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된 인력을 위한 
비즈니스 기술 관리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IT 플랫폼으로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 지원



2업무용 PC 직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IT

직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IT
이제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 기업들은 봉쇄 상태에서 원격 근무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서둘러 재택근무 직원들을 

지원하면서 IT 관리자와 의사 결정권자들의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잦아들고 있지만, 원격 근무는 계속됩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원격 작업과 사내 작업을 결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선호하며, 고용주는 숙련된 작업자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점차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인재를 고용하고 유지하려는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고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원 만족도가 

경쟁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각 직원의 장비와 지원 기술의 성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첨단 기술의 사용 여부는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 조직 전체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션은 분명하지만, 구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T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조직의 기술 인프라가 중앙과 모든 엔드포인트에서 안전하고 강력하며 미래의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장비가 현재와 미래의 첨단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성능과 비즈니스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단 침입과 사이버 범죄의 증가로 인해 원격 관리 지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조직의 인트라넷에서 작업하든, 퍼블릭 

클라우드나 에지에서 작업하든 전체 네트워크와 모든 엔드포인트로 확장되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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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ester Consulting1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직장 내 기술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리소스를 제공할 때 직원들의 효율이 좋아지고 생산성과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직원의 경험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관리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비즈니스입니다. Forrester 연구에 따르면 "직원 참여율이 5% 향상되면 

실질적인 수익이 3% 증가"합니다. 그리고 Forrester가 설문 조사한 회사 중  

"약 60%가 ... 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직원 만족도 점수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1 

IDC에 따르면 "기업의 IT 의사 결정권자 중 72%가 장치 선택이 인재의 

채용과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직원 만족도는 

IT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어야 하지만, 보완과 관리 용이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2고 합니다.

강력한 기술로 직원 
만족도 향상

"약 60%가 ... 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지원 만족도 
점수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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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생산성의 키를 쥐고 있는 IT

그러나 원격 사용자 또는 그들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용자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첨단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조작합니다. 또한 이메일 확인, Slack 

채팅, 연속 화상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동시 수행하면서 수십 개의 열린 브라우저 창을 넘나듭니다. 

3년 된 노트북으로는 이러한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구형 노트북은 작동이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며, 

기술 지원이나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생산성이 저해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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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직원 평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Forrester에 따르면, IT 관리자와 직원은 "PC가 빠르고 안정적이며 연결성이 

우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 직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점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1 

Forrester의 설문 조사에 응한 직원 중:

한편, 같은 설문조사에서 IT 의사 결정권자의 79%가 직원들이 보다 강력한 장치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지원한다고 답했지만, 직원의 49%만이 이러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51%는 온종일 사용하는 도구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불만족스럽고 무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PC 장치가 오래되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함

PC 장치가 너무 자주 고장 난다고 보고함

소프트웨어 오작동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업무를 방해한다고 응답함

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에 매우 만족함

50% 
44% 

4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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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직원 경험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
01

기술에 대한 만족으로 직원의 경험 개선
02

33%의 직원만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치에 만족1
03

직원의 절반이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고 생각 
04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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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원과 기업가의 97%가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 

사이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인력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3  

마찬가지로, 기업 리더들은 대부분 직원들이 팬데믹이 종료된 뒤에도 일주일에 최소 

며칠은 원격으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Gartner가 2020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 리더의 82%가 "새로운 기준"은 직원들이 며칠은 원격 근무, 또 

며칠은 사내 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4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근무에 대한 글로벌 실험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적절한 기술과 장치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도입한 기업은 직원들이 대체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직원이 자택근무를 하는 

동안 직업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의 경우,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상호 작용하지만, 어떤 직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업 리더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IT 직원은 이러한 역동적이고 유연한 환경에서 직원과 관리 팀을 지원 및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인력: 
차세대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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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은 원격 및 사내 근무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합니다.
01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은 직원들 간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02

IT 직원과 기술은 하이브리드 인력의 생산성과 상호 작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03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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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는 분산된 인력과 관련된 문제에 계속 직면할 것입니다. 조직의 인트라넷 

및 방화벽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이 사무실을 벗어나 클라우드나 에지에 

있을 때, 수백 또는 수천 대의 클라이언트 장치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IT 

팀의 책임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서는 실무 지원을 관리하거나 VPN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비밀번호 재설정에서 데이터 침해나 긴급한 문제 해결까지 모든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원격 사용자 기반 관리

직원과 기업가의 97%
는 원격 근무와 사내 근무 
사이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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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v프로® 플랫폼으로 원격 관리 효율성 지원

팬더믹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원격 관리 기능에 집중되기 전부터 인텔의 미래 지향적인 엔지니어들은 이미 인텔® v프로® 플랫폼을 

솔루션으로 개발했습니다.

인텔® v프로® 플랫폼은 IT 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인텔® v프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는 효과적인 하드웨어 강화 보안 기능과 PC 자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인텔® v프로® 플랫폼 기반 장치는 인텔® 코어™ v프로® 프로세서와 함께 다양한 폼 팩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T 팀은 

가장 까다로운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텔® v프로® 플랫폼 옵션을 제공하면서 전체 장치 자산에서 최고 수준의 관리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는 제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인텔® 액티브 관리 기술(인텔® AMT)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텔® AMT는 운영 체제 

하위 하드웨어 계층을 통해 각 엔드포인트와 상호 작용합니다. IT 전문가는 인텔® v프로® 플랫폼에서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인텔® 

AMT를 통해 원격 장치가 응답하지 않거나, 꺼져 있거나, 맬웨어에 감염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진단과 복구를 통해 비용 절감

IT 팀에서 감염된 장치를 격리하고 제거

방화벽 내외부에서 원격 패치 관리 간소화

대규모 배포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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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v프로® 플랫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를 위한 설계

비즈니스급 성능
인텔® 코어™ v프로® 프로세서나 인텔® 제온®  

프로세서, 인텔® Optane™ 메모리 H10, 솔리드 

스테이트 스토리지, 기타 고급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인텔® v프로® 플랫폼 

원격 관리
인텔® 액티브 관리 기술 및 인텔® 

Endpoint Management Assistant를 

통해 방화벽 내외부에서 지원

하드웨어로 강화된 보안
침입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호 기능이 내장된 

Intel® Hardware Shield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성
내장된 Wi-Fi 6과 Thunderbolt™ 4 기술 

지원

안정성, 호환성 
및 장기적인 안정성을 검증된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

다양한 유형의 장치에서 사용 가능
전 세계 제공업체의 데스크탑, 노트북, 2-in-1, 

워크스테이션

인텔® v프로® 플랫폼은 까다로운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위해 엄격한 조정과 테스트를 거친 혁신적인 기술 

제품군을 통합합니다. IT 팀은 모든 인텔® v프로® 플랫폼 기반 장치가 생산성, 보안, 관리 기능 및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chitecture-and-technology/optane-memory.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kr/ko/architecture-and-technology/vpro-endpoint-management-solutions.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kr/ko/architecture-and-technology/vpro-endpoint-management-solutions.html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architecture-and-technology/hardware-shiel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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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꺼져 있거나 조직의 인트라넷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술 지원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

인텔® v프로® 플랫폼은 비즈니스급 성능, 보안, 관리 기능 및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02

전 세계의 많은 공급업체에서 인텔® v프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치를 제공합니다.

03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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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업무 및 보안 위험

원격 작업은 조직 사용자와 해당 데이터를 고유한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Deloitte5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45%가 재택근무 중에 

피싱 사기를 당해" 회사와 네트워크가 침입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 침해로 인해 건당 평균 137,000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5 

재택근무로 인해 다른 위험도 증가합니다. 근로자는 인적 오류를 일으키기 쉽고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장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가정용 Wi-Fi나 개인 장치는 조직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Gartner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IO는 복잡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하이브리드 인력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6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21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 연간 

지출이 3,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6

원격 및 하이브리드 작업 모드를 점차 수용하면서 IT 팀은 네트워크 전체와 모든 엔드포인트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조치는 오늘날의 사이버 범죄자에 맞서 충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신 랜섬웨어 공격자와 해커 중 일부는 장치의 UEFI/BIOS 펌웨어에 맬웨어를 직접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맬웨어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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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v프로® 플랫폼의 전체 보안

인텔® v프로® 플랫폼의 하드웨어 기반 보안 기능으로 데이터 보안을 손상시키고 

CPU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BIOS 수준의 랜섬웨어와 기타 위협 요소를 

프로파일링하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텔® v프로® 플랫폼은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수준의 접근 방식을 통해 조직 전체의 장치를 보호합니다.

보안에 대한 인텔의 약속은 현재와 미래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과 지원을 통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BIOS에 대한 펌웨어 수준의 공격 차단  

하드웨어 원격 측정 및 가속 기능을 활용하여 위협과 비정상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위협 감지

엔드포인트 관리 지원을 통해 IT 직원이 원격으로 장치를 모니터링, 
복원 및 패치하여 전체 자산을 보호하고 물리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는 장치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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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및 하이브리드 인력에 대한 보안 강화는 긴급한 요구 
사항입니다.

01

바이러스 탐지 소프트웨어는 오늘날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02

인텔® v프로® 플랫폼에는 네트워크와 모든 엔드포인트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드웨어 기반 보안 및 위협 감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3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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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증가와 드라이버 비호환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PC 

자산의 관리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스템 이미지의 검증과 테스팅을 

완료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미지 배포가 더 지연되거나 추가 배포가 

트리거되어 더 많은 테스팅이 필요하고 더 잦은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이나 하이브리드 인력으로 전환하면 실무 관리 옵션이 없어지고 

계획에 없었던 개인 장치가 추가되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기에 
필요한 엔드포인트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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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v프로® 플랫폼의 안정성

인텔® v프로® 플랫폼 기반 장치에는 비즈니스급 시스템을 위한 장기적인 IT 안정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인텔® IT 플랫폼 안정화 프로그램(인텔® SIPP)이 적용됩니다. 인텔® SIPP는 제품 출시 후 15개월 동안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IT 팀이 새로운 장치를 재검증할 필요 없이 PC 자산을 관리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정성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인텔® v프로® 플랫폼은 미래 성장에 따라 쉽게 확장 가능한 검증된 통합 

플랫폼에 최신 기술을 적용합니다. 인텔® v프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장치는 대부분 제조업체를 통해 12

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며, 해당 업체는 확장 지원도 제공합니다.

인텔® v프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모든 장치는 서로 호환되므로 IT 팀은 수명주기 전반에서, 또는 글로벌 

출시의 일환으로 전체 PC 자산에서 안정적인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품질, 신뢰성 및 호환성은 인텔® v프로® 플랫폼에 내장되며 엄격한 검증을 거쳤으므로 IT 팀과 최종 

사용자의 시간과 부담을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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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원격 인력의 비즈니스 장치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를 자주 업데이트하면 시스템 이미지 
출시가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텔® SIPP는 업데이트를 최소화하여 IT 팀이 PC 
수명주기를 제어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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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의 미래 관리
IT 리더는 이 사상 초유의 시기에 비즈니스를 의연하게 운영하면서 분산된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여왔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조직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전략적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IT 팀이 현재와 미래의 조직 및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지원할 장치와 기술을 선택할 때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직원 만족도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었으며, 기술은 직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IT 팀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집중하면서 원격 및 하이브리드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 효율성 및 보안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IT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지원하는 인텔® v프로® 플랫폼을 신뢰합니다. 포괄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이 플랫폼은 팬데믹 전후와 

도중에 그 실제 가치가 입증된 관리, 보안 및 안정성 기능에 대한 인텔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업무 환경이 진화하면서 인텔® v프로® 플랫폼도 진화할 것이며, 조직, IT 팀, 최종 사용자에 최상의 관리형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호환 가능한 플랫폼에 혁신적인 기술을 통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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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급 기술로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를 위해 설계된 인텔® v프로® 플랫폼 자세히 알아보기

intel.com/vpro

성능. 보안. 관리 효율성. 안정성.

출처

1  Forrester, “직원 경험에 투자하여 수익 성장 주도,” 2020년 10월.  
https://www.intel.com/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white-papers/lenovo-ex-whitepaper.pdf 

2. IDC, "데이터 중심 세상에서 PC의 중요성," 2020년 4월. (인텔 의뢰). 
https://plan.seek.intel.com/vProIDC_WhitepaperLPCD.

3. Forbes, “고용주가 원격 인력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통계,” 2021년 2월 10일. 
https://www.forbes.com/sites/ashiraprossack1/2021/02/10/5-statistics-employers-need-to-know-about-the-remote-workforce/

4. Forbes, “하이브리드 인력 관리의 4가지 숨겨진 함정,” 2021년 5월 12일. 
https://www.forbes.com/sites/forbescommunicationscouncil/2021/05/12/four-hidden-traps-of-managing-a-hybrid-workforce/ 

5. Deloitte,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COVID-19의 영향,” 2020. 
https://www2.deloitte.com/ch/en/pages/risk/articles/impact-covid-cybersecurity.html

6. Gartner, “Gartner, 2021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지출 23% 증가 예측,” 2021년 4월 21일.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21-04-21-gartner-forecasts-worldwide-public-cloud-end-user-spending-to-grow-23-percent-in-2021

고지 및 부인 정보

인텔® 기술은 지원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 또는 구성 요소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Intel Corporation. 인텔, 인텔 로고 및 기타 인텔 마크는 인텔사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명칭 및 브랜드는 해당 소유업체의 자산입니다.

KO/07/2021/PDF/JH/CMD

비즈니스를 위한 설계

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o/architecture-and-technology/vpro/vpro-platform-general.html
https://www.intel.com/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white-papers/lenovo-ex-whitepaper.pdf
https://plan.seek.intel.com/vProIDC_WhitepaperLPCD
https://www.forbes.com/sites/forbescommunicationscouncil/2021/05/12/four-hidden-traps-of-managing-a-hybrid-workforce/?sh=3236e1947e4c
https://www.forbes.com/sites/ashiraprossack1/2021/02/10/5-statistics-employers-need-to-know-about-the-remote-workforce/?sh=131497da655d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21-04-21-gartner-forecasts-worldwide-public-cloud-end-user-spending-to-grow-23-percent-in-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