보호하고 규정 준수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림 9 사람 중심 IT는 통합 환경을 필요로 한다 
 
단일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 및 기업 소유의 디바이스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업무에 바쁜 IT 
관리자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원격 등 어디에서나 네트워크 활동을 효율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바이스들은 클라우드 또는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단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IT가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디바이스 유형에 상관없이 
이러한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통합 솔루션은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응집력 
있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IT가 기업 규정 준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직원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작업하고 IT가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모두)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할 경우,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단일 ID를 갖는 것은 필수입니다. 
직원이 액세스하는 리소스 종류나 액세스 위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이 단일 ID는 직원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전체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Microsoft가 어떻게 통합된 권한으로 사람 중심 IT를 지원하는지 
설명하는 샘플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과제 

사용자가 기업 환경의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모두에 위치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경우 

사용자에게 공통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ID를 관리하고 기업 환경에 걸쳐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은 IT 리소스의 

과도한 소모입니다. 

솔루션 

사용자가 어디서 어떤 리소스에 액세스하더라도 

사용자에게 SSO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와 IT는 페더레이션을 통해 외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공통 I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T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ID 도메인에  

걸쳐 ID를 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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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를 통한 기존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인프라의 확장과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비용 절감과 사용자의 리소스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기업 리소스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클라우드로 확장함에 따라 기업 
자산 관리는 개별화되며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이동은 더 많은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 기업 모델에 대한 복잡성 관리로 인해 기본 리소스 관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Matt는 회사의 온프레미스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인프라를 
구성하는 자산을 담당하는 IT 관리자입니다. 이제 Matt은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해야 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모든 물리적 및 가상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관리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등록된 
디바이스들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IT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서 모두 디바이스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기업 리소스가 클라우드로 확장됨에 따라 IT는 그러한 리소스를 전체 기업 인프라의 일부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집중적인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은 단일 관리 콘솔에서 물리적 및 가상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 기능을 확장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  IT는 클라우드 기반 Windows Intune 서비스와 자사의 온프레미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인프라를 연결하여 단일 관리 콘솔에서 상주하는 세상에서 
기업 리소스에 연결하는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콘솔에서 IT 관리자들은 모바일, 물리적 및 가상 자산을 식별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포괄적 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디바이스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액세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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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통합 관리 인프라 IT가 단일 관리 콘솔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어디에서나 PC, 모바일 디바이스, 서버 및 가상 머신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결론 
 

Microsoft는 Windows Embedded 디바이스, OS X, iOS 및 Android 디바이스, 그리고 
UNIX/Linux 서버를 비롯한 Windows 기반 PC, 태블릿, 휴대폰, 서버 등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디바이스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별도의 이기종 제품을 학습하거나 구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통합에서 비롯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에 걸친  
사용자 중심 관리 간소화 
리소스의 액세스를 위해 사용되는 디바이스 유형은 PC와 노트북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등)까지 확대됨으로써 디바이스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IT로의 이동은 잠재적 사용자 및 디바이스 조합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사용자는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중에는 
기업 소유이거나 개인이 소유한 것도 있습니다. IT는 사용자와 연결된 디바이스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디바이스에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Ann은 직장에서는 자신의 PC로 회사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출장 중에는 회사 
노트북으로 액세스하며 저녁과 주말에는 자신의 Microsoft Surface로 액세스합니다. IT 
부서는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을 이용하여 
Ann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 자신의 디바이스를 
등록한 Ann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Ann은 자신의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IT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물리, 가상 또는 모바일을 포함하여 기업 인프라를 구성하는 디바이스들의 통합은 사람 
중심 IT로의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을 통해 Microsoft는 IT가 모든 디바이스 유형을 관리하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걸쳐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콘솔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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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Microsoft의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통해 두 가지 배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Windows Intune을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시나리오이고, 나머지 하나는 Windows Intune에서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확장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입니다.  
 
Windows Intune 
Windows Intune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PC를 클라우드에서 관리하여 BYOD를 
구현함으로써 직원들이 기업 정책을 준수하는 동시에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액세스에 사용할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Windows Intune의 웹 기반 관리 콘솔은 Windows, Windows RT, Windows Phone 8, 

Apple iOS 및 Android 디바이스를 포함해 기업 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대한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IT 부서는 온프레미스 인프라 없이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업로드 및 게시하거나, 관리 및 보안 정책을 구성하여 배포하거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퓨터 인벤토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직접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PC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싶다면 Windows Intune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와 함께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된 
Windows PC, Mac 및 Unix/Linux 서버까지 관리하고 싶다면 Windows Intune과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를 통합하십시오. 그러면 관리 콘솔, 인프라 및 
보고 기능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된 종합 관리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IT는 OS X, iOS 및 Android 디바이스, 그리고 UNIX/Linux 서버를 비롯한 

Windows 기반 PC,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서버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IT 관리자는 Configuration Manager 단일 콘솔을 사용해 모든 PC, 모바일 
디바이스 및 서버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정책을 정의하거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통합 디바이스 관리 IT로 하여금 디바이스 관리와 정책 적용 및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게 
해줍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결론 
 
Microsoft는 클라이언트 관리 인프라 비용과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Windows Intune을 클라우드 전용 솔루션으로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하거나, 기존 
Configuration Manager 인프라를 Windows Intune과 통합하여 단일 콘솔에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모두 관리함으로써 하나의 통합 솔루션에서 클라이언트 관리와 보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간소화된 이 접근 방식은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협 요소를 식별하고 규정 위반을 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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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플랫폼에 걸친  
포괄적 설정 관리 

 

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유형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설정이 잘못될 경우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해 가능한 설정의 추적은 
더욱 더 중요하고도 복잡해졌습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IT 부서의 Ben은 직원 소유 디바이스에 대해 기업 지원을 확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모든 
디바이스들은 Windows 기반이며 일부 사용자들은 직장에서 개인용 PC 및 노트북과 
함께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en은 각 유형의 디바이스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학습할 시간이 없지만 각 디바이스들이 
기업 리소스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회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는 해당 디바이스와 관련된 
PIN을 갖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IT는 모든 디바이스 유형, 플랫폼 및 사용자에 걸쳐 지원을 확장하고, 해당 

디바이스가 회사 또는 직원 소유든 상관없이 디바이스를 유연하게 구성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포괄적인 관리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디바이스를 확인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이러한 
디바이스에 대한 구성 또는 관리 작업을 중앙 집중화할 수 없다면 규제 준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비저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은 디바이스 
유형에 관계 없이 디바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통합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System 
Configuration Manager로 IT는 기업 리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Ben의 회사는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는 단일 관리 콘솔로 모든 디바이스 유형에 대한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Ben은 또한 모든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가 회사 또는 직원 소유든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배포 및 디바이스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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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통합 관리 콘솔은 디바이스 구성을 간소화한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  IT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 유형에 걸쳐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암호 및 PIN, 암호화, 무선 통신 인증서 등 보안 및 규정 준수 설정.  
•  응용 프로그램(이메일, 스토어, 브라우저 및 콘텐츠 등급 등) 
•  IT는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IT는 소프트웨어 배포 지점의 사용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생성하고 콘텐츠 배포 우선 순위를 

수립함으로써 인프라 및 배포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정책 

IT가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모바일 디바이스 플랫폼에 특화된 구성 정책을 수립 및 
배포할 수 있게 해줍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소프트웨어 배포 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기업 또는 개인용 디바이스에 응용 
프로그램을 게시 또는 배포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배포 지점 사용 
보고서 및 관리 

사용량이 초과 또는 미달된 리소스를 확인하고 패키지 복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프라를 통해 
소프트웨어 배포 지점에 대한 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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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은 PC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이든,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든 상관없이 조직이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IT는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가 기업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안 및 규정 준수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를 통해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일반적인 ID 정의 
 
모든 IT 부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기업 리소스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데이터 액세스를 시도할 때마다 잠재적인 보안 위험이 뒤따릅니다. 직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된 위험 관리는 직원들이 회사 소유 및 관리 대상 자산만 사용하여 회사 
리소스에 액세스할 당시에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기업이 소유했거나 
직원이 소유한 모든 유형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모델로 이동함에 따라 보안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Phil은 자신의 회사에서 보안 담당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Phil이 관리하는 
디바이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 자산의 보안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여러 디바이스들에 걸쳐 일관성 있는 인증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앙 관리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IT는 사용자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및 기업 네트워크 외부에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공통 ID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Microsoft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로 액세스 및 저장할 경우 중요한 기업 리소스에 
보다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Windows Server 
Active Directory 및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는 직원이 액세스하는 리소스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외부 네트워크 중 어디에서든지 IT 보안 관리자가 직원 ID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hil의 회사는 Windows Server 2012 R2를 배포했고 자사의 Active Directory를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든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인증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제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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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2 R2 
•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는 IT는 모든 사용자 정보에 대한 단일 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안전한 중앙 위치에서 사용자, 디바이스, 그룹, 프린터, 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디렉터리 사용이 
가능한 개체(Workplace Join 디바이스 등)에 대한 보안 설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옵션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또는 페더레이션에 대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IT는 리소스가 
클라우드 또는 회사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한 번 로그인하면 자신의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WAAD(Windows Azure Active Directory) 
•  IT는 클라우드 기반 I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환경 및 클라우드/하이브리드 응용 

프로그램 외적인 모든 사용자와 디바이스들을 위한 중앙 인증 엔드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  IT는 인증 디렉터리 권한에 대한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거나 온프레미스 

Windows Server Active Directory 또는 기타 클라우드 기반 ID 저장소와 같은 다른 디렉터리와의 
페더레이션 연결을 통해 사용자 검증 및 디바이스 인증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Azure Active Directory는 IT 부서가 모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온프레미스 디렉터리 동기화, 
수많은 SaaS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그룹 기반 SSO 인증,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한 보안 및 사용량 
보고서, 알림 메시지, 그리고 다단계 인증 등을 통해 기업 데이터와 리소스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Windows Server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사용자 및 디바이스 인증에 사용되는 ID 디렉터리를 제공하고 
액세스 정책 및 중앙집중식 구성 정책의 집행에 사용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핵심 디렉터리 서비스, 고급 인증 거버넌스 및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 관리를 통합하여 포괄적인 고가용성 IAM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중앙집중식 정책 및 
규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표준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결론 
 

IT가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 걸쳐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구축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Microsoft는 사용 디바이스 및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공통 ID를 부여하여 IT가 SSO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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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기업 정보 보호 및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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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디바이스 중심에서 사람 중심 IT로의 이동은 기업 도구 및 데이터 액세스 디바이스가 
회사 소유 및 프로비저닝된 세상으로부터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소유하고 디바이스 
내에는 기업이 통제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포함된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리소스를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하면서 유연한 
사용자 모델을 제공해야 하는 IT 관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줍니다. 사용자는 기업 
리소스에 일관되게 액세스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러한 액세스가 기업 보안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림 11 IT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IT는 사용자의 위치가 기업의 통제 속에 있든 외부에 있든 상관없이 기업 리소스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솔루션을 배포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IT는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걸쳐 
규제 및 내부 감사의 목적으로 보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은 주요 기능 설명과 아울러 Microsoft가 사람 중심 IT로 기업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샘플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과제 

직장에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져오는(BYOD) 

사용자들은 그 디바이스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로컬로 

그러한 정보들에 액세스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양의 기업 데이터는 사용자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로컬로 찾을 수 있습니다. 

IT는 데이터가 상주하는 내용뿐 아니라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분류 및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규제 준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루션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디바이스로 작업하고 

어디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든 자신의 모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T는 여러 건의 중앙 액세스 및 감사 정책을 

시행하고 문서 내용을 토대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T는 정보 액세스에 대한 감사 및 보고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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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디바이스 초기화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디바이스의 이동성은 이동 중에도 작업을 완료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만 디바이스의 분실 또는 도난 가능성과 같은 
이동성과 관련된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IT가 
원격으로 디바이스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수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동성과 더불어 모바일 디바이스 기술의 빠른 발전은 사람들이 회사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디바이스들을 과거보다 더 빠르게 바꿀 수 있고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디바이스들의 용도를 재설정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에 따라 무선 
회사에 다시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 사용을 중단할 경우 
그러한 디바이스로부터 기업 리소스를 제거할 수 있는(또는 최소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간편한 방법을 갖추는 것이 기업 도구 및 데이터의 보안을 지키는 데 
필수입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Lisa는 출장을 통해 대학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는 채용 담당자입니다. 그녀가 
부재 중인 동안에도 그녀가 소속된 인사팀은 몇몇 지원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지원자에 대한 피드백은 사내 독점 인터뷰 피드백 응용 프로그램에 기록되고 Lisa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는 동안 Lisa는 
스마트폰을 잠시 손에서 내려놨습니다. 다시 집으려고 했으나 스마트폰은 이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Lisa는 도난 당한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기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빨리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직접 디바이스를 초기화할 수 없다면 IT가 그녀 대신 디바이스를 

초기화하고 기업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을 사용하여 기업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를 선택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솔루션은 더 이상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디바이스를 사용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행히도 Lisa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회사 포털을 열고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sa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디바이스 초기화 단계를 
따릅니다. 이 조치를 통하여 모든 독점 기업 응용 프로그램 및 (해당 하는 경우) 그녀의 
디바이스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제거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회사 포털을 통해 
프로비저닝된 모든 경우 데이터는 액세스할 수 없게 되고, 기본 플랫폼이 지원할 경우 
데이터도 제거됩니다. Lisa의 회사 IT 부서는 디바이스 관리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녀가 직접 디바이스를 초기화할 수 없을 경우 IT에 알려서 관리 콘솔을 통해 디바이스 
초기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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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  IT 부서와 개별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 이메일, 데이터, 관리 정책 및 네트워킹 
프로필 제거 등 선택적 및 원격적으로 디바이스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회사 도구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디바이스 기능을 초기화하는 
관리를 통해 디바이스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선택적 초기화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기업 관련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및 
관리 정책을 제거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결론 
직원들이 자신들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분실 또는 업그레이드하거나 퇴사할 경우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포함한 기업 관련 정보를 더 이상 자신의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을 통해 사용자 또는 IT 중 하나가 디바이스에 저장된 개인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 리소스를 원격에서 디바이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업 정보의 중앙 집중화 
사용자가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함께 IT는 내부 및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업 정보의 액세스 및 공유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규제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은 IT 예산이 새로운 제약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 
IT를 활성화하는 인프라 변경 구현은 보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강력한 규정 준수 보고 기능과 함께 액세스 제어를 위한 중앙집중식 정보 보호 
모델은 사람 중심 IT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전환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데스크톱 가상화는 IT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기업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에 상주하기 때문에 분실 또는 도난 당한 디바이스로 인한 정보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중앙집중식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원격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사용자가 
액세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격 세션에서 로컬 
디스크 또는 USB 디바이스에 액세스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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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Kelly는 기업 정책 준수에 대한 보안 액세스 정책 및 감사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역할이 확장된 그녀는 이제 사용자가 제시한 디바이스들에 네트워크 
보안 또는 규정 준수 요구 사항들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로 중요한 회사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Kelly는 기업 리소스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사용자와 자신 모두가 정보의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Kelly는 여러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을 설정 및 적용하고 보고에 대한 감사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Windows Server 2012가 제공하는 최신 솔루션인 Dynamic Access Control은 IT가 Rights 
Management Services를 사용하여 문서를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등 분류 프로세스의 
결과에 따라 동적 조건부 액세스 정책 및 이행과 함께 콘텐츠 분류 정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Windows Server 2012 R2를 갖춘 IT는 이제 Web Application Proxy를 사용하여 기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게시하고 ADFS와의 통합을 통해 다단계 인증을 사용하여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T는 사용자가 Work Folders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자신의 파일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며 여기에는 Dynamic Access Control 정책과의 
통합이 포함됩니다. 

 

 
 
그림 12 Windows Server 2012 R2를 이용한 Work Folders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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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고 IT가 정보를 보호하고 규정 준수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조직이 BYOD를 사람 중심 모델의 일부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  IT 부서는 Web Application Proxy를 통해 사용자, 디바이스, 위치(내부 또는 외부) 및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 리소스를 원격 사용자에게 선택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  IT는 사용자가 권한 관리 정보를 열고, 수정, 인쇄, 전달 및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함으로써 기업 네트워크 외부로 배포되더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Rights Management Services는 파일에 대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확인하고 그러한 권한 밖에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거함으로써 Microsoft Office 
문서 및 Exchange 이메일을 보호합니다. 

•  IT는 중앙 액세스 정책을 설정하고 Rights Management를 사용하여 문서를 자동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Dynamic Access Control를 사용함으로써 파일 서버에 저장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Dynamic Access Control 감사 기능을 통해 IT는 어떤 사용자가 기밀 정보에 액세스했는지 
나타내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Work Folders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동기화 서비스를 통해 거의 모든 곳에서 자신의 
디바이스로 회사 서버에 저장된 파일과 동기화할 수 있으며 IT는 Dynamic Access Control 정책을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zure RemoteApp  
•  Azure RemoteApp은 다음과 같이 안전한 응용 프로그램 배포 솔루션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 디바이스에 설치 또는 저장되지 않고 Azure를 통해 중앙에서 관리됩니다. 사용자는 
Microsoft의 RDP(Remote Desktop Protocol)을 통해 기업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합니다.  

•  Microsoft 서비스는 글로벌 규모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내결함성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유력한 정부와 금융 서비스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기업들이 Microsoft에 의지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특히 Azure RemoteApp은 신뢰할 수 있는 Azure 보안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Web Application 
Proxy 

외부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대한 기업 리소스를 게시할 수 
있게 해주며 사용자가 리소스에 연결할 경우 ADFS와의 
통합을 통해 다단계 인증 및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동적 액세스 
제어(Dynamic Access 
Control)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특정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조건부 
정책을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자동 암호화 및 
Rights Management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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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olders 사용자 디바이스와 파일을 동기화할 수 있게 구성된 기업 
환경에서 파일 서버에 있는 중앙 위치를 부여합니다. Work 
Folders는 정책 집행에 대한 조건부 액세스를 위해 역방향 
프록시 또는 ADFS와의 통합 및 Web Application Proxy를 
통해 직접 게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RDS) 

기업에서 관리하지 않는 디바이스에 기업 데스크톱과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때 데스크톱과 
응용 프로그램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배포되므로 
디바이스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IT 부서는 세션 기반 
데스크톱, RemoteApp 또는 풀링 및 개인 가상 데스크톱을 
하나로 통합된 콘솔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클라우드 기반 
RemoteApp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Azure 플랫폼에서 Windows 

Server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기업 응용 

프로그램은 Azure를 통해 중앙에서 관리하므로 절대 

사용자 디바이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Azure RemoteApp 

 
 

결론 
Windows Server 2012 R2는 IT로 하여금 사용자가 중요한 기업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조건부 액세스 정책 시행을 통해 어떤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로 정보에 
액세스해야 할 것인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단계 인증 및 권한  
관리 서비스 
기업들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려는 소비자 디바이스의 확산에 적응함에 따라 보안 
모델은 사용자, 디바이스 유형, 위치 등의 요소의 조합에 의거하여 기업 리소스에 일관된 
보안 액세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합니다. 기업 및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자 ID와 
자격 증명에 대한 관리 및 페더레이션을 제공하는 도구를 갖춘 Microsoft는 기업 
네트워크에 대해 항상 사용 가능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기업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시나리오: John은 회사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입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도메인 인증을 
통해 사이트에 들어와 내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했었습니다. 원격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단계 인증 절차로 구성된 회사 제공 장비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John의 회사는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자신의 디바이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안전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기업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사용자 디바이스 솔루션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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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는 사용 중인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보안 연결을 통해 기업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다단계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이 보안 모델이 지원하는 사용자는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일관된 인증 프로세스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 인증 프로세스는 승인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기업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 IT 솔루션 
Windows Server 2012 R2는 다단계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를 포함하는 정보 보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T는 사용자, 디바이스 및 위치에 따라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원격 사용자에게 기업 
리소스를 선택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백엔드에서 다단계 인증을 통합하며 SSO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Multi-Factor Authentication(이전 이름: PhoneFactor)을 통해 Microsoft는 이 
서비스를 ADFS 역할로 통합했을 뿐 아니라 Active Directory 및 기타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합하려는 
Windows Server 고객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  IT는 사용자 ID, 등록된 디바이스 ID 및 사용자 네트워크 위치(사용자가 기업 경계 안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업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IT 부서는 Web Application Proxy를 통해 기업에서 관리하는 디바이스와 그렇지 않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원격 사용자를 선별하여 기업 리소스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 인증 기능이 ADFS에 통합되어 IT는 사용자와 디바이스들이 회사 환경에 접속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능 
 

기능 설명 제품 

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ADFS) 

Microsoft Azure Multi-Factor Authentication(이전 이름 
PhoneFactor)을 통해 IT는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대한 추가 
인증 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Azure Multi-
Factor 인증 

Web Application 
Proxy 

기업 리소스를 외부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Rights Management 
Services 

문서를 암호화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기업 데이터의 노출 또는 
사용을 방지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Azure Rights 
Management 



41 

Protect Your Data  

 

 
 
 
결론 
Microsoft는 IT가 기업 관리 또는 통제 밖에 있는 디바이스로 기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IT는 보안을 유지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추가 인증 
단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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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 IT의 소비자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입니다. 수많은 개인용 디바이스와 
유비쿼터스 정보 액세스 및 그로 인한 유연한 근무 형태의 급성장을 수용하는 명확한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은 더 많은 동기 부여 의식을 가지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IT 부서가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관리와 기업 보안 및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직원들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는 IT 소비자화 및 관련된 
유연한 근무 형태를 사람 중심 IT의 일부로 지원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icrosoft가 정책 및 기술이 수준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고객 및 파트너들에게 
사용자, 디바이스,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등 전체 소비자화 계층에 걸쳐 검토하도록 
꾸준히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권한 관리, 동적 액세스 제어 및 감사는 
적어도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구성 정책만큼 중요합니다. 

Microsoft 기술을 토대로 구축된 지능형 인프라를 통해 조직은 사용자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Microsoft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IT 관리자는 서로 다른 디바이스들을 관리하는 기술 및 절차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도구는 조직의 시스템, 데이터 및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IT 소비자화의 수용 및 관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Microsoft의 사람 중심 IT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IT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디바이스는 기업 인프라에 쉽게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디바이스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한 기업 액세스 및 보안 정책을 준수 및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직원들은 일관된 방식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업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하고 호환 디바이스로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업 정보는 디바이스 분실, 도난 또는 교체 시 디바이스로부터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Windows Server 2012 R2,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Microsoft Azure 및 Windows Intune은 조직이 IT 소비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Microsoft의 사람 중심 IT 솔루션을 통해 조직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사 환경을 통합하며 기업 데이터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화 및 사람 중심 
IT 모델을 수용하고 기업 규정 준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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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약 
 

사용자 지원 
기능 설명 제품 
BYOD 등록의 간소화 Web Application Proxy 

 
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ADFS) 

 

디바이스 관리 

Windows Server 2012 R2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기업 리소스에 대한 일관된 액세스 
사용 

Work Folders 
 
Web Application Proxy 

 

회사 포털 

Windows Server 2012 R2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Microsoft 데스크톱 가상화를 이용한 
Windows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 
배포 

세션 셰도잉 
중복 제거 저장소 
저장소 계층화 
RemoteApp 
빠른 재연결 
동적 해상도 변경 
코덱 및 디스플레이 개선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2 R2 
Azure RemoteApp 

사용자 내부 리소스 연결의 자동화 Web Application Proxy 
VPN, 이메일 및 Wi-Fi 프로필에 
대한 지원 

Windows Server 2012 R2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각 사용자를 위한 단일 사용자 ID 이용 클라우드 기반 ID 관리 

ID 동기화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Windows Server 2012 R2 
Identity Manager 

 
Azure AD Sync 

 

사용자 환경 통합 
기능 설명 제품 
클라우드를 통한 기존 System Center 
Configuration Manager 인프라의 
확장과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통합 관리 인프라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45 

Summary  

 

 

 
 
 
 
 
 
 
다양한 디바이스에 걸친 사용자 중심 
관리 간소화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다양한 플랫폼에 걸친 포괄적 설정 
관리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정책 
 
소프트웨어 배포  
 
배포 지점 사용 보고서 및 관리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를 통해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일반적인 ID 
정의 

Windows Server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데이터 보호 
기능 설명 제품 
선택적 디바이스 초기화 선택적 초기화 System Center 2012 R2 

Configuration Manager 및 
Windows Intune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업 
정보의 중앙 집중화 

Web Application Proxy 
Work Folders 
동적 액세스 제어(Dynamic Access 
Control)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RDS) 
Microsoft Azure RemoteApp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Azure 

다단계 인증 및 권한 관리 서비스 사용 ADFS(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Web Application Proxy 활성 
Rights Management Services  

Microsoft Azure Multi-Factor 인증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Azure Rights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