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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DI를 품은 클라우드 플랫폼,

MS AZURE
6월 24일(수) 10:30 ~ 11:30

굿모닝아이텍 이현아상무

Horizon Cloud on Azure



Horizon Cloud on Azure



Windows 10 초기 4주 동안 75,000,000대 설치 완료

Our Belief

s
Microsoft 는 향후 2~3년내에 10억 대의 장치에 설치 목표

Windows7 및 XP가 75%의 시장 점유율 차지

TechTarget 설문
- 78% VDI, 
- 43% 앱 가상화, 
- 23% 터미널서비스/RDSH



고객은 클라우드를 계속 모색하는 중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32%

17%

51%

클라우드 혼합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내

39%

18%

43%

클라우드 혼합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내

* 2017년 700개이상의고객사에대한 VMware 내부조사기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Horizon Cloud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Worldwide Virtual Client Computing Software Revenue ($M) 2014-2019

IDC 시장예측

On Premises Cloud Hosted

클라우드호스팅된 VDI 
2014-2019 CAGR

29.1%

사내 VDI
2014-2019 CAGR

2.8%
사내 클라우드호스팅



IDC MarketScape: Worldwide Virtual Client Computing Software 2016 Vendor Assessment, 

Doc# #US40700016e , Nov. 2016.

IDC MarketScape vendor analysis model is designe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ompetitive fitness of ICT suppliers in 

a given market. The research methodology utilizes a rigorous scoring methodology based o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

ative criteria that results in a single graphical illustration of each vendor’s position within a given market. The Capabilit ies

score measures vendor product, go-to-market and business execution in the short-term. The Strategy score measures ali

gnment of vendor strategies with customer requirements in a 3-5-year timeframe. Vendor market share is represented by 

the size of the circles. Vendor year-over-year growth rate relative to the given market is indicated by a plus, neutral or min

us next to the vendor name.





– 대표이사 : 이주찬

– 창 립 일 : 2004년 8월 2일

– 매 출 액 : 530억원 (2019년 결산)

– 인력현황 : 229명 [굿모닝아이텍㈜ 204명, 조인어스비즈㈜ 25명] 

(2020. 04. 01 기준)

– 기술인력 : 164명 (약 75%)

– VMware, Microsoft, Cloudera, Akamai, Veeam, Red Hat, ControlUp 등



BYO
Azure 클라우드

Horizon Cloud의 3가지 방식

• 단일클라우드서비스를통해, 클라우드호스팅/사내가상데스크톱및애플리케이션관리

VMware 관리형
퍼블릭클라우드

BYO
프라이빗클라우

드

광범위한애플리케이션및사용자관리

사용자환경관
리

데스크톱및애
플리케이션관

리

이미지관리 모니터링및분
석

서비스업데이
트

사용량에따른
지불

Just-in-Time 데
스크톱



On-premise VDI vs DaaS(Desktop as a Service)

On premise 형 VDI Desktop as a Service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OS

VDI Software

Hypervisor

Network

Storage

Server

설
계

구
축

운
영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OS

설계
구축
운영

• 인프라 관리는 클라우드에 일임
• 유연한 확장성
• OPEX

• 인프라 유지 관리가 중요
• 증설에 많은 시간 소요
• CAPX/OPEX



Horizon Cloud on Azure

• 완벽하게호스팅 및 가상화된인프라

• 전용인프라를 통한 기업수준의 보안

• Blast Extreme, PcoIP지원

• Workspace One과 같은 클라우드서비스와의 통합

• 자동적으로업그레이드 지원

• Microsoft Infrastructure 사용하는 만큼의과금

관리자

Web UI

Connector

SmartNode

UAG
Jump

Box

서비스

Azure 인프라



Horizon Cloud on Azure 구성도



Azure Virtual Machine
다양한 Size의가상서버 제공

Storage 네트워킹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virtual-machines/

Compute

https://azure.microsoft.com/en-us/services/virtual-machines/


Microsoft Azure VM 구성

일반 VM – Dv2-Series

• Standard_D2_v2

• Standard_D3_v2

• Standard_D4_v2

GPU 최적화

• Standard_NV6 (.5 M60 Card)

지원되는 OS

• Windows 2012r2 Datacenter

• Windows 2016 Datacenter

• Windows 7 SP1, Windows 8.x, Windows 10

• Mac OS X Mavericks, Yosemite

• Chrome OS 28.x

View Client

VMware Horizon

VDI Infra

View Clien

t

지원되는 Client

• Windows, Mac, Linux, Android, iOS

• Thin Client, Zero Client

• 크롬북 Client

• HTML Access 지원



Microsoft Azure 의 GPU VM

• Standard_Nv6: NVIDIA Tesla M60 GPU 비교

• Windows 2016 사용

• Nvidia M60 driver 사용

• Windows Server 2012 R2 

•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virtual-

machines/windows/n-series-driver-setup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virtual-machines/windows/n-series-driver-setup


쉬운 작업 순서

Azure

/ Active Directory

준비

Horizon Cloud
Azure 라이선스 준비

Horizon Cloud

Azure
RDS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 설치

사용자 지정

✓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 (모든 Azure 데이터 센터에 배포를 지원）

✓ Azure 전문가 일 필요는 없습니다.



Azure Portal 접속

• Virtual Network 설정

• DNS 설정

• Active Directory 설정

• VM 생성

• Jump box

• UAG (옵션)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Portal

• Azure 에 Pod 생성

• VM type & size 선정

• VM Image 생성

• Marketplace or 수동생성

• 배포



세부기능 설정

• Enable Flash MMR: 

• 3D support in RDSH:

• MMR for Terminal Services:

• Client Drive Redirection:

• Skype for Business:

• Webcam Support (Real Time Audio Video RTAV):

• Smart Card:

• Thin Print:

• Scanner Redirection:

• USB Redirection:.

• URL Redirection:

• Serial Port Redirection:

• Geolocation Redirection:

• Help Desk:



모니터링



전원 관리



Workspace One/ True SSO

•

• True SSO 는 AD 자격 증명을 제공할 뿐 아니라
Microsoft Windows 에 로그온하는 방법을 제공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는 IDM 3.0 &
Connector 2017.8.1 지원



Horizon Cloud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의 이점

클라우드로향하는 확실한 경로
원하는일정에 맞춰 클라우드로전환할 수있습니다. 

디지털워크스페이스 환경
기기에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디지털 워크스페이스컨텐츠에 안전
하게액세스할 수있습니다.

Cross-Cloud 아키텍처
사내, 클라우드또는 둘 다에서가상 데스크톱및 애플리케이션을원활하
게프로비저닝 및관리합니다.

비용과복잡성 개선
예측가능하고 경제적인 클라우드로초기 비용을절감할 수있습니다. 
사용한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Horizon Cloud with Hosted Infrastructure

진정한의미의인프라관리아웃소싱

클라우드의간편함
• 완벽하게호스팅및가상화된인프라
• 전용인프라를통한기업수준의보안
• 전세계 7개지점(계속증가중)

가장포괄적인 DaaS 솔루션
• 영구, 부동, 애플리케이션
• Blast Extreme 및 PCoIP

• 사용자정의용량구성

가장빠른가치실현시간
• 몇개월이아닌며칠내에용량추가
• 몇분만에데스크톱구성및배포

예측가능한경제성
• 사용량기반가격책정을통해성장에따라결제
• 자본지출없음



Azure 인프라를 활용한 Horizon Cloud 

저렴한시간제청구
• 용량에대해사용량기반가격책정
• 초기비용또는해지비용없음

지리적범위확장
• Azure 글로벌데이터센터 38개
• 몇분만에데스크톱구성및배포

단일인프라공급업체
• 기존인프라공급업체를통해클라우드에서가상애플리
케이션관리

진정한멀티클라우드구축
• Azure에서 VMware 관리클라우드용량, 개인소
유(BYO) 하이퍼컨버지드인프라, 개인소유
(BYO) 퍼블릭클라우드용량중에서선택가능



Horizon Cloud with On-Premises Infrastructure

사내데스크톱의제어및보안과클라우드의속도및간편성

클라우드로연결
• 원하는속도에맞추어클라우드도입
• 중요데이터는사내에상주
• 근접성을통해지연시간문제감소

획기적으로간소화된사내 VDI
• 구축이간편한 HCI 어플라이언스
• 업데이트자동제공/관리인프라불필요
• 턴키솔루션을통해가치실현시간단축

파트너에코시스템의지원
• 인증된파트너에코시스템확장중
• Dell, QCT, Hitachi 및 Pivot3

선형확장성
• 서비스에대한자본비용없음
• 중앙집중식클라우드관리
• 적정규모로산정된 HCI 어플라이언스



BYO 클라우드 인프라를 고려할 시기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계절별비즈니스

인수및 합병

계약직및 임시직원

일반적인사용사
례는다음과같습
니다.

기존 Azure 서브스크립션이있을 경우

전세계적 규모의 IaaS 공급업체를활용하고자 할경우

사용량기반 가격책정을 선호할 경우

단일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및 IaaS가필요할경우

용량을신속하게 확장 또는축소해야 할경우 출장및 원격근무지 직원



Horizon Cloud on Azure에 따른 이점

Horizon
Cloud

클라우드컨트롤플레인계정 구입한사용자에대한가상데스크톱
및애플리케이션

운영수준지원
Horizon Cloud 소프트웨어
• 사용자환경관리
• App Volumes 

99.9% 가용성의 SLA



Horizon Cloud를
통한성공



산업
정유

위치
미국오클라호마시티

거래규모
$482,000

제품
• VMware Horizon Air

• VMware vCloud Air 

• AirWatch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경쟁업체
Citrix

핵심과제
• 기업분사를통해 2,500명이상의사용자에게애
플리케이션액세스를제공

• 소규모 IT 인력으로인해대형사내인프라지원
불가

• 언제어디서나업무리소스및데스크톱에액세
스할수있는글로벌인력이필요함

사용사례
• 클라우드기반인프라를통해애플리케이션및
리소스를신속하게제공

• 직원들은기업에서제공한기기또는직원소유
의기기를통해어디서나리소스에액세스할수
있음

솔루션
• VMware Horizon Air, VMware vCloud Air 및

AirWatch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결과
• 언제나비즈니스리소스에액세스할수있어직
원생산성향상

• 100% 클라우드호스팅된솔루션으로 IT 관리간
소화

• 신속한구축확장성으로산업수요충족



산업
기술

위치
AMR

거래규모
$6,000,000

제품
VMware Horizon Air

경쟁업체
Amazon, Cisco, Microsoft

핵심과제
• 원격개발자에게디지털워크스페이스에대한모
바일액세스제공

• 가상데스크톱성능및최종사용자환경향상

사용사례
• Motorola 인수로유입된수천명의신규직원에
게대량 VDI 배포를신속하게제공, 우수한최종
사용자환경및싱글사인온(SSO)과같은사용
자친화적인기능포함

솔루션
• VMware Horizon Air

VMware 수주이유
• 인수후직원들을비용소모가큰기존기술에서
클라우드호스팅솔루션으로전환하여비즈니스
연속성달성

• VDI 성능에대한최종사용자기대초과충족
• IaaS를위한기반을마련하여 IT 운영비용절감
및대응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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