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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Name: 윤에릭 (Eric Yun)

Background

[ Oct 2019 – Current] Senior Technical Lead ANZ & Korea at rhipe/Crayon (클라우드솔루션부서팀장)

[ Nov 2019 – Oct 2021] Azure Infrastrucre Specialist at rhipe

[2017 – Oct 2019 ] Cloud Solution Architect (Azure Infra) at Microsoft

[2011 -2017]  Solutions Architect, Senior Systems Engineer at Yum! Brands

[2008 - 2010] BDM at Oracle

[2006 - 2008] IT support  lead at Bristol-Myers-Squibb

[2005 - 2006] Linux Administrator at ACCDN

[1999 – 2000] IT 하청업체전산실근무

Who am I?

LinkedIn Profile: https://www.linkedin.com/in/eric-y-9739996/

Email: eric.yun@rhipe.com

Kaka Talk ID: cloudman007

https://www.linkedin.com/in/eric-y-9739996/
mailto:eric.yun@rhi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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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진행순서

➢ Azure Virtual Desktop 소개 (Eric) 20분
• AVD 개요/아키텍쳐
• 사용자 경험 (Demo)
• Azure 비용

➢ Windows 365 소개 (Andrew) 15 분
• 플랜과 가격
• 사용자 경험 (Demo)

➢ AVD 와 W365 비교분석 (Eric) 15분
• 솔루션 비교
• 아키텍쳐/ 관리자/ 사용자
• Licensing and Infrastructure costs



Modern Workplace 의 진화

민첩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은 데스크톱 
제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고있습니다.

1. Before the Coronavirus, telework was an optional benefit, mostly for the affluent few, Pew Research Center March 20, 2020. 2. Working from Home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State of Remote Work, Clutch, April 16, 2020.

3. https://azure.microsoft.com/en-us/blog/update-2-on-microsoft-cloud-services-continuity/. 4. https://www.microsoft.com/en-us/Investor/events/FY-2020/earnings-fy-2020-q4.aspx

전년 대비 윈도우 10 사용량
55%증가. 

2020년에는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60% 증가

Windows Virtual Desktop 

/AVD 사용량 3배 이상 증가

https://azure.microsoft.com/en-us/blog/update-2-on-microsoft-cloud-services-continuity/
https://www.microsoft.com/en-us/Investor/events/FY-2020/earnings-fy-2020-q4.aspx


사용자컴퓨팅의발전필요

▪ 원격 근무

▪ 개인장치 활용

▪ 현장 근무

▪ 다양한 사업장 위치

▪ 산업 표준

▪ 정부 규제

▪ IP 보안

▪ 고객 데이타

▪ 인수 합병

▪ 단기 및 임시 근무

▪ 계약 및 파트너 근무

▪ 개별 애플리케이션

▪ 고객 서비스

▪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

▪ 설계 워크스테이션

분산직원 보안및규정 급격한직원수변화 전문영역



On-Premises VDI 는 DIY, 복잡하고유연하지못함



직원들의 경험과 생산성 데이터 보안과 규정 준수

예산, 기술 및 자원 한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문제들:

가상사설연결 및 데이터센터 용량
제한 및 성능 이슈



Microsoft 사용자 컴퓨팅 솔루션

PCs/Mobile On-prem VDI

클라우드에서
클라이언트로 개인 컴퓨팅

통합

가상 데스크톱 및
앱마이그레션 및

현대화

Cloud PC Cloud VDI



+

+

+

Azure 기반의 Windows 가상 데스크탑

Enable optimizations for 
Microsoft Office 365

Migrate Windows Server (RDS) 
desktops and apps

Deliver the only multi-session
Windows 10 experience

Azure Virtual Desktop

+ Deploy and scale in minutes





Entitlement

Brokering

Image Management

Licensing

Maintenance

Network

Servers/Storage

Hosting

Entitlement

Brokering

Image Management

Licensing

Maintenance

Network

Servers/Storage

Hosting

전통의 VDI/RDS Azure Virtual Desktop

사용자/담당 파트너가 관리

Microsoft가 관리

기존의 VDI/RDS 와 Azure Virtual Desktop 비교

**Gartner, Inc., When Midsize Organizations Should Select Desktop as a Service, Nathan Hill, Refreshed: July 19, 2020 



Azure Virtual Desktop 작업영역 (workspace) 과두개의호스트풀 (host pools)
Azure Virtual Desktop







대부분의고객은이미 AVD 사용라이센스가있습니다.

Server

Customers are eligible to access Server workloads

with Windows Virtual Desktop (AVD) if they have

one of the following licenses:

• RDS CAL license with active Software  

Assurance (SA)

.

Client

Customers are eligible to access Windows 10 single  

and multi session and Windows 7 with Windows  

Virtual Desktop (AVD) if they have one of the  

following licenses*:

• Microsoft 365 E3/E5

• Microsoft 365 A3/A5/Student Use Benefits

• Microsoft 365 F1

• Microsoft 365 Business Premium

• Windows 10 Enterprise E3/E5

• Windows 10 Education A3/A5

• Windows 10 VDA per user

*Customers can access Windows Virtual Desktop from their non-Windows Pro endpoints if they  

have a Microsoft 365 E3/E5/F1, Microsoft 365 A3/A5 or Windows 10 VDA per user license.

Pay only for the virtual machines (VMs), storage, and networking consumed when the users are usingthe service

Take advantage of options such as one-year or three-year Azure Reserved Virtual Machine Instances, which can save

versus pay-as-you-go pricing. Now with monthly payment options!

AVD Pricing page on Azure.com

https://azure.microsoft.com/en-us/pricing/reserved-vm-instances/
https://azure.microsoft.com/en-us/reservations/
https://azure.microsoft.com/en-us/pricing/details/virtual-desktop/


가상 머신을 배포하고 관리하려면 Azure 사용자
계정과 구독이 필요합니다.

가격에는 아래의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Virtual machines and operating system (OS) storage

• Data disk (personal desktop only)

• User profile storage

• Networking

Windows Virtual Desktop 세션 호스트 가상 머신 (Citrix 

Cloud and VMWare Horizon Cloud on Azure 

deployments 포함) 은 윈도우 10 단일, 원도우10 다중
세션 및 원도우 서버의 리눅스 요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고객은 기존에 사용하던 적절한 Windows 라이센스만
가져오면 됩니다.

Pricing for Azure Virtual Desktop

비용 계산 BYOL를 통한 인프라 비용만 적용

Pay only for the virtual machines (VMs), storage, and networking consumed when the 

service is in use. 

Azure Virtual Desktop Pricing page on Azure.com

https://azure.microsoft.com/en-us/pricing/details/virtual-desktop/


사용자 컴퓨팅을 위한
Microsoft Cloud Solutions

어디서나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데스크탑 환경 제공

데스크탑의 사용 경험을
어디서나 가능하게 지원

클라우드 확장성 및
탄력성

내장된 지능형 보안성

유연한 비용 옵션



Introduction to WINDOWS 365 (Andrew Aldridge)



Delivering a Windows 
experience via the cloud

AVD 와 Windows 365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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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른 솔루션 선택

Windows 365 Azure Virtual Desktop with 

Citrix and VMware VDI 

Azure Virtual Desktop

• 여러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화된
Windows 365 Cloud PC

• 편하고 턴키 방식으로 구매 및 배포

• 사용자별, 월별 가격 예측 가능

• 쉽게 확장 가능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 VDI 경험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

• 유연성 및 관리 가능성

• 다중 세션 Windows VM

• 데이터 상주 및 지리적 요구사항 충족

• 원격 앱 스트리밍

• 특수 GPU 및 HPC 워크로드

• 비용과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구성 가능

• Citrix 및 VMWare VDI에 대한 기존 투자 및 기술
최적화

• 단일 제어판으로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생성



아키텍처

Windows 365 Azure Virtual Desktop

구분 Enterprise Business Personal Pools

제어 컨트롤 Azure Virtual Desktop Azure Virtual Desktop

Azure구독
• MS에서관리(네트워

크 부분 제외)
• MS에서전체 관리 고객사에서 관리

컴퓨터

• MS에서관리
• 고정된 비용
• 관리자가 직접 VM 액세스 불가

• 고객사에서 관리
• 사용에 따라 과금
• 유연한 VM 관리 가능(이미지, 백업등)

스토리지

• MS에서관리
• 고정된 비용
• 관리자가 직접 VM 액세스 불가

• OS Disk, 프로필 저장소등 고객사에서관리
• 사용에 다라 과금
• 유연한 VM 관리 가능(이미지, 백업등)

네트워크

• 고객사에서 관리
• 사용에 따라 과금
• 유연한 라우팅, IP 및 보

안 기능

• MS에서관리
• 고정된 비용
• 관리자 직접 관리 불

가

• 고객사에서 관리
• 사용에 따라 과금
• 유연한 라우팅, IP 및 보안기능

사용자 프로필 FSLogix  필요없음 • FSLogix선택 • FSLogix

ID관리

• Hybrid AD 조인 필요
• Azure AD DS은 지원

하지 않음

• Only Azure AD 조인
• AD DS 불필요

• AD DS필요
• Windows AD or  Azure AD DS  or Azure AD 조인

가능



IT 관리자경험

Windows 365 Azure Virtual Desktop

구분 Enterprise Business Personal Pools

관리 포탈 • MEM 관리 포탈 • 관리 포탈 없음 • Azure Portal

O/S Windows 10/11 Enterprise(Sing Session)

• Windows 10/11 Enterprise(Sing Session)

• Windows 10/11 Enterprise(Multi Session)

• Windows Server

데스트탑 이미지 관리 • 고객과 • MS에서제공 • FSLogix선택 • FSLogix

애플리케이션 및 업데이
트

• MEM 또는 직접 설치 • 직접 설치

• MEM

• 이미지 업데이트
• MSIX 앱 추가방법

백업 및 DR 제공하지 않음 Azure의백업 및 DR 기능 활용 가능

모니터링 • Endpoint Analytics • 제공하지 않음 Azure Monitor

사용자 프로필 제공되는 VM의C:드라이브

• 제공되는 VM의C: 드 라
이브

• SMB 기반의 파일 저 장
소

• FSLogix 저장소 가능 한
Azure파일, Azure NetApp

파일, 파일서 버 VM

네트워크
• 유연하게, 고객이관

리 가능
• MS에서관리 유연하게, 고객이 관리 가능

Auto-Scaling 제공하지 않음 유연하게 Auto-Scaling 정책 설정으로 운영 가능



사용자경험

Windows 365 Azure Virtual Desktop

구분 Enterprise Business Personal Pools

사용자 연결

• HTML 5 지원 브라우저
(https://cloudpc.Microsoft.com)

• Windows

• MacOS,iOS

• Android

• Linux

• HTML 5 지원 브라우저
(https://aka.ms/wvdwebarm)

• Windows

• MacOS,iOS

• Android

• Linux

사용자 앱 Remote Desktop App 지원 Remote Desktop App 지원

프린터 및 스캐닝

• Remote Desktop App

을 통한 Redirection

• UniversalPrint

• 네트워크 프린터

Remote Desktop App을 통
한 Redirection

• Remote Desktop App을통한 Redirection

• Universal Print

• 네트워크 프린터

사용자 셀프 서비스
(Restart)

제공 제공안함, 3rd 툴사용

https://cloudpc.microsoft.com/
https://aka.ms/wvdwebarm


라이센스및인프라비용

Windows 365 Azure Virtual Desktop

구분 Enterprise Business Personal Pools

Windows 10+ Enterprise

• Windows 10 EnterpriseE3/E5

• Microsoft 365 Suit에포함되어 있는 Windows 10  

Enterprise E3/E5

• Windows 10 EnterpriseE3/E5

• Microsoft 365 Suit에포함되어 있는 Windows 10  

Enterprise E3/E5

컴퓨팅 및 스토리지 Windows Cloud PC라이선스 Azure구독

네트워크 Azure구독
Windows 365 라이선스 포

함
Azure구독

MEM(Intune) 필수사항 선택사항 선택 사항

Office Office구독 Office 라이선스 보유



필요에 따른 솔루션 선택

Cloud PC – Windows 365
단순성에최적화

구분 Cloud VDI – Azure Virtual Desktop
유연성에최적화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Windows 7, Windows 10, Windows 11

서비스없음. Windows Server

서비스없음. 지원

서비스없음. Remote app streaming 지원

직접시작하고구동할수있음. (Business edition) 해당사항없음.

Microsoft Endpoint Manager를통한통합보안관리
(Enterprise edition)

필요한보안서비스를선택하여구성할수있음.

Enterprise: AD DS on Prem/IaaS 지원, Azure AD DS 지원불가
Business: Azure AD만지원

Azure AD, AD on Prem / on IaaS 지원

마이크로소프트가기본제공 사용자가지정하여구성할수있음.

Enterprise 기업네트워크연결가능
Business 외부네트워크연결불가

자유롭게연결하여구성할수있음.

해당사항없음. Citrix, VMware 통합구축가능

사용자별라이선스및비용 탄력적인사용량기반라이선스및비용



영업대표: 김봉은 부장(bono.kim@rhipe.com)

BDM: 김광석 차장(travis.kim@rhipe.com)

Azure 기술담당: 윤 에릭 기술팀장(eric.yun@rhipe.com)

담당자연락처

mailto:bono.kim@rhipe.com
mailto:travis.kim@rhipe.com
mailto:eric.yun@rhipe.com


감사합니다!

Thank you!



Eric 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