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공간의혁신



코로나로시작된지난 1년간의변화는특히나업무환경의변화를가속화했습니다. 직장의물리적
개념은사라지고, 미팅은 2배, 이메일은 400억개이상증가하며원격근무가일상화되었습니다. 
이제 Digital Workspace로의변화는언제,어디서,어떻게일하느냐의전통적인시간,공간개념이
아닌회사운영모델을근본적으로변화시켜업무연속성과직원의업무만족도에큰영향을미치
게되었습니다. 

Digital Workspace로의변화

Digital Workspace 개요

Digital Workspace는사람들이어디에서일하든, 어떤기기를사용하든관계없이최대한의생산
성을내는데필요한앱과데이터를기업들이안전하게제공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더불어, 모든관리및모니터링활동을하나의중앙관리콘솔로통합하여 IT 비용과관리를간소화
할수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최종사용자기기에저장되지않기때문에보안수준의저하없이
원격액세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출처: IDC Future of Work Survey, UK only results, March 2020

Work From Anywhere



Digital Workspace 구성

Digital Workspace 업무환경구성

Hybrid 업무환경구성시, 접속방식에따라가상데스크톱기반(VDO) / 원격접속프로그램
(SBC)/  직접접속방식(VPN)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원격접속
중계서버(Optional)

외부망 사내망

외부망 사내망

외부망 사내망

VDI 시스템

VPN

링네트의 Digital Workspace는고객이언제,어디서나업무에접근할수있는최적의환경을제공
합니다. 시스템설계부터보안, 협업툴까지전체또는개별서비스제공을통해고객이만족할수
있는 Digital Workspace를구성합니다.

업무공간

협업도구



가상데스크톱기반(VDI)의세부구성도

화상회의와같은원격업무지원솔루션과안전한접속을위해네트워크가상사설망(VPN) 도입에
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 하지만원격근무수요확대에따른보안이슈도함께증대하고있
으며, VPN만으로는안전한원격근무환경을구현할수없습니다.  데스크톱가상화는원격근무자
에게사무실환경과동일한업무환경을제공함과동시에, 보안에대한걱정을해소할수있는방식
입니다.

가상데스크톱기반(VDI) 개요

가상데스크톱기반(VDI) 주요기능

Workplace Datacenter 업무시스템

기능 설명



가상데스크톱기반(VDI) 특장점

기능 설명

주요고객사



원격접속프로그램 (SBC)세부구성도

Citrix Virtual Apps는중앙에서호스팅되는 Windows 애플리케이션을설치할필요없이로컬장
치에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가상화소프트웨어입니다. 전체데스크톱이아닌개별애플리케이션
을장치에제공하며, Citrix Workspace와함께사용되어완전한가상데스크톱환경의일부로앱
을제공합니다. 
Citrix Virtual Apps를사용하면 Macintosh 컴퓨터, 모바일장치 , Google Chromebook 및
Linux 컴퓨터를포함하여일반적으로실행할수없는장치에서 Windows 응용프로그램을사용할
수있습니다 . 

원격접속프로그램 (SBC)주요기능및특•장점

Workplace Datacenter 업무시스템

기능 설명

주요고객사

원격접속프로그램방식(SBC)개요



VPN(Virtual Private Network)은인터넷회선을암호화된규격을통해개인전용선과같이사용
하는기술입니다.  VPN 기술을통해원격접속자나재택근로자가물리적인위치에상관없이어디
에서나업무를수행할수있으며, 트래픽은암호화되어데이터가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보안
성을제공합니다.

직접접속방식개요(VPN)

직접접속방식주요기능및특•장점

주요고객사

직접접속방식개요세부구성도

기능 설명

Workplace 업무시스템



보안세부구성도

Digital Workspace는업무의연속성과근무형태의유연성이라는장점을갖고있으나, 이에따른
보안의위험성도증가하고있습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따르면재택근무를하는근무자중
절반이상이사이버위협을경험했다고합니다. PC와같은정보자산들이보안취약성이높은외부
로이동함에따라악성코드나해킹등보안위협에노출될가능성이더욱높아졌기때문입니다.
원격근무의긍정적요소를지속하기위해서는기업내부망으로접속하는원격근무단말기에대한
엔드포인트보안이중요한이유입니다.

보안

보안주요주요기능및특•장점

기능 설명

주요고객사



NAVER Works 개요

NAVER Works는네이버클라우드를기반으로이용가능한업무용협업도구입니다. NAVER 
Works는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는업무용메신저로서, 동료들과소통하며, NAVER Works만의
그룹기능으로유기적인협업을할수있습니다.  타사의 NAVER Works 사용자는물론 LINE 
사용자와도대화를나눌수있어고객또는거래처와의소통채널을일원화할수있습니다.

NAVER Works 주요기능및특징

Business Chat Collaboration Management

기능 설명



Webex Meetings/Teams구성도

비대면시대의시작으로화상회의,모바일오피스는자연스러운업무형태로변화되었으며, 앞으로
업무환경은다양한방법으로나타날것입니다. Cisco Webex는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는사용
자중심의 UI를기반으로언제, 어디서나, 누구나접속가능한협업인프라입니다. 조직적, 시대적, 
문화적요구에따른스마트워크환경제공을위해서손쉬운운영및관리를위한안정성및호환성
중심의설계되었습니다. 더불어, 메신저, Video Meeting, IPT All-in-one 통합 APP을지원하며, 
강력한보안을바탕으로 Global 업계 1위 Cloud 협업서비스입니다.

Webex Meetings/Teams 개요

Webex Meetings/Teams 주요기능

* 다양한화상단말연결지원 (Cisco , Polycom, lifesize , 그외 3rd party 제품)

• 영상 / 컨텐츠공유

• 동시접속최대 1000 User 까지지원

• 동시 25개 화면표출가능

• 분임토의가능(breakout session)

• 다양한단말연결가능 (PC, Mobile, 화상단말등)

• 다양한음성서비스연결지원 (VoIP, PSTN)

• API 연동을통한다양한서비스확대

• 참석자별기능제어(음소거, 공동호스트,녹화)

• 개인회의실잠금기능(Lock / UnLock)

• 다양한레코딩저장방식 (MP4 레코딩) 

• 실시간채팅

• 동영상자료실시간스트리밍

• HD급회의서비스제공

• 브라우저및전용 APP 기반회의접속

• 화이트보드기능제공

• 교육및이벤트등에적용가능한다양한

추가옵션지원(Webex events 등)

✓ Webex비서비스지역 : 중국, 홍콩, 마카오, 러시아, 쿠바, 이란, 북한, 수단및시리아



Webex Meetings/Teams특장점

주요고객사

영업/기술문의 Mail : sales@ringnet.co.kr / Tell : 080-822-6675
www.ringnet.co.kr

기능 설명

mailto:Citrix@ring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