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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가상화를 위한 Dell XC720xd 빠른 
시작 안내서

노트: 이 문서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설명서에는 설치 및 Dell XC720xd 어플라이언스 라이센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웹 사이트 URL, 및 Dell 기술 지원팀 문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 사전 조건

Dell 지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필요한 사전 조건에 대한 정보는 dell.com/WyseXC의 XC 시리즈 지원 

정보 참조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XC720xd 설정

노트: 여기에 설명된 각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com/WyseXC에서 XC720xd 
배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가상 데스크탑 배포 전에 어플라이언스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1. 다음 연결을 위해 호스트 시스템의 네트워크 포트를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a. 브로커 및 가상 데스크탑

b. 하이퍼바이저 및 호스트 서버

c. Integrated Dell Remote Access Controller(iDRAC)

2. 하이퍼바이저를 호스트 시스템에서 구성합니다.

3. Nutanix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4. Microsoft SQL 서버를 설치 및 구성합니다.

5. vWorkspace with Hyper-V 또는 XenDesktop with Hyper-V를 사용한 경우 Microsoft SCVMM 소프트웨
어를 설치 및 구성합니다.

6. VMware View 또는 XenDesktop with vSphere를 사용한 경우 VMware vCenter를 설치 및 구성합니다.

7. 연결 브로커를 필요한 대로 설치 및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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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설명서 위치

데스크탑 가상화를 위한 Dell XC 시리즈 홈 페
이지

dell.com/WyseXC

라이센스 정보

XC720xd 어플라이언스 주문은 다운로드 및 설치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1. Nutanix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Microsoft SQL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3. SCVMM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4. 브로커 다운로드 및 설치(Dell vWorkspace™, Citrix XenDesktop™, Citrix XenApp™ 또는 VMware View
™).

Dell에 문의하기

노트: Dell은 다양한 온라인 및 전화 기반 지원과 서비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

은 경우 구매 송장, 포장 명세서, 청구서 또는 Dell 제품 카탈로그에서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은 국가 및 제품에 따라 다르며, 해당 지역에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Dell ProSupport에 문의하려면, 서비스 태그를 준비해 dell.com/support/softwarecontacts로 이동합니

다.

• 판매, 기술 지원 또는 고객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dell.com/contactdell을 통해 Dell에 문의하십시오.

QR 코드

자세한 정보를 위해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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