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생명의
Citrix ADC & ADM

도입 사례

여러 Vendor의 노후화된 장비를 Citrix ADC로 교체

약 200 여개의 Virtual Server 서비스 이관

최소한의 서비스 중단 시간

Web 트래픽에 대한 성능 개선

Web 서버 암호화 통신 및 SSL 성능 개선

HTTP Redirection

DR센터 네트워크 구성

IDC, DR 장비 간 Config 복제

IDC에 서비스 Down 시 DR센터에서 서비스 지속

성능개선 및 보안 사항

DR센터 구성

1946년에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생명보험사 한화생명은 다양한 Vendor의 네트워크 장비를 Citrix 네트워크 장비로 이관했습니다.여러 

장비로 인한 운영의 업무와 복잡성을 줄였고 SSL 가속과 웹 서버의 성능 개선, 안정성을 높인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Citrix Networking은 하이브리드 및 다중 클라우드의 전환으로 인한 복잡해진 네트워킹 환경을 단순화시켜 중앙에서 쉽게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강력한 보안 및 가시성으로 안정적인 앱 액세스 및 딜리버리를 보장합니다.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모바일 환경 등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 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고민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비용 절감은 물론 비즈니스 연속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Citrix 네트워크 환경 증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한화생명 IT 운영팀

고객 요구사항

노후장비 교체

도전과제



노후장비 교체

성능개선 및 보안

HTTP Compression 

분석 한 설정을 토대로 Citrix ADC Config 작성 

동작 방식 차이에 따른 설정 변경

개선이 필요 한 부분 설정 변경

데모 장비에서 완성 된 Config 검증

사전에 장비 마운트 및 설정 완료

작업 당일 노후 장비의 Cable 제거

신규 장비에 Cable 연결

서비스 확인

압축 가능한 컨텐츠를 압축 하여 전송

대역폭 감소, 네트워크 성능 문제 완화

사용자의 대기시간, 다운로드 시간 감소

브라우저를 인식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트랜잭션 시간 감소

SSL Offload 및 Acceleration

서버에서 할 SSL 처리를 대신하여 SSL트랜잭션을 가속화

서버는 SSL 서비스를 하지 않아 자원을 아낄 수 있으며 성능이 개선

사용자와 SSL 암호화 통신을 함으로써 보안 향상

SSL인증서를 통합관리 하게 되어 관리 용의 성 증대

SYN DoS Protection

Citrix ADC는 SYN DoS 공격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보호

SYN Cookie 방식을 사용하여 SYN Flood 공격을 방어

SYN Cookie 방식은 비정상적인 SYN 패킷에 메모리가 낭비 되지 않음

SYN Flood 공격 중에도 정상적인 연결은 중단 없이 서비스

Connection Multiplexing

기존 연결 된 TCP connection을 재사용

Connection을 재사용 함으로써 서버와의 연결 시간을 단축

Connection 수 를 줄여 서버의 응답 시간 및 성능 개선

Responder & HTTP Profile

HTTP로 연결 시 HTTPS로 redirection

비정상적인 HTTP 요청의 경우 reset

Citrix ADC

가용성 고성능 오프로드 보안성 가시성

노후 장비 설정 (Config)정보 수령

설정 정보 분석 및 특이사항 확인

벤더 별 설정에 따른 기능 확인

벤더 별 엔지니어 협조 및 문서 확인

분석 변화 및 개선 적용 및 모니터링



DR 센터 구성

Global Server Load Balancing 의 약자로 Intelligent DNS라고도 함

IDC GSLB와 DR GSLB 장비가 서로의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

사용자는 평소 문제가 없을 때 IDC 서버팜 으로 연결

IDC에 문제가 발생 하면 GSLB는 이를 감지 하여 사용자에게 DR 서버팜 IP를 응답 함

사용자는 DR 서버팜 IP를 전달 받으므로 DR 센터에 있는 서버로 연결 함

IDC가 복구 되면 자동으로 IDC 서버팜 IP를 응답 함

GSLB를 이용한 DR 센터 구성

DR센터

NetScaler ADM을 통한 설정 동기화

Before Citrix ADC

After Citrix ADC

관리자가 IDC 장비에 설정한 내용을 DR 장비에

다시 한번 설정(동일한 설정 작업을 두 번 진행)

설정의 불편함으로 동기화 누락

수동 입력으로 인한 Config 미스

Netscaler MAS를 통해 IDC, DR장비 간 Config 복제

몇번의 클릭 만으로 복제 가능

불필요한 설정은 복제 되지 않음
예) 장비 Management IP, 물리적인 Interface 설정 등

복제 시 기존 설정 삭제 후 재설정을 함으로써

Config 정합성 보장

Firewall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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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GSLB (Citrix ADC) IDC 서버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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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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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ConfigNetScaler ADM



신 그룹웨어 도입시 인터넷망 그룹웨어 접송 희망

Citrix Virtual Desktop 접속의 보안성 강화 및 인터넷망 서비스 가능

Citrix ADC 와 Citrix Virtual Desktop 을 도입하여 인터넷 망에서 사내에 있는 VM에 접속하고

VM 안에서 신 그룹웨어를 접속하여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 

Citrix Gateway (ICA Proxy)

Citrix Virtual Desktop 대외 서비스

제품 문의 및 상담

이메일         sales@namutech.co.kr
대표번호     02-3288-7900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31
                      고운빌딩 3-5층 나무기술(주)

L4~L7 스위치
18대

분야 : 생명 보험업

규모 : 3,900명 이상

주요 이점 : 노후장비 교체, 성능개선 및 보안, DR센터 구성, 

Citrix Virtual Desktop

고객사 프로필 : 한화생명은 국내 최초 생명보험회사로 가치 중심

영업 추진을 통해 보장성상품 판매 확대, 상품 판매 속성 개선, 

상품 수익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 Citrix ADC & ADM, Virtual Desktop 

 

GSLB
2대

VDI 접속
2대

한화생명 도입 장비 요약

ㆍHTTP Compression

ㆍSSL Offload

ㆍConnection Multiplexing

ㆍResponder

ㆍProtection

ㆍL4 DOS Protection

ㆍGSLB

ㆍCitrix Gateway

About 한화생명

CAFE

Citrix
VD

Citrix ADC

Citrix Virtual Desk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