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 W W . C O T T O N C A N D Y . C O . K R



윈도우배포및마이그레이션솔루션

CandyDeploy는 다수 디바이스의 윈도우 배포 및 마이그레이션에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작업

반복이 요구되는 디바이스 생산 현장과 다수 PC들의 마이그레이션

이 필요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효율적인 제품입니다.

캔디디플로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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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Deploy)
다수의 PC에 윈도우나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동일한 설치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포 기능을 통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수많은 PC의윈도우마이그레이션

작업 또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며, 윈도우10의 경우 정기적으로

있는 기능 업데이트 시에도 손쉽게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1. 제품소개

• 배포 대상 디바이스들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배포 가능
• 디스크 전체 배포 / 시스템 파티션만 배포 등 다양한 배포 옵션
• PC별로 서로 다른 이미지 적용하여 동시 배포 가능
• 배포 후 계정, 네트워크 설정 등 후처리 자동화 가능
• 윈도우10 정기 기능 업데이트에 손쉽게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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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CandyDeploy는 원격지에 위치한 디바이스에 배포 가능한소프트웨어솔루션과

근거리에 위치한 디바이스에 빠른 속도로 배포할 수 있는하드웨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솔루션 하드웨어솔루션

• 원격지에 있는 다수의 대상 디바이스에
배포/마이그레이션 가능

• 순차 배포 지원
• P2P통신 이용한 분산 배포 지원 가능
• 멀티캐스트 통신 이용한 배포 지원 가능

• Agent등의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 필요 없음.
• 압도적으로 빠른 동시 배포 속도.
• 업무용 네트워크 트래픽을 소비하지 않음.
• 방화벽 및 보안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음

중앙 서버에 설치된 캔디 디플로이와 작업 대상 PC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배포/마이그레이션 수행.

! 캔디 디플로이 H/W와 작업 대상 PC를 직접 연결하여
배포/마이그레이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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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소프트웨어솔루션
• 플랫폼 기반 배포/마이그레이션 서버 솔루션

• 폐쇄 망 중앙 서버 적용

• 캔디 디플로이 중앙서버에 설치

• Windows 마스터 이미지 생성

(NAS 또는 서버에 마스터 이미지 저장)

• 배포/마이그레이션 대상 PC를 부팅 (복원영역 1GB 필수 필요)

• 캔디 디플로이를 통해 배포/마이그레이션 명령 전달 및 수행

*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차이 발생 함

* 속도에 의한 제한일 뿐 배포/마이그레이션 동시 진행시 PC 수량 큰 의미 없음.

(최대 배포 PC : 100대 이상, 권장 배포 PC : 30대)

실행 적용 방법

예상 소요시간: 20GB, 30대 기준 약 100분 소요 …

중앙 서버

네트워크 연결

NAS



1. 제품소개

하드웨어솔루션
• 플랫폼 기반 배포/마이그레이션에 특화된 H/W 장비

• 캔디 디플로이 서버 활용

• Windows 마스터 이미지 생성

(캔디 디플로이 H/W에 마스터 이미지 저장)

• 캔디 디플로이 H/W와 대상PC 직접 연결 (LAN)

• 배포/마이그레이션 대상 PC를 부팅 (PXE 또는 USB부팅)

• 캔디 디플로이를 통해 배포/마이그레이션 명령 전달 및 수행

실행 적용 방법

예상 소요시간: 20GB, 8대 기준 약 5분 소요 …

직접 연결

캔디 디플로이 HW



USB 부팅 / PxE 부팅

Network Lan Port로 대상PC 연결

HUB에 연결하여 다수의 Device에 연결 가능

(최대 30대 권장)

주요사양

OS

지원언어

프로세서: Intel CPU i3

메모리: DDRIII 4GB 

저장공간:  SSD 250GB

Windows 10 64bit

한국어 / 영어

인터페이스

Power 스위치

USB x 2포트

VGA x 1포트

LAN x 8포트

1. 제품소개

제품타입 Mini PC

연결방식

하드웨어솔루션
• LAN 케이블 방식으로 연결하나, 인터넷이 아닌 다이렉트 연결

방식으로 구현

• USB 또는 PXE 부팅 통해 캔디 디플로이 서버와 대상 PC 연결



구분 항목 소프트웨어 솔루션 하드웨어 솔루션

성능

동시 배포 대수 30대 30대

전체 배포 시간 90 분 10분

환경

보안 방화벽 보안이슈 없음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 트래픽 발생 없음

특징

SID지원 ⅹ ○

Universal Recovery ○ ○

기타 준비사항 S/W 사전설치
S/W 사전 설치

필요 없음

※ 배포 이미지 크기 : 20G 기준

• 업무용네트워크트래픽을소비하지않음

• 폐쇄망환경에서도사용가능

• 방화벽및보안정책에영향받지않음

• 쉽고 편한 구동 방식으로현장작업인원최소화가능

• 배포 대상 디바이스들의종류가다르더라도배포가능

• 디스크 전체/시스템 파티션만 배포 등다양한배포옵션

• 배포 후 계정, 네트워크 설정 등후처리자동화

• 윈도우10 정기보안업데이트에손쉬운대응가능

• 신속한 배포 및 마이그레이션 통해업무 Loss 최소화

효과적인윈도우배포솔루션

2. 제품특징및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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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축환경상담

고객의 IT 환경에 따라
최적의 구축 방법을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데모시연

담당자가 직접
고객사를 방문하여

실제 환경을 확인하고
데모 시연을 진행합니다.

3. 견적확인

고객 환경에 맞춘
제품 및 수량을 베이스로

작성된 견적서를
수령하고 확인합니다.

4. 제품구매

제품구매를 확정하시면
인보이스가 발행됩니다.

7. 고객사용

고객이 직접 사용하며
이후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문의 혹은
전화로 지원해드립니다.

6. 사용법교육

담당자가 방문하여
초기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5. 제품설치

기술 지원 인력이
방문하여 초기 구축을

진행합니다.

3. 도입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