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SE MANAGEMENT SUITE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유동적으로 라이선스를 할당하는 선구적인
Dell 클라우드 클라이언트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1

업무 효율성 증진

보안 기능 내장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엔드포인트
를 최대 100만 개까지 관리5합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최신 방식의 실시간 엔드포인트 관리가 가능합
니다.

보안성이 뛰어난 Wyse Management Suite는 HTTP 기반 통
신, 2단계 인증 및 역할 기반 프로비저닝을 사용합니다.

간편한 배포

효율적인 생산성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Wyse Management Suite Pro를 사용
하면 즉시 전례 없던 차원의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2.
강력한 동적 디바이스 그룹화 및 규칙 기반 자동화를 통해
자동화된 프로세스와 지능적인 분석 정보를 확보하여 사전
예방적인 관리 방식을 실현합니다.

하나의 툴로 모두 해결: 중앙 집중식 관리 환경에서 Dell 엔
드포인트 관리, 시스템 및 BIOS 구성 설정, 전체 하드웨어
인벤토리 구축, 이벤트 및 감사 로그 보기 등의 작업을 손쉽
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보안 기능과 지능형 통합 관리를 통해 가상 작업 공간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Dell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및 소프트웨어로 클라우드 전략을 가속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ell.com/CloudClientWorkspace를 참조하십시오.

Wyse Management Suite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업무 환경을 고려한 설계
하나의 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Wyse Management Suite는 Dell Hybrid Client 및 씬 클라이언트에 기반한
Dell 클라이언트를 언제 어디서나 중앙 집중식으로 구성, 모니터링, 관리 및 최적화할 수 있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Wyse Management Suite는 어떤 규모의 기업에든 적합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솔루션
은 여러 버전을 통해 모든 수준의 배포를 지원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설치 및 사용

지능형 통합 관리

실행 상태 유지.
문제에 미리 대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Wyse Management Suite Pro를 사용하면 즉시 전례 없
던 차원의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2. 도우미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어디
에서나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대시보드에서 중요 알림을 확인하고, 탭 한 번
으로 실시간 명령을 보내는 등 특정 Dell 엔드포인트 및 소프트웨어의 엔드포
인트를 세련된 방식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콘솔이 7개 언
어로 현지화되어 해외 팀에서 지역 언어로 편리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및 유동적인 라이선스 할당을 통해 온프레미스(데
이터 센터), 하이브리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Dell 디바이스를 관리하여
제어 및 민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우선 방식의 멀티 테넌트 모델
은 증가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강력한 동적 디바이스 그룹화
및 역할 기반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스 자동화 및 지능적인 분석 정보로 사전
예방적인 관리가 실현됩니다.

언제든지 제공되는 지원을 통해 향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역할 기반 관리를 위한 Active Directory 인증, 2단계 인증을 통한
첨단 보안, HTTPS 기반 이미징 및 규정 준수 정책 알림 기능을 사용하여 안
심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Wyse Management Suite Pro는 Dell ProSupport3 for Software와 함께 제공됩
니다. ProSupport for Software를 이용하면 지역 내 고급 기술 전문가의 지원
을 24x7로 활용하여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Wyse Management Suite Standard 버전
무료 다운로드. 소규모 배포를 위한 무료 온프레
미스 관리 툴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개선하고 배
포 및 유지 보수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Wyse Management Suite Pro 버전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 온
프레미스 배포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둘과 프라이빗 클라
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유동적인 라이선
스 할당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사용자
단위 연간 구독 서비스입니다.
무료 평가판

Wyse Management Suite 3.5
기능 비교표

Wyse Management
Suite Standard 버전

기능

Wyse Management Suite Pro 버전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소규모 배포, 단일 위치

대규모 배포, 여러 위치, 최대
12만 개의 엔드포인트

대규모 배포, 여러 위치, 최대
100만 개의 엔드포인트

라이선스 기간

무료 다운로드

사용자 단위 서비스 구독

사용자 단위 서비스 구독

라이선스 키

없음(기본 제공)

예

예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유동적인 라이선스 할당을 통한 유연한 배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고급 설치 관리자



멀티 테넌시





도우미 모바일 앱(Android 및 iOS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





권한 세분화를 위한 관리 위임





분산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여러 리포지토리





WMS 서버 별칭 설정 옵션



IT 툴과의 통합을 위한 API 지원









확장성이 뛰어난 솔루션

아키텍처

프록시 지원(Socks5)



고가용성 레퍼런스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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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ProSupport for Software 포함









Dell 엔드포인트
Dell Hybrid Client로 구성된 Dell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ThinOS를 탑재한 Dell 씬 클라이언트







Windows 10 IoTE를 탑재한 Dell 씬 클라이언트







Dell PCoIP 제로 클라이언트(Teradici 펌웨어)



소프트웨어 씬 클라이언트(변환된 PC)





현지화된 관리 콘솔





이메일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알림, 이벤트 및
감사 로그





엔터프라이즈급 보고





보고 및 모니터링

Wyse Management Suite 3.5
Dell Hybrid Client 기능 비교표
기능

Wyse Management Suite Pro 버전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완전한 자산 가시성





자동 디바이스 검색





자산, 인벤토리 및 시스템 관리





상속 후 디바이스 수준에서 효과적인 구성 보기





보안 통신(HTTPS)





보안 MQTT를 통한 통신





802.1x 인증서 배포





다단계 인증





역할 기반 관리를 위한 Active directory 인증





LDAP를 사용한 AD(Active Directory) 매핑





SSO(Single-Sign-On)





잠금 설정(지원되는 엔드포인트의 포트 활성화/비활성화)





OS 패치 및 이미지 관리(*온프레미스 리포지토리 필요)



*

스마트 스케줄링





자동 배포





애플리케이션 번들화로 배포 간소화 및 재부팅 최소화





디바이스 속성을 기반으로 동적 그룹 생성 및 할당





애플리케이션 정책 및 서브넷 매핑에 리포지토리 할당





고급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정책





사용자 그룹 상속





최종 사용자 예외









Dell Hybrid Client 마법사 구성





다중 모니터 지원





프로필 구성 단계별 안내





사용자 개인화 데이터 로밍





애플리케이션 제공 모드 우선 순위 지정을 위한 파일 연동





BIOS 설정 및 구성 지원





정책 구성 내보내기/가져오기





기본 사용자 그룹 정책





브라우저 구성





Dell이 서명한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클라우드 공급업체 구성





Dell Hybrid Client 관리 기능

보안

종합적인 관리

자동 디바이스 등록 취소
완벽하게 제어되는 엔드포인트로 Windows PC 변환 및 용도 변경.
구성

Wyse Management Suite 3.5
씬 클라이언트 기능 비교표

기능

Wyse Management Suite
Standard 버전

Wyse Management Suite Pro 버전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자산, 인벤토리 및 시스템 관리









상속 후 디바이스 수준에서 효과적인 구성 보기







VNC를 통한 원격 섀도우





구성 가능한 하트비트 및 체크인 간격







보안 통신(HTTPS)







보안 MQTT를 통한 통신







802.1x 인증서 배포







2단계 인증





역할 기반 관리를 위한 Active directory 인증





LDAP를 사용한 AD(Active Directory) 매핑





도메인 연결 기능(WES)





잠금 설정(지원되는 엔드포인트의 포트 활성화/비활성화)





Dell 씬 클라이언트 및 제로 클라이언트 관리 기능
완전한 자산 가시성
자동 디바이스 검색

보고 및 모니터링

보안

종합적인 관리
OS 패치 및 이미지 관리(*ThinLinux 및 Windows 10 IoTE의
경우 온프레미스 리포지토리 필요)





*

스마트 스케줄링







자동 배포







애플리케이션 번들화로 배포 간소화 및 재부팅 최소화





디바이스 속성을 기반으로 동적 그룹 생성 및 할당





애플리케이션 정책에 리포지토리 할당





고급 애플리케이션 정책





완벽하게 제어되는 엔드포인트로 Windows PC 변환 및
용도 변경.





구성
Dell ThinOS 8.x 및 9.x 마법사 구성







다중 모니터 지원







Wyse Easy Setup 및 Wyse Overlay Optimizer







대량 디바이스 예외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맞춤 구성할 수 있도록 스크립팅 지원





BIOS 설정 및 구성 지원





정책 구성 내보내기/가져오기





RSP 패키지 지원





WDM 가져오기 툴



Wyse Management Suite 3.5
기술 사양

버전

Wyse Management Suite Standard: 프라이빗 클라우드
Wyse Management Suite Pro: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모드

시스템 요구 사항(WMS 서버)

물리적 시스템 또는 가상 머신에 소프트웨어 설치 가능
Wyse Management Suite Standard:
• 지원 운영 체제 –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6 및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지원 언어 팩 -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및 중국어
• 최소 디스크 공간 – 40GB
• 최소 메모리(RAM) – 8GB
• 최소 CPU 요구 사항 – 4개의 CPU
Wyse Management Suite Pro(프라이빗 클라우드 최대 5만 개 엔드포인트):
• 지원 운영 체제 –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6 및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지원 언어 팩 -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및 중국어
• 최소 디스크 공간 –120GB
• 최소 메모리(RAM) – 16GB
• 최소 CPU 요구 사항 – 4개의 CPU
간편하고 강력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설치 관리자를 통해 Wyse Management Suite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5분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엔드포인트7

Dell Hybrid Client를 탑재한 Latitude 33205 Dell Hybrid Client를 탑재한 OptiPlex 3090
Ultra, 7090 Ultra, 7070 Ultra 및 Wyse 50705
Dell Hybrid Client, Dell ThinOS 또는 Windows 10 IoT Enterprise를 탑재한 OptiPlex 3000 씬
클라이언트
Dell ThinOS 또는 Windows 10 IoT Enterprise를 탑재한 Wyse 5070 및 Wyse 5070 Extended
씬 클라이언트
Dell ThinOS 또는 Windows 10 IoT Enterprise를 탑재한 Wyse 5470 All-in-One 씬
클라이언트
Dell ThinOS 또는 Windows 10 IoT Enterprise를 탑재한 Wyse 5470 모바일 씬 클라이언트
변환된 Windows PC(이전 Wyse Converter for PCs) - 지원
Windows 7 SP1(32비트 또는 64비트) 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Windows 10(64비트)
Enterprise 및 Windows 10 Enterprise LTSB 및 LTSC(64비트)

Wyse Management Suite Pro Edition(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 옵션

1년 ProSupport for Software 및 유지 보수 서비스 구독
2년 ProSupport for Software 및 유지 보수 서비스 구독
3년 ProSupport for Software 및 유지 보수 서비스 구독
5년 ProSupport for Software 및 유지 보수 서비스 구독
참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 유동적인 라이선스 할당 지원

지원되는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11.0 이상, Google Chrome 버전 58 이상, Mozilla Firefox 버전 52.0 이상,
Windows 기반 Microsoft Edge
브라우저 - 영어만 지원.

지원 언어(관리 콘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Wyse Management Suite
모바일 앱

관리자가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및 iOS 디바이스용 Wyse Management Suite Pro(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평가판 소프트웨어

45일 무료 평가판 요청: https://www.wysemanagementsuite.com/

1.
2.
3.
4.
5.
6.

Wyse Management Suite Pro Edition이 필요합니다.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9월. Dell legal AD# CLM-003072.
라이선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Dell legal AD# G19000328
Dell ProSupport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com/servicecontracts/globa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및 구매 가능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제품 출시 후 이용 가능합니다.
Wyse Management Suite Pro가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Dell 씬 클라이언트 및 권장 펌웨어 빌드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Dell eSupport에서 제공하는 Wyse Management Suite 문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환경을 고려한 설계
Dell Technologies 소프트웨어 솔루션 뛰어난
유연성. 간편하고 강력한 보안.

배포

보안

관리

약 1분7 만에 배포하고 10분 이내에8 자동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설정, 구성 및
관리가 간편한 Dell 씬 클라이언트는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배포할 수 있습니
다. Dell 씬 클라이언트용 Dell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배포를 효율화함으로써 고
객이 혁신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ell의 독점적인 ThinOS로 매우 안전한 씬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9. 공격 노출 지점이 전혀 없고 API가 게시되지 않으며 데이터가 암호
화되는 ThinOS는 바이러스와 멀웨어를 차단합니다. 또는 Dell의 추가 보안 기
능을 갖춘 Windows 10 IoT Enterprise를 선택하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가상 작업 공간에 안심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MS(Wyse Management Suite)의 통합된 포괄적인 배포 및 관리를 통해 온
프레미스(데이터 센터), 하이브리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관리가 가능하
고 한 대에서 수십만 대의 디바이스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ProSupport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 내 담당자인 고급 기술 전문가의 24x7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발전에 중요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WYSE MANAGEMENT SUITE

손쉬운 구성, 모니터링 및 관리
1 - Wyse Management Suite Pro Edition이 필요합니다. 경쟁 제품에 대한 Dell 내부 분석 기준, 2021년 9월. Dell legal AD# CLM-003072.
2 - 라이선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Dell legal AD# G19000328
3 - Dell ProSupport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com/servicecontracts/globa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 제공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제품 출시 후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dell.com/support에서 제공하는 기술 문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 Wyse Management Suite Pro가 필요합니다. Wyse Management Suite는 Dell Hybrid Client, Wyse 씬 클라이언트 및 변환된 Windows PC에 기반한 특정 Dell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6 - 지원되는 Wyse 씬 클라이언트 및 권장 펌웨어 빌드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Dell eSupport에서 제공하는 Wyse Management Suite 문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 Wyse Management Suite 또는 파일 서버에서 Dell ThinOS 자동 구성을 측정한 Dell 분석 기준, 2020년 3월. Dell Legal AD#G19000215
8 - OOBE로 Dell ThinOS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Wyse Management Suite 또는 파일 서버에서 자동으로 배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Dell 분석 기준, 2020년 3월. Dell Legal AD#G19000215
9 - Dell ThinOS와 경쟁 제품을 비교한 Dell 분석 기준, 2020년 3월. Dell Legal AD#G19000130
10- 국가나 영업 부문/고객에 따라 일부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Dell Technologies Services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Copyright © 2021 Dell Inc. or its subsidiaries. All Rights Reserved. Dell Technologies, Dell, EMC, Dell EMC 및 기타 상표는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상표일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