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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NDOWS11를  설치  및   업
데이트한  사용자는  MS
AZURE AVD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용자의 OS가 Windows 11인 경우
AVD를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
Windows 11의 이미지를 AVD의 호
스트 풀의 VM OS로 사용하여
virtual 개인 PC로도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2.  MS AVD를  사용하면  VM을
시작 ,  중지 ,  종료  시
WINDOWS에서  푸시기능으
로  알람을  보낼  수  있나요?

AVD 호스트 풀에서 구동되는 VM은
사용자(관리자만 가능)가 시작과 정지
를 실행할 수 없으며 , 관리자만 VM의
구동 시간을 지정 혹은 호스트 풀에 접
속하는 사용자 수 혹은 CPU의 사용량
에 따라 automation 설정을 통해
구동되는 VM량과 사용 시간대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VM시작과 멈춤에 대한 알람
을 윈도우 푸시 기능이 아닌 , Azure
Monitor를 사용함으로써 알람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AVD 에서  VM을  WINDOWS 말고  L INUX 또는  타  OS를  사용  시
제약은? MAC OS로도  VM구동이  가능할까요?

Window 7, 10, 11, Windows 10 IoT 엔터프라이즈
Android 4.1 이상의 버전 , 크롬 북스와 크롬 OS 53 이사 버전
맥 OS 10.12 이상의 버전
iOS 13 이상의 버전

AVD에 접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 웹의 URL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
(Web Client)과 AVD Client를 PC 혹은 개인의 단말기에 설치에 접속하는 방
법이 있습니다.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할 경우 , 아래의 OS에서 AVD에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 AVD 클라이언트 접속해서 사용하실 경우 ,  사용자는 아래의 OS에서 접속하
실 수 있습니다.



4.  MICROSOFT 365사용자및
WINDOWS 정품  사용자는  MS
AZURE AVD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나요? 별도  구매가
필요한가요?

Microsoft 365 E3 / E5
Microsoft 365 A3 / A5 /
Student Use Benefit
Microsoft 365 F1
Microsoft 365 Business
Premium

하단의 Microsoft 365 기능을 사용
하고계시다면 AVD사용자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5.기존  VDI  (EX.CITIRX)
대비  AVD의  장/단점?

사용자의 OS가 Windows 11인 경우
AVD를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
Windows 11의 이미지를 AVD의 호
스트 풀의 VM OS로 사용하여
virtual 개인 PC로도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반면 , AVD는 기업의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 플
랫폼 Azure에서 몇 시간 내에 구성과
확장이 가능하고 , 비용 측면에서도 효
율적인 가격으로 가상 데스크톱을 구
현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해야 하는 기존 VDI와 AVD 비교분석표

또한 AVD를 사용하게 되면 통합형 Microsoft 보안 기능과 Azure 보안 기능을 함께 선택 및 병행해
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AVD의 단점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확한 월 비용
측정이 어려운 점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로드밸런싱 또는 관리자들의 세부적인 폴리시 등이 필
요한 경우 customizaing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Citrix 또는 VMware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할

경우 기존 투자를 유지하며 VDI를 고도화 할 수 있습니다. 



9.AVD 또는  WINDOWS 365를
사용해  AWS와  상시  VPN연
결이  가능한가요?

AVD의  Azure Vnet 환경과 AWS
의 VPN 연결 가능합니다. 현재는
Windows 365의 엔터프라이즈 버전
의 환경에서 AWS의 VPC 연결은 , 비
즈니스의 요구 상황에 맞는 구성의
PoC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AVD 적용이  적합한  기업
형태나  조건은  어떤  것들
이  있는가요?

AVD 적용에 대한 최소 사용자와 조건
은 따로 없습니다만 , 일반적으로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사용자가 10인 이상
일 경우 ,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엔터프라이즈
Level의 보안 규격 유지와 설치/관리/
운영이 간소화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VDI 솔루션을 찾는 기업은
AVD를 적극 추천합니다.

11.회사에서  보안  솔루션
을  사용하거나  에이전트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MS
AZURE AVD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는
지요? 이를테면  보안쪽에
서의  충돌  문제라던지요

사용자의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VD를 사용하다 , 기존의 보안 솔루션
과 병행으로 문제가 발생된 공식적인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검증을 위해선 간략한 PoC를 통해 진
행하면 되겠습니다. 

6.WINDOWS 365가      
 MICROSOFT 365 포함되는  관
계  또는  기타  MICROSOFT 365
와의  관계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

Windows 365의 엔터프라이즈 버전
사용의 라이센스는 Microsoft 365
E3/E5 와 함께 번들로 구매하실 수 있
습니다. 아래는 Windows 365의 라
이센스 구매 옵션입니다.
• 번들 구매 : Microsoft 365 E3/E5
+ Windows 365 
• 다른 번들 구매 : EMS E3/E5 +
Windows E3/E3 VDA +
Windows 365 
• 독립 구매 : Windows E3/E3 VDA
+ Intune per user + Azure AD
P1 + Windows 365

8.  CLOUD PC 사용  시  평균  대
역폭  정보  문의  드립니다 .

Windows 365(Cloud PC)는 마이
크로소프트의 Azure 네트워크 인프
라를 사용하며 , 커넥션을 위해 RD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각 시나리오
에 따른 Network bandwidth 는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docs.microsoft.com/ko
-kr/azure/virtual-desktop/rdp-
bandwidth
 https://docs.microsoft.com/k
o-kr/windows-
365/enterprise/requirements-
network

7.AVD에  보안솔루션(DRM,
DLP 등)을  설치하는데  제약
사항은  없는가요?

AVD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
는 보안 솔루션 아닌 보안 솔루션을 관
리자/사용자가 따로 설치하는 것에 대
한 제약은 없습니다. 
AVD 보안 적용 참조 보러 가기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virtual-desktop/rdp-bandwidth
https://docs.microsoft.com/ko-kr/windows-365/enterprise/requirements-network
https://docs.microsoft.com/ko-kr/security/benchmark/azure/baselines/virtual-desktop-security-baseline


12.MS AVD는  GPU를  처리할
때  PCOIP 등  어떤  알고리즘
을  사용하는지요  또  그  특
징은  어떤지  궁금하고  또
속도가  느려질  때  UDP 같은
통신  플로토콜로  자동  전
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
니다 .

AVD는 GPU 가속 렌더링 및 인코딩
을 지원합니다.  GPU에 최적화된
Azure VM의 NV, NVv3 혹은
NVv4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환경의
GPU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
다. (참고 보러가기). 

또한 RDP Shortpath를 사용해서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와 AVD 안의 세
션 호스트에 연결에 직접적인 UDP 기
반의 통신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기능
은 관리자가 활성화/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보러 가기)

사용자 프로필 관리는 AVD에서 무료
로 제공되는 FSLogix (프로필 컨테이
너)을 통해 , 사용자의 프로필이 각각의
다른 VM에 접속 시에 자동 로밍이 되
기 때문에 , 사용자의 생성된 기존 리소
스들은 윈도의 10의 다중 세션 환경에
서도 , 사용자가 접속하는 VM이 다르
더라도 자동으로 사용자는 항상 1:1
VDI 사용과 똑같은 사용자 경험을 갖
게 됩니다.

14.국내  총판사가  따로  있
는  건가요? 사후  문제  발생
시  지원은  국내  협력사에
서  지원하는  형태인가요?

Rhipe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총
판사로써 , 사후 문제 발생 시 처리 과정
관련해서 , rhipe의 클라우드

support 팀은 무료로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고 , 현재는 지원 부서의 한
국어 구사자 팀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영어 지원만 가능하여 다소 지연이 될
수 있으나 , 한국어 지원 부분에 대해 현
재 Crayon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담당 엔지니어와
직접적인 1:1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이
가능한 프리미엄 서비스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15.사용자  계정관리와  원
격접속  시  MFA를  지원하는
지요? (OTP방식  등)

네 , AVD 는 다중 인증 (MFA)을 지원
합니다.

13.비대면업무를  많이  하
는  기업에서  MS AZURE AVD
와  WINDOWS 365를  사용하
는  동안  비용을  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서  질문드립니다

AVD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이 발생하여 , 사용자가
AVD를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예.
12am- 5am)에는 사용 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고 , 멀티 세션의 환경에서는
접속 사용자 인원에 따는 VM의 구동
을 조절하여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고 ,
또한 24시간 구동이 필요한 VM인 경
우는 Reserved VM Instances로
선택하여 기존 비용보다 30%에서
60%의 할인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Windows 365의 경우 적합한 VM
사이징의 선택으로 VDI 환경에서 구동
되는 가상머신의 CPU 및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인프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 VPN 및 망 분리 등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설치/구축 비용 없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가상 PC
를 시간 장소의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virtual-desktop/configure-vm-gpu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virtual-desktop/shortpath


21.WINDOW 365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클
라우드 '  용으로  너무  잘  사
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내
가  올린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각자  파일  받지  않고
ZIP 화일로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  혹시  각각의  파일
로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받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
는지  궁금합니다 .

Windows 365 사용자의 다운로드
파일에 대한 Edit 기능에 대한 옵션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FY22
roadmap에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MSFT의 담당 PM팀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2.AVD와  W365를  상호  보완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
다

AVD는 윈도우10/11의 멀티 세션을 극
대화한 솔루션이고 W365는 개인
VDI (1:1) 사용 방식의 필요에 적합한
솔루션이고 사용 시간에 상관없이 일
괄적인 비용이 발생하기에 기업과 사
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하여 사
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6.타CSP에서  제공하는
DAAS와  차이점이  궁금합니
다

AVD 와 Windows 365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Azure 제공되는  퍼블릭 클
라우드 기반의 VDI 와 DaaS 서비스
입니다.
타 사에서 제공되는 DaaS가 어떤 것
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
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17.영상편집을  예로  들어
주셨는대  국내에서  사용
하고  있는  참고사례가  있
을까요?

모 고객사에서는 동영상 편집 가능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고 사양의 컴퓨
터들을 사용자들이 회사에서뿐만 아니
라 재택근무 환경에서 자유롭게 접속
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 
 GPU 및 AutoCAD를 활용하는 디
자인/건축사무소 고객 사분이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시스템 확장 및 노후화
된 기존 컴퓨터 교체를 고민하던 중 클
라우드로 전환하여 현재 AVD를 부분
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계
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19.  MS 제품이니  당연히  AD
도  완전히  지원하겠지요?

 

Windows 365의 비즈니스 버전은
Azure AD를 지원하고 ,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Azure AD 와 AD를 병행해서
Hybrid Azure AD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보러 가기)

20.보안  강화를  위해  별도
의  패키지가  필요한가요?

AVD는 Azure 플랫폼에 제공되는 시
큐리티 관련 옵션 및 마이크로소프트
의 보안 관련 솔루션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8.MS AZURE AVD를  주로  사
용하는  도메인  분야는  어
디인지요?

현재 개인 PC 사용에 보안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 기관 , 원격 근무
및 개인 장치 활용이 필요로 한 초중고
및 교육 기관 , 산업 표준 및 정부 규제
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 및 법률 업체 ,
단기 및 임시 근무직이 많은 기업 그리
고 건설 디자인 및 고성능 PC를 필요
로 하는 제조 업체에서 AVD를 사용
중입니다.

https://docs.microsoft.com/ko-kr/windows-365/enterprise/requirements


25.기존  VDI솔루션보다  가
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
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On-premises 혹
은 private cloud 환경에서 VDI를
구현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 구축
에 필요한 비용들을 AVD를 사용함으
로써 상당 부분 축소 할 수 있고 , 마이
크로소프트의 자체 인프라를 사용함으
로써 , 보안 강화 및 사용자 경험이 증대
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구축
기간 역시 몇 일안에 바로 실행될 수 있
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기존 VDI에서 관리
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축소되고 자
동화되어 , 기존 VDI 대비 적은 시간과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인프라의 Azure Infra를 통해
구현되는 AVD를 통해 보다 나은 사용
자 경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4.기업에서  MS AZURE AVD
와  WINDOWS 365를  선택하
려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
하고  점검해야  할  요소들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
니다

12월 21일 (화) 웨비나 통해서 두 솔루
션의 비교 및 도입에 필요한 고려 사항
을 말씀드렸습니다. (웨비나 다시보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rhipe
Korea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 비지
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보다 상세히 말
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3.이커머스  사이트에  적
용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소  규모에서의
적용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

분산 근무 직원들이 있는 중소 업체 및
재택근무 및 출장 외근용을 지원할 시
스템의 플랫폼이 필요로 하는 일반 기
업 ,
규제 및 산업 표준화로 인한 망 분리및
VDI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금융 관련
업체에서 AVD/W365을 도입해서 사
용 혹은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   
 현재 호주는 보안과 규제가 까다롭기
소문난 정부 공공 단체에서도 AVD 구
축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
조 :
https://desktop.gov.au/patter
ns/avd.html)
자세한 상담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
면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https://talkit.tv/event/2744
https://desktop.gov.au/patterns/avd.html


27.솔루션  사용  시  인터넷
권장  속도가  얼마나  되어
야  원활히  사용  가능  할까
요?

현재 한국은 어느 지역이라도 인터넷
평균 속도가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기
에 , AVD 혹은 W365 사용하시는 데
에 인터넷 속도 관련 고민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RDP 대역폭 요구사항
https://docs.microsoft.com/ko
-kr/azure/virtual-desktop/rdp-
bandwidth

Windows 365
https://docs.microsoft.com/ko
-kr/windows-
365/enterprise/requirements-
network

28.문서  파일  송수신  시  노
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의 지정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
의 데이터 액세스와 데이터 보호 및 모
니터링을 실행시킬 수 있으며 , 데이터
손실 방지 솔루션을 사용하여 감지 및/
또는 방지 컨트롤을 적용하여 데이터
반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VD은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를 지
원하며 , Azure에서의 모든 콘텐츠 및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Azure 데이터
센터 간에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
호화를 제공합니다.

참조 사이트 : 
https://docs.microsoft.com/ko
-
kr/security/benchmark/azure/
baselines/virtual-desktop-
security-baseline

26.AZURE VIRTUAL DESKTOP과
WINDOWS 365의  현재  기능
들중에서  2022년에  보완하
거나  개선해야  할  기능들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VD /Windows 365의 새로운 기능
에 대한 업데이트는 아래 사이트에서
매월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AVD Update
https://docs.microsoft.com/ko
-kr/azure/virtual-
desktop/whats-new

W365 Enterprise
https://docs.microsoft.com/ko
-kr/windows-
365/enterprise/in-
development

W365 Business
https://docs.microsoft.com/ko
-kr/windows-365/business/in-
development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virtual-desktop/rdp-bandwidth
https://docs.microsoft.com/ko-kr/windows-365/enterprise/requirements-network
https://docs.microsoft.com/ko-kr/security/benchmark/azure/baselines/virtual-desktop-security-baseline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virtual-desktop/whats-new
https://docs.microsoft.com/ko-kr/windows-365/enterprise/in-development
https://docs.microsoft.com/ko-kr/windows-365/business/in-development


OUR COMPANY
rhipe는 Microsoft SPLA, CSP,
VMware, Zimbra 및 Zoom의 총판으로
한국을 포함한 APAC 지역의 파트너들에게
다양한 구독기반의 라이센스 모델을 제공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컨설팅 , 구독 비용 최적화 그리고 자체 빌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IT서비스 및 혁신 분야의 선두업체
Crayon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 및 클라우드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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