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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CITRI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DesktopDirect는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데스크톱 접속 솔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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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DIRECT FAQs



D E S K T O P D I R E C T  F A Q S

Q. DesktopDirect 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A. DesktopDirect를 사용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어디에서나 사무실의 Windows 기반 컴퓨터 (실제 또는

가상), 터미널 서버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여 작업 할 수 있습니다. 통신은 SSL로 암호화되
고 데이터 유출은 방지하면서도 완전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Q. DesktopDirect의 라이선스 기준은 무엇입니까? 

A. DesktopDirect의 라이선스는 동시접속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Q. DesktopDirect 동시에 몇 명의 사용자를 지원합니까?

A. DesktopDirect License가 있는 AG 시리즈는 다양한 사용자 수를 지원합니다.

중소 기업 규모 라이센스는 최소 10 명의 동시 사용자에서 시작하며 가장 큰 DesktopDirect 
어플라이언스는 최대 12,000 명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Desktopdirect는 클
러스터를 구성하면 최대 64,000 명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G Series Appliance
Maximum Concurrent 
DesktopDirect Users

AG1000/1000T 100

AG1100/1150 1200

AG1200 6,000

AG1500 12,000

AG1600 12,000

최소 6 개의 AG1500 또는 AG1600 어플라이언스를 클러스터로 구성하면 최대 64,000명의 동시 사용

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DesktopDirect는 데이터 유출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A. DesktopDirect를 통해 사용자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reen만 공유되기 때문에 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지 않고 데이터는 회사 네트워크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관리자는 복사 / 붙여 넣기, 폴더 리디렉션 및 프린터 리디렉션을 하지 못하게 통

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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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esktopDirect는 태블릿/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예, MotionProapp를 통한 Apple iOS 및 Android 장치에서의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ART (Array Registration Technology)를 사용하여 장치를 스스로 등록 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감사 추적이 가능하고, IT 부서 관리자가 모든 장치에 대해 인증에 대해 직접 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Q. DesktopDirect client app의 비용을 별도로 받습니까?

A. MotionPro 클라이언트 앱은 무료입니다. Apple AppStore (iPhone 및 iPad 용) 및 Google Play(Android

장치 용)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Q. DesktopDirect를 이용하면 원격지에서 사무실에 있는 dekstop에 어떻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까?

A. DesktopDirect 사용자는 사용자에게 할당된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저 대역폭 경로를 제공하여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Q. DesktopDirect을 이용하면 Citrix 를 통해 퍼블리싱되는 애플리케이 
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Array AG시리즈는 Citrix 서비스를 프록시할 수 있습니다.

Q. DesktopDirect는 VPN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A. DesktopDirect는 VPN이 아니지만 어레이의 SSL VPN 솔루션과 함께 구축됩니다.

Array의 AG Series SSL VPN은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바일 직원에게 원격 액
세스를 제공하는 데 탁월합니다. DesktopDirect를 통해 사용자는 모든 장치 (가정용 PC의 브라우저 또
는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에서 회사 리소스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DesktopDirect를 통해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할당 된 파일 액세스 및 복사 정책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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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esktopDirect는 원격 디바이스의 권한 검사를 위한 호스트 체킹을 
        지원합니까?

A. 예, DesktopDirect는 원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호스트 체킹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또는 스마트 폰 사용자의 경우 DesktopDirect는 장치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 사
          용자의 경우 DesktopDirect는 호스트 ID, 하드 드라이브 일련 번호 및 기타 식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호스트 체킹은 IT 부서에서 제어하는 DesktopDirect 기능입니다.

Q. DesktopDirect와 Cltrix 라이선스 비용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A. DesktopDirect는 Citrix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입니다. 

            DesktopDirect는 기존 IT 인프라 및 응용 프로그램과 작동하므로 유사한 Citrix 솔루션을 사용하는 모든
          직원에게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은 인프라 및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DesktopDirect를 사용하여 10 : 1의 비용을 절감 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우리는 이미 CITRI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A. XenApp은 서버 인프라를 구축해야하지만 DesktopDirect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서버 및 관리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DesktopDirect는 공급 업체 잠금 기능이 없는
          개방형 아키텍처로 PC, iPhone, iPad 및 Android 태블릿 및 스마트 폰에서 물리적, VMware 또는 Citrix
            기반 VDI 등 모든 유형의 데스크톱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시 라이센스는 매년 XenApp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의 1/10입니다.

Q. DesktopDirect는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데스크톱 접속 솔루션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A. DesktopDirect는 IT에서 설치 및 제어하는 엔터프라이즈 급 제품입니다.

            사용자는 여러 번 로그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 사무실 용, GoToMyPC 용).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공유되지 않습니다. 간편성 외에도 DesktopDirect는 신규 사용자와의 배포, 유지 관
          리 및 확장 비용이 절감됩니다. 25 동시 사용자의 경우 ROI는 수 개월에 불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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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ctiveDirectory, RSA 또는 다른 MFA인증 솔루션과 연동이 됩니까?

A. 예. DesktopDirect는 LDAP, RADIUS, 인증서, LocalDB 및 HTTP 인증 방법을 지원합니다. LDAP는

           Active Directory 기반 인증에 사용되고 RADIUS는 RSA에 사용됩니다.

Q. DektopDirect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있는 PC에 로그인할 때 추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까?

A. DesktopDirect를 사용하면 추가 로그인 자격 증명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DesktopDirect는 기존 IT

            프로필 및 싱글 사인온 (SSO) 자격 증명을 활용하여 복잡성을 크게 줄입니다. IT 부서는 사용자를 위해
          새 프로필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는 여러 암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으므로 로그인 프로세스가 크
          게 간소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