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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말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원격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조직에 회복탄력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zure에서 클라우드 VDI를 고려하는 이유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는 회사 안팎의 직원들에게 원격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온-프레미스 솔루션은 클라우드 데스크톱 가상화에서 제공하는 이점 및 
현대화의 완전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Azure Virtual Desktop은 하이브리드 워크스페이스를 위한 유연한 클라우드 VDI 플랫폼입니다. 
Azure Virtual Desktop은 Microsoft Azure에서 호스팅되는 가상 데스크톱 및 앱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확장성 및 인프라 비용 절감과 같은 클라우드의 완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통합형 Microsoft 보안 기능과 이전에 Windows Server 운영 시스템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다중 
동시 사용자 세션 실행 기능에 Windows 10 환경을 결합한 고유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환경을 포함한 Azure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이미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RDS)에서 호스팅되고 VMware를 통해 관리되는 
데스크톱 가상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VMware Horizon은 온-프레미스와 Microsoft Azure에서 모두 
작동하는 데스크톱 가상화 플랫폼으로 Microsoft Azure의 VMware Horizon Cloud Service를 통해 
Azure Virtual Desktop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하면 VMware Horizon Cloud에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제어 평면을 제공하여 기존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zure의 Horizon Cloud는 Azure Virtual Desktop의 기능을 지원하므로 Blast 
Extreme 프로토콜, 비용 및 시간 절약형 관리 도구, 보안, 광범위한 엔드포인트 지원을 온-프레미스 
및 Azure 기반 가상 데스크톱과 앱 환경에 동일한 Horizon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간소화하고 사용자 고유의 속도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eBook은 조직이 RDS 및 VMware Horizon Enterprise에서 호스팅되는 온-프레미스 VDI를 
Horizon Cloud on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Azure Virtual Desktop에서 VDI를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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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이유 
마이그레이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마이그레이션하는 속도가 결정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교체해야 하는 하드웨어가 노후화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프레미스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대신 내장형 라이선스, 할인된 소비 비용 및 지리적 리전 측면에서의 배포 유연성을 
포함한 Azure Virtual Desktop의 경제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본 지출에서 운영 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하는 것 외에도 기업은 현대화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모델로서 항상 최신형인 VMware를 통해 안전한 원격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를 단순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Azure의 소비 기반 인프라 가격 책정 
및 광범위한 글로벌 공간을 확보합니다. Horizon Cloud on Azure를 사용하면 서드파티 도구 없이 
Azure 인프라 용량을 가져와 Horizon Cloud 서비스와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관리, 이미지 
관리, 변화하는 네트워크 조건을 적용하는 고급 프로토콜, AD 통합, 하이브리드 기능과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더욱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의 몇 가지 추가 
이점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한 관리 중앙 집중화
고급 중앙 집중식 관리 기능 및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가격 책정 모델을 통해 관리 
및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환경을 활성화하는 
VMware의 유연한 단일 라이선스 모델을 통해 귀사 조직에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Windows 10 
멀티 세션은 동시 사용자 세션을 실행하여 VM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추가로 규모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와 IT에 익숙한 환경 제공
귀사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사용자 맞춤 및 도구를 통해 Horizon Cloud 콘솔에서 
Azure와 Azure Virtual Desktop 배포를 관리합니다. Windows, macOS, iOS, Android, Linux 및 
Thin 클라이언트에서 전체 기능을 갖춘 클라이언트 및 고급 원격 프로토콜을 통해 모든 앱 및 사용 
사례에 간소화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확장하고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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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태세 개선 지원
내장형 및 통합형 보안 기능을 통해 로컬 데스크톱 대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zure Security Center를 활용하여 엔드포인트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하여 추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Azure Virtual Desktop 및 Horizon Cloud on Azure 모두에 대한 참조 아키텍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VMware Horizon Cloud on Azure 및 Azure Virtual Desktop 
참조 아키텍처
이 섹션에서는 Azure Virtual Desktop 및 Horizon Cloud on Azure의 결합형 기술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림  1은 Microsoft, VMware, 고객 간의 책임에 대해 보여줍니다. 

그림 1: Microsoft, VMware, 고객 간의 책임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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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는 Azure 내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를 포함한 내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VMware는 Azure에 관리 계층(Horizon Control Plane)을 추가하고 Horizon Cloud 플랫폼 내에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VMware는 브로커, 게이트웨이, 관리, 진단, 부하 균형,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핵심 데스크톱 가상화 인프라를 담당합니다. 네이티브 Azure Virtual Desktop 배포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데스크톱 및 원격 앱, 관리, 정책을 담당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VMware는 Horizon Control Plane을 호스팅하고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경험에 
대한 기능 업데이트 및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Horizon Cloud on Azure는 다양한 Microsoft 
Azure 리전에서 실행 및 확장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귀사 Azure 테넌트에 Horizon Cloud 포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VMware Horizon Cloud 포드를 활용하여 고객 Azure 구독에 배포

클라우드 제어 평면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이라는 친숙한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호스팅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은 모든 업계 표준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이 콘솔은 
사용자 할당, 가상 데스크톱, RDSH에서 게시한 데스크톱 세션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관리 
작업을 위한 단일 위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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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VMware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의 높은 수준의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그림 3: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개요

이제 Azure Virtual Desktop과 귀사 온-프레미스 VDI를 Horizon Cloud on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할 
때의 핵심 이점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 섹션에서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도움이 될 주요 단계와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마이그레이션  준비 ,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VMware Horizon Cloud 환경  준비 ,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첫  Horizon Cloud 
Service 포드  생성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
VDI를 마이그레이션하면 다음과 같은 현대화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한 내장형 및 통합형 보안 기능으로 보안 태세 향상

 ● 하드웨어 및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여 전체 자본 지출 감소

 ●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몇 분 내에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간소화된 관리

 ● Microsoft Teams를 포함한 Windows 10 및 Microsoft 365 앱에 최적화된 원활한 환경

Azure Virtual Desktop은 Horizon Cloud on Azure와 함께 실행되므로 전체 하이브리드 환경 
전반에서 통합형 관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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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준비
이 섹션에서는 Horizon Cloud on Azure를 활용할 때 귀사 환경의 크기 조정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기존 리소스를 마이그레이션하고 현재 환경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는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이 단계는 다음 섹션에서 다룰 VMware 
Horizon Cloud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필수 구성 요소
먼저 마이그레이션 및 VM 검색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Azure에 연결하고 Active Directory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zure 구독이 필요합니다. 조직에 Azure 구독이 이미 있는 경우 올바른 수준의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중에 스토리지, 네트워킹 구성 요소 및 VM에 대한 작업 권한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서비스(Active Directory 또는 Azure 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가  
Azure AD(Azure Active Directory)와 동기화되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가 배포되는  
Azure 구독과 연결된 가상 네트워크에서 도메인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온-프레미스 Active Directory를 Azure AD와 동기화하기 위한 Azure AD Connect 가이드를 
따릅니다.

참고: 최신  제품  기능을  기반으로  한  Azure AD 설정에  대한  최신  지침은  여기에서   
Azure Virtual Desktop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https://azure.microsoft.com/free/services/virtual-desktop/
https://docs.microsoft.com/azure/active-directory/hybrid/how-to-connect-install-express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VMware Horizon Cloud 및 Azure Virtual Desktop 9

2단계: Azure Migrate
Azure 포털 내에 데스크톱 가상화를 위해 Azure Migrate를 설정할 수 있는 전용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 마법사는 VDI 섹션에 있습니다(그림  4 참조).

그림 4: Azure Migrate 마법사

이 마법사에서 구독, 리소스 그룹, 프로젝트 이름 및 리전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등록을 
선택하여 현재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 평가를 시작합니다. 대상 Azure 구독에 새 Azure Migrate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서버를 평가하고 마이그레이션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VDI를 선택한 다음 
도구를 추가합니다. 구독, 리소스 그룹, 위치와 같은 기본 매개 변수를 구성한 후 Azure Migrate: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마이그레이션 도구로 선택해야 합니다. 설치 마법사를 사용하여 서버 
마이그레이션은 물론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선택적 에코시스템 파트너 도구를 선택합니다. 
예제에 따라 Azure Migrate를 마이그레이션 도구로 선택하는 외에 Lakeside SysTrack을 평가 도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tps://azuremarketplace.microsoft.com/marketplace/apps/lakesidesoftware.systrackcloudedition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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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side는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에코시스템 파트너입니다. Lakeside 
SysTrack은 현재 워크로드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크기 조정 및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akeside SysTrack은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환경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VMware 환경을 지원합니다. Azure Migrate 및 선택적 에코시스템 파트너 도구를 
연결하고 요청된 사용 권한을 수락하면 검색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3단계: VM 검색
이 단계에서는 현재 환경의 가상 데스크톱을 검색하여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대량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Lakeside SysTrack을 평가 도구로 선택한 경우, 현재 
데스크톱 가상화 워크로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akeside SysTrack에는 
기존 배포 도구를 활용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그림  5는 Lakeside SysTrack 
시각화 도우미를 보여줍니다. 이 시각화 도우미를 사용하면 현재 사용량, 소비 및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를 쉽게 수집하여 Horizon Cloud VM 크기 조정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5: Lakeside SysTrack 시각화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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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일부로 Azure로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않을 애플리케이션 백 엔드 워크로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백 엔드를 Azure로 
이동하면 최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Horizon Cloud on Azure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이언트 측면이 애플리케이션의 백 엔드에 더 가깝습니다. Azure Migrate는 이 
워크로드를 Azure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 엔드 리소스의 일부를 이동하지 
않으려면 ExpressRoute 또는 사이트 간 VPN을 활용하여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한 연결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검색 단계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평가 검토
적절한 양의 데이터가 캡처되면 평가 데이터를 검토하여 최상의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데이터에는 데스크톱의 원 평가 데이터와 다른 사용자의 가상 사용자로 분류되는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풀링된 Virtual Desktop 리소스와 개인 Virtual Desktop 
리소스의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비용 대비 효율적인 사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의 
일부로 수집된 정보는 Azure 포털에 표시됩니다. 그림  6는 수집되는 정보가 포함된 예를 보여줍니다. 

그림 6: 평가 데이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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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각 가상 사용자의 사용자 수 

 ● 사용자별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 

 ● 사용자별 리소스 사용량 

 ● 사용자의 가상 사용자별 리소스 사용률 평균 

 ● VDI 서버 성능 데이터 

 ● 동시 사용자 보고서 

 ● 사용 중인 주요 소프트웨어 패키지

자세한 평가 단계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일부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Windows 10 멀티 세션을 활용하는 등의 이점을 고려하면 
Horizon Cloud on Azure를 활용하여 배포할 운영 체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Windows Server, Windows 10 Enterprise 또는 Windows 10 다중 세션 포스트 배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다음 단계: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Windows 10 다중 세션을 기반으로 새 템플릿 이미지를 만들어 모든 운영 체제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 Azure 이미지 갤러리에서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on Azure를 활용해 템플릿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Horizon Cloud on Azure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템플릿 이미지를 준비, 생성 및 배포에 대한 전체 
단계별 가이드는 이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중요: Azure에  업로드되면  사용자  맞춤형  템플릿을  Horizon Cloud on Azure로  가져와  
Horizon 에이전트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귀사의 환경을 평가했으니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Horizon Cloud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Horizon Cloud on Azure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Azure 구독에 
배포합니다. 

https://docs.microsoft.com/azure/migrate/tutorial-assess-hyper-v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D090D2ED-6446-4544-BEEC-D01F60F1F62B.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D090D2ED-6446-4544-BEEC-D01F60F1F62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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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귀사 VMware 
Horizon Cloud 환경 준비
이전 챕터에서는 Horizon Cloud on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준비 단계와 귀사 환경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Horizon Cloud on Azure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전 라이선스 및 인프라를 
포함한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Azure Virtual Desktop 필수 구성 요소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Horizon Cloud on Azure를 배포하기 전 Microsoft Azure의 3가지 
주요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택한 운영 체제에 따라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Microsoft Azure의 어떤 Horizon Cloud 리소스에도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필요한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 1은 운영 체제당 필요한 라이선스를 보여줍니다. 필수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 필수 라이선스

Windows Server 2012 R2, 2016, 2019
Software Assurance를 포함하는 RDS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CAL)

Windows 7 Enterprise
Microsoft 365 E3, E5, A3, A5, F3, Business 
Premium Windows E3, E5, A3, A5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또는 
Windows 10 Enterprise

Microsoft 365 E3, E5, A3, A5, F3, Business 
Premium Windows E3, E5, A3, A5

표 1: 다양한 운영 체제 버전 및 필수 MS 라이선스

https://azure.microsoft.com/pricing/details/virtual-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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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Horizon Cloud on Azure 배포를 지원하려면 귀사 핵심 인프라에 다음이 필요합니다.

 ● Azure AD 인스턴스가 있어야 합니다.

 ● Windows Server AD 인스턴스가 Azure AD와 동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Azure AD 
Connect(하이브리드 조직에 적합) 또는 Azure AD Domain Services(하이브리드 또는 
클라우드 조직에 적합)를 기반으로 구현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세션 
데스크톱/호스트 서버의 소스 및 도메인 멤버십을 식별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Server AD를 Azure AD와 동기화할 수 있으며 사용자 계정은 Windows Server 
AD에서 소싱됩니다. 가상 데스크톱/세션 호스트 VM이 Windows Server AD 도메인에 
조인되어야 합니다.

 - Windows Server AD를 Azure AD와 동기화할 수 있으며 사용자 계정은 Windows Server 
AD에서 소싱됩니다. 가상 데스크톱/세션 호스트 VM이 Azure AD Domain Services에 
조인되어야 합니다.

 - 가상 네트워크가 포함된 것과 동일한 Azure AD 테넌트의 상위 항목인 Azure 구독이 
필요합니다. 가상 네트워크에서 Windows Server AD 또는 Azure AD Domain Services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Horizon Cloud on Azure에 연결하는 사용자는 다음 요구 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 포드의 일부로 만든 가상 데스크톱/세션 호스트 VM이 표준 도메인에 조인되거나 하이브리드 
AD에 조인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eBook이 작성된 현재 VM은 Azure AD에 조인될 수 
없습니다. 다음 지원되는 운영 체제 중 하나를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버전 1809 이상

 - Windows 10 Enterprise 버전 1809 이상

 - Windows 7 Enterprise

 - Windows Server 2019 

 - Windows Server 2016

 - Windows Server 2012 R2

https://docs.microsoft.com/azure/active-directory-domain-services/active-directory-ds-comparison
https://docs.microsoft.com/azure/active-directory/devices/hybrid-azuread-join-plan
https://docs.microsoft.com/azure/active-directory/devices/hybrid-azuread-joi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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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Virtual Desktop은 x86(32비트), Windows 10 Enterprise N 또는 Windows 10 Enterprise KN 
운영 체제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Windows 7은 관리형 Azure Storage에서 호스팅되는 
어떤 VHD(가상 하드 디스크) 또는 VHDX 기반 프로필 솔루션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용 가능한 
자동화 및 배포 옵션은 이 문서의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서 설명한 대로 선택한 운영 체제와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려 사항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사항

Azure Virtual Desktop을 배포할 때 몇 가지 기술적 제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귀사 환경에 Azure 
Virtual Desktop을 배포하기 전에 제한 사항을 고려하고 검토합니다. 제한 사항의 최신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on Azure를 통해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명명 규칙

Azure 구독을 사용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명명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목록에는 명명 
규칙과 관련한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용한 명명 규칙은 리소스 이름의 일부로 중요한 리소스 정보를 활용하여 리소스 이름을 
조합합니다. 명명 규칙을 구성할 때 리소스 이름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정보를 식별합니다. 

 ● 각 워크로드는 수많은 고유 리소스 및 서비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유형 접두사를 
리소스 이름에 통합하면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구성 요소를 시각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리소스에 메타데이터 태그를 적용하는 경우 리소스 이름에 포함될 수 없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독에 대한 기존 명명 규칙이 없는 경우 이 링크의 지침을 
따라 리소스 전체에서 일관된 명명 규칙을 유지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귀사 Horizon Cloud 환경을 만들기 전에 익숙해져야 할 필수 구성 요소와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배포 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전반적인 배포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합니다.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overview#supported-virtual-machine-os-images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overview#requirements
https://kb.vmware.com/s/article/78170
https://docs.microsoft.com/azure/cloud-adoption-framework/ready/azure-best-practices/naming-and-ta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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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Cloud on Azure 필수 구성 요소
이 섹션에서는 Microsoft Azure에 Horizon Cloud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 
요약합니다. 요구 사항은 '포드 배포를 위한 요구 사항' 및 '포드 배포 이후 생산적인 환경을 위한 
요구 사항'과 같이 두 섹션으로 나뉩니다. 

그림  7은 Horizon Cloud Pod의 내부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는 외부를 향한 
통합형 액세스 게이트웨이만 표시됩니다. 

그림 7: Horizon Cloud Pod의 내부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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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배포에 대한 요구 사항
이러한 요구 사항은 컨트롤 플레인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 및 네트워크 통신을 자세히 설명하는 
포드 배포에 지정됩니다. 

 - Horizon Control Plane 요구 사항

 - Microsoft Azure 구독 요구 사항

 - 네트워크 요구 사항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 포드 배포 워크플로

포드 배포 후 생산적인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
다음 요구 사항은 Active Directory, 범용 브로커, 이미지, 데스크톱 및 팜을 포함하여 포드 배포 
이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 Active Directory 요구 사항

 - 범용 브로커 요구 사항

 - DNS 기록 요구 사항

 - Horizon Cloud 골든 이미지, 데스크톱 및 팜

 -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에 대한 라이선스

각 요구 사항은 VMware 요구 사항 검사 목록에 연결되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 
정보는 이 문서를 참조하세요.

이 빠른 시작 가이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전 Microsoft Azure에서 구성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운영 체제 이미지 선택
오늘 Horizon Cloud on Azure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온-프레미스 세션 기반 VDI 배포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풀링된 세션 데스크톱에 대한 데스크톱 운영 체제로 Windows Server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10 다중 세션은 Microsoft Azure 외부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및 이후 버전은 Horizon Cloud on Azure 및 Azure Virtual Desktop에서 
지원됩니다.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SECTION_21B1C152-389E-4598-BAF5-E6365F60F181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SECTION_32A00526-5BD0-4233-B772-58B4B2C4EA29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SECTION_2929C7D5-6AC1-4D61-BCDE-4DFBEF3FB1E5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SECTION_A3A06D77-CC20-43CE-A294-6DC92F3B0B8D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GUID-BC9A7941-770F-4C32-9D92-8688D9D5C9D1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SECTION_27CCE6D3-7D7E-482D-990D-16BC5CBAD62F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SECTION_2A0DD63A-A9E8-4052-93D9-779FB1FAD03C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SECTION_020971C0-7898-43E3-A7C0-595CA5CD31F6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SECTION_ED721C1C-84E3-49B9-B746-BA13BBAFB215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__SECTION_929005CD-33D6-48C5-981F-C026E0CD1915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6E460805-C323-4200-9A45-45E7BFB31730.html
https://techzone.vmware.com/quick-start-tutorial-vmware-horizon-cloud-service-microsoft-azure#_24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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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개말에서 설명된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Windows 10 다중 세션을 활용하면 기존 RDS 
CAL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 등의 몇 가지 추가 이점이 제공됩니다. Azure Virtual 
Desktop 및 Azure 클라우드를 완전히 최적화하려면 Windows 10 다중 세션으로 이미지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Azure에 업로드할 사용자 맞춤형 마스터 이미지 VHD(가상 하드 디스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맞춤형 이미지를 오프라인으로 만들 수 있어 최종 템플릿을 
Azure에 업로드하기 전에 조직의 요구 사항에 맞춰 템플릿을 사용자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Windows 10 멀티 세션을 포함하여 지원되는 모든 버전의 Windows Server 및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on Azure를 통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프로필 관리 지침
VMware는 10년 이상 VDI 기술을 제공해왔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발달하고 기업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용도로 이러한 기술을 계속해서 채택함에 따라 다양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VMware Horizon을 통한 사용자 환경 관리는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모델을 보여주고 
기업의 요구 사항에 필요한 최상의 모델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모델은 View Composer 및 Persona Management와 같은 레거시 Horizon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될 수 있습니다. Dynamic Environment Manager와 같은 기본적인 최신 대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Mware DEM™(Dynamic Environment Manager)은 가상, 물리적, 클라우드 PC 전반에 걸쳐 
사용자 구성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Persona Management와 마찬가지로 DEM은 드라이브 및 
프린터 매핑에서 권한 상승, 스마트 정책을 통한 Horizon과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세션 간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함과 동시에 사용자 구성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DEM은 폴더 리디렉션 
또는 FSLogix Office Container나 App Volumes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볼륨과 같은 대안을 
사용하여 사용자 세션 간에 사용자 데이터를 추상화하고 유지합니다. 새로운 Horizon을 위한 
VDI 현대화 및 VMware Horizon을 통한 FSLogix Profile Container 통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set-up-customize-master-image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D090D2ED-6446-4544-BEEC-D01F60F1F62B.html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managing-user-experience-vmware-horizon-7-enterprise-edition
https://techzone.vmware.com/mastering-dynamic-environment-manager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modernizing-vdi-new-horizon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modernizing-vdi-new-horizon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integrating-fslogix-profile-containers-vmware-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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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액세스
대부분의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Horizon Cloud on Azure에 대한 조건부 액세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게시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기 전에 사용자 세션이 충족해야 
하는 추가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액세스의 예로는 Azure MFA가 있습니다. Azure MFA를 구성한 후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고 Azure MFA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저장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다시 시작할 때 개인 인증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고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 인증 정보는 로컬 자격 증명 관리자에 
저장됩니다. 개인 인증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엔터프라이즈급 시나리오 또는 개인 
디바이스에 배포하는 경우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보호하려면 클라이언트가 항상 
Azure MFA 개인 인증 정보를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단계를 통해 Horizon Cloud on Azure에 대한 SSO 통합 및 조건부 액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Horizon Cloud on Azure용 Azure MFA 설정 및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또한 범용 브로커를 통해 MFA에 RADIUS 및 RSA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2 단계. 단일 로그온 및 귀사 IDP를 클라우드 앱 보안으로 작업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s://docs.microsoft.com/azure/active-directory/saas-apps/vmware-horizon-unified-access-gateway-tutoria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D34D29F8-0B5A-4A59-8798-87AFC7184AEF.html?hWord=N4IghgNiBcIK4DsCWA3ApgJwM6QAQCMMB7Aa01wzABMk4sQBfIA
https://docs.microsoft.com/cloud-app-security/proxy-deployment-any-app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VMware Horizon Cloud 및 Azure Virtual Desktop 20

Dynamic Environment Manager
Azure Virtual Desktop에 FSLogix가 포함되어 있어 프로필 관리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Horizon Cloud on Azure는 FSLogix 기능과 통합되어 상단에 구축하거나 사용자에게 대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이전 User Environment 
Manager)는 FSLogix 프로필 또는 Office 365 컨테이너에 사용자 환경 관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그림  8은 FSLogix 프로필 컨테이너를 통해 Horizon Cloud on Azure를 보여줍니다. 

그림 8: FSLogix 프로필 컨테이너를 통한 Horizon Cloud on Azure

이 섹션에서는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Horizon Cloud on Azure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프로필 지침, 조건부 액세스 및 동적 환경 관리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도록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첫 번째 
Horizon Cloud 서비스 포드 설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integrating-fslogix-profile-containers-vmware-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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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Virtual Desktop으로 첫 번째 Horizon 
Cloud Service 포드 만들기
다음 단계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을 배포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포드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섹션에서 명시한 전제 조건인 VMware Horizon 
Cloud on Azure 필수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링크에서 Horizon Cloud 
사용하기 전과 도중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표  2는 첫 번째 포드를 배포하고 Horizon Cloud on Azure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상위 수준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1단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링크에서 모든 단계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계 설명

1. 용량 첫 번째 포드를 배포합니다.

2. 일반 설정
VMware 계정, Active Directory, 역할 및 권한, 브로커 및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3. 데스크톱 할당 VM을 가져오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새 데스크톱 할당을 만듭니다. 

4. 애플리케이션 할당 VM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를 만듭니다. 

표 2: 첫 번째 포드를 배포하고 Horizon Cloud on Azure를 구성하기 위한 상위 단계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BDB3A765-6C1D-4416-BCEF-1B7467C2C0F3.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BB462129-E91D-438E-A673-C9EDECE623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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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Horizon Cloud Pod 배포
이 섹션에서는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한 Horizon Cloud 배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포란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온-프레미스에서 Horizon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할 준비를 위해 
Horizon 포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배포 및 비용 최적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VMware Horizon Cloud 포털을 통해 Microsoft Azure에 포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포드를 추가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자세한 개요는 Horizon Service 개요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Microsoft Azure 용량 추가
그림  9에는 Horizon Cloud Tenant의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그림 9: Horizon Cloud Tenant의 로그인 페이지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getting-started-vmware-horizon-service#horizon-service-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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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Cloud의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하면 시작하기 화면과 함께 용량, 
일반 설정, 데스크톱 할당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이라는 4개의 탭이 표시됩니다. 첫 번째 탭인 
용량에서 관리 박스를 클릭하여 포드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림 10: 포드 추가하기

https://cloud.horizon.vm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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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다운 메뉴에서 포드 추가를 클릭한 다음 포드 구독 웹 양식이 표시됩니다(그림  11 참조). 이 
섹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그림 11: 포드 구독 양식

https://docs.vmware.com/en/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BD899E43-9505-48D7-ACF1-4833C96AD9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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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Microsoft Azure 테넌트 정보로 웹 양식을 작성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필수  구성  요소  섹션 
참조). 포드 구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그림 12: 포드 구성 및 연결하기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1136D536-6CFF-403F-ACC9-50F0E335E5E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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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설정 탭으로 이동한 뒤, 포드 이름, 위치, Microsoft Azure 리전 및 네트워킹 항목을 
작성합니다. 이 섹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내외부 통합형 액세스 게이트웨이 설정하기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06E2E44E-5461-4894-8162-F8D7EF11E5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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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게이트웨이 설정을 작성하고 유효성 검사 및 진행을 선택합니다. 구성을 확인한 다음 
만족한다면 제출을 선택합니다.

Horizon Cloud Pod의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또한 이 리소스를 통해 유효성 검사 및 진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가이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축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진행률 표시줄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4: 진행 중인 포드 구축 프로세스

참고: 2단계(일반  설정), 3단계(데스크톱  할당), 4단계(애플리케이션  할당)에   
대한  지침은  이  링크를  참조하세요 .

다음 챕터에서는 배포된 Horizon Cloud 환경을 검사하고 연결해보겠습니다.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97521A2A-689A-4D05-9123-E020E967E679.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74F92CD9-DED2-47E5-BD51-515A64FB2D37.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3399ECBD-93F1-4ABD-904E-45DC273B7655.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BB462129-E91D-438E-A673-C9EDECE623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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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이후 지침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Horizon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면 배포 이후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비용 최적화 및 상태 모니터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VMware Horizon 배포 테스트
모든 포드 배포 단계를 완료하면 Horizon Cloud 환경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한다면 배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의 대시보드 페이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Windows Desktop 클라이언트를 활용하여 Windows 7, Windows 10 및 Windows 10 IoT 
Enterprise에서 Horizon Cloud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indows 플랫폼 이외에 
Android, iOS, macOS, Chrome 및 웹 클라이언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링크와 클라이언트 설치, 구성, 활용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Mware Horizon 
Client 다운로드하기.

지원되는 VMware Horizon Client 전체 목록은 이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그림  15는 게시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VMware Horizon Client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림 15: VMware Horizon Client의 예

참고: VMware Horizon Client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0812908C-3C89-46B6-BAC3-525E4C34EB34.html
https://my.vmware.com/kr/web/vmware/downloads/info/slug/desktop_end_user_computing/vmware_horizon_clients/horizon_8
https://my.vmware.com/kr/web/vmware/downloads/info/slug/desktop_end_user_computing/vmware_horizon_clients/horizon_8
https://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search.php?deviceCategory=vdm&details=1&page=1&display_interval=10&sortColumn=Partner&sortOrder=Asc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ient-for-Windows/2012/horizon-client-windows-user/GUID-427B0E44-2089-426D-84A1-AD0181D997D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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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Horizon Cloud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비용을 
최적화하고 상태 및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
비용을 최적화하고 Horizon Cloud on Azure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는 Horizon Cloud on Azure 배포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6가지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Windows 10 멀티 세션을 Horizon Cloud 세션 호스트 데스크톱의 운영 체제로 사용합니다. 
컴퓨팅 요구 사항이 동일한 사용자를 위해 다중 세션 데스크톱 환경을 활용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한 번에 한 VM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 중인 VM에 대해 Azure 소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침을 원하는 경우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FAQ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Azure Hybrid Benefit을 활용합니다. 귀사 조직에 Microsoft Software Assurance가 있는 
경우 Windows Server용 Azure Hybrid Benefit을 활용하여 Azure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참조하세요. 

 ● Azure RI(Azure VM Reserved Instances)는 Windows 및 Linux VM 기반의 1년 또는 3년 
약정의 경우 종량제 요금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72%까지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I를 통해 VM 사용량에 대해 선불로 결제합니다. Azure RI와 Azure Hybrid Benefit(앞서 
언급한 설명 참조)을 결합하여 정가에서 최대 80%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zure 
RI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전원 관리를 통해 사용량이 적은 시간 동안 세션 호스트 VM을 종료하고 할당을 취소하는 
규칙을 활용함으로써 VM을 확장하여 Horizon Cloud on Azure의 총 배포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량이 많은 시간 동안 다시 켜서 재할당합니다. Horizon Cloud 스케일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VMware App Volumes는 MSIX 통합을 포함하여 기본 이미지 크기 감소 및 중앙 집중식 
관리로 인해 Azure 소비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을 배포하고 테스트한 후 마지막 단계는 상태 및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machines/windows/hybrid-use-benefit-licensing
https://docs.microsoft.com/azure/cost-management-billing/reservations/manage-reserved-vm-instance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power-management-vmware-horizon-cloud-microsoft-azure
https://blogs.vmware.com/euc/2020/08/vmware-horizon-cloud-microsoft-azure.html?src=so_5d8903dc0d6f8&cid=70134000001S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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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Cloud on Azure 상태 및 사용량
준비 단계에서 세션 호스트 VM에 사용할 VM 크기를 결정하고 소비되는 리소스에 대한 원격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여 환경 사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제 Horizon Cloud on Azure로 마이그레이션했으니 귀사 환경의 사용량과 상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CMS(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는 in Horizon Control Plane에서 제공하는 중앙 서비스 
중 하나로, 클라우드 연결형 포드 안팎에서 용량, 사용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 포드 및 글로벌 상태 활용도를 표시하는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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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zure Advisor를 활용하여 Virtual Desktop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고 배포 중에 놓친 모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zure Advisor에 포함된 권장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고 표시되는 제안된 
모범 사례를 구현합니다.

그림  17은 Azure Advisor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림 17: Azure Advisor

이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제거할 계획이라면 필요할 수 있는 환경 정리 작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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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리
데스크톱 가상화 배포를 Horizon Cloud on Azure에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한 이후에 VDI 배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 요소나 구성이 남지 않도록 이 정리를 철저히 조사, 계획 및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DI 환경 정리를 권장하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 VDI 배포의 VM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연결 브로커, 웹 액세스 및 게이트웨이와 같은 VDI 
인프라 역할을 실행 중인 VM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RD 세션 호스트 VM은 Horizon 
Cloud on Azure로의 마이그레이션 일부로 Azure로 마이그레이션되었으며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단계에서 Horizon Cloud on Azure의 일부로 세션 호스트 서버 내부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설정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하고 이전 VDI 배포와 설정을 
비교하려는 경우 RD 세션 호스트 서버 중 하나를 스냅샷/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 VDI 배포에는 다양한 DNS 레코드를 사용했으며 대부분 퍼블릭 및 프라이빗 DNS 서비스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DNS A 유형 레코드는 이전 VDI 배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Horizon Cloud on Azure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DNS 레코드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 RD 세션 호스트 서버를 포함한 VDI 배포의 인프라 구성 요소는 모두 내부 AD Domain 
Services의 구성원입니다. 인프라 VM을 제거했으므로 이제 DNS 항목을 비롯한 해당 AD 
컴퓨터 개체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RD 세션 호스트 서버 컴퓨터 개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VM을 마이그레이션한 경우 
해당 컴퓨터 개체를 다시 사용하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Server에서 
Windows 10 다중 세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zure가 제공하는 일련의 새 VM을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한 경우, 새 이름과 컴퓨터 개체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개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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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능에 대한 지침
이 챕터에서는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Horizon Cloud를 사용할 때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추가 기능에 대해 강조합니다.

Horizon Cloud on Azure용 VMware App Volumes
VMware App Volumes는 Horizon Cloud on Azure의 기능으로 배포됩니다. Horizon Cloud에서 
VMware App Volumes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Horizon Cloud on Azure에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VMware 
App Volumes에 대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토리지를 배포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시 패키징하지 않고도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앱 패키지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도구.

 ● 온-프레미스와 Horizon Cloud on Azure 간의 기능 일관성. App Volumes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모든 단계에서 배포와 함께 작동하는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그림 18: 메모장++ 성공적으로 VMware App Volumes의 패키지로 게시

이제 Azure 파일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패키징 및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제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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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패키징
Horizon Cloud on Azure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톱 및 이미지와 같은 모든 리소스를 
활용하여 패키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로컬 컴퓨터에서 앱 패키지를 구축한 다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명령줄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처리됩니다.

Azure 파일 공유를 통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제공
VMware App Volumes는 Microsoft Azure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가상 데스크톱 사용자를 대상으로 
앱 패키지를 관리하고 제공합니다. Azure 스토리지는 설정하는 동안 고객에게 자동 프로비전됩니다. 
사전 스토리지 비용은 없습니다. 패키지를 구축하고 Azure 파일 공유를 통해 제공할 때 스토리지 
사용량은 소비를 기반으로 직접 청구됩니다. Azure 내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최적의 Azure 성능을 
위해 Microsoft의 기본 VHD 형식으로 패키징되고 제공됩니다. 

Horizon Control Plane에 원활하게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VMware App Volumes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Horizon Cloud 관리 콘솔에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App Volumes는 Horizon Control Plane으로 이동하여 이제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전반에 걸쳐 
배포, 앱 인벤토리, 할당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곧 실제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Horizon Cloud on Azure를 활용하여 Microsoft Teams에 대한 미디어 최적화 
리디렉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icrosoft Teams
VMware는 Horizon Cloud on Azure에 대한 미디어 최적화 리디렉션을 지원합니다.

가상 데스크톱에서 화상 통화를 하는 것은 일관된 과제였습니다. VMware와 Microsoft는 Microsoft 
Teams의 미디어 최적화를 릴리스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 
가상 데스크톱 방법이 아닌 엔드포인트(물리적 디바이스)로 통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Horizon 에이전트가 가상 데스크톱을 통해 모든 Microsoft Teams 오디오 및 비디오 트래픽을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쳤던 가상 데스크톱 사용자가 겪었던 이전 과제가 해결되고 이제 미디어 최적화를 통해 
Microsoft Teams 오디오 및 비디오 연결이 엔드포인트로 오프로드됨에 따라 리소스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microsoft-teams-optimization-vmware-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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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는 오디오 및 비디오가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에 오프로드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Microsoft Teams 최적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림 19: Microsoft Teams 최적화 흐름

VMware Horizon을 통한 Microsoft Teams 최적화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전원 관리
전원 관리 구성은 관련 데스크톱 또는 서버가 사용되지 않을 때 VM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데스크톱은 사용자가 로그인하기 전과 사용자가 연결을 끊거나 로그오프한 후 모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팜 서버 또는 호스트는 해당 호스트에서 마지막 사용자 세션이 종료될 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전원 정책은 새로 고침, 재구성, 팜 확장 및 팜 새로 고침과 
같은 관리 작업을 완료한 후 VM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microsoft-teams-optimization-vmware-horizon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microsoft-teams-optimization-vmware-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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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on Azure는 Horizon Cloud on Azure 환경의 IaaS 비용을 제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대부분은 VDI 사용자 할당 구성 또는 RDSH/Windows 10 다중 세션 팜 
구성의 크기 조정 구성 요소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크기 조정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인 
Horizon Cloud on Azure 배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필요시 사용자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20은 전원 관리 일정이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림 20: 전원 관리 일정 구성

또한 사용자를 위한 데스크톱 할당에서 VDI 용량에 사용되는 VM을 위해 전원 관리를 구성할 수 
있으며 Horizon Control Plane에서 RDSH 서버 또는 Windows 10 멀티 세션 팜 구성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전원 관리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의 전원 관리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모니터링 및 분석
CMS(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사용하면 개별 포드가 있는 배포 환경과 관계없이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 무리 내부 및 전반에 걸친 용량, 사용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CMS는 Horizon에서 실행 중인 기본 인프라 구성 요소와 관계없이 포드가 클라우드 연결된 경우 
작동합니다.

지원 센터 서비스는 CMS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지원 센터를 사용하면 Horizon 포드에서 실시간 
사용자 세션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 데스크는 지원 담당자에게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대기 시간 및 디스크 성능 등의 메트릭을 포함하여 각 사용자의 
세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power-management-vmware-horizon-cloud-microsoft-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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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는 대시보드, 활동 모니터링 및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닌 보고 기능을 포함합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일반 데스크톱 및 서버 문제에 대해 경고합니다.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 상황별 메트릭: 사용자 환경 및 리소스 사용량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생성합니다. 상황별 
메트릭을 사용하여 사용자 환경 및 리소스 사용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용률 기록: 용량, 동시성 및 고유성에 대한 관점으로 사용량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배포에서 리소스를 소비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 환경: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유형 및 위치에 따라 액세스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엔드포인트에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림  21은 특정 Azure 리전의 여러 세션을 강조하는 Horizon CMS 대시보드를 보여줍니다.

그림 21: VMware Horizon CMS 대시보드

Horizon Cloud의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echzone.vmware.com/quick-start-tutorial-vmware-horizon-cloud-service-microsoft-azure#_24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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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리소스
마이그레이션 결정의 중요성과 하이브리드 워크스페이스를 위한 유연하고 안전한 원격 업무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성공적인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선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핸드북에서는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귀사의 VDI를 VMware Horizon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일부 주요 이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려면 먼저 기존 
환경을 평가하고 Azure Virtual Desktop을 통해 VMware Horizon Cloud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Windows 10 다중 세션, 프로필 관리, 조건부 액세스 및 환경 관리에 공유되는 지침은 준비 단계를 
거치면 유용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을 배포하고 첫 번째 포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 
단계를 완료한 후, 배포 및 VMware 환경을 테스트해야 하며 배포 섹션에서 공유되는 모범 사례는 
이 단계에서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는 배포 이후 및 최적화이며 이 단계에서는 Microsoft Teams, VMware App Volumes, 전원 
관리, 모니터링 및 분석을 비롯한 여러 추가 기능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나열된 과정에 도움이 되는 추가 리소스가 있습니다. Azure 무료 계정으로 
시작하거나 Azure 영업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Azure Virtual Desktop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https://azure.microsoft.com/free/services/virtual-desktop/
https://azure.microsoft.com/services/virtual-desktop/azure-virtual-desktop-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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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읽을거리
도움이 되는 다른 많은 리소스와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참고 
자료입니다.

● VMware Horizon Cloud 서비스 및 Azure Virtual Desktop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추가적인 배포 지침을 확인하려면 Horizon Cloud 서비스 설명서를탐색해 
보세요.

● Microsoft Azure Virtual Desktop의 총 경제적 영향™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마이그레이션한 실제 고객이 경험한 투자 수익 및 성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확보해 보세요.

● 무료 Azure 계정에 등록하여 가상화된 Windows 데스크톱 및 앱을 배포해 
보세요.

● Azure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지침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문의

Microsoft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Azure 영업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VDI를 Azure Virtual Desktop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azure.microsoft.com/services/virtual-desktop/vmware-horizon-cloud/
https://azure.microsoft.com/services/virtual-desktop/vmware-horizon-cloud/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index.html
https://azure.microsoft.com/resources/the-total-economic-impact-of-microsoft-azure-virtual-desktop-a-commissioned-study-conducted-by-forrester-consulting/
https://azure.microsoft.com/free/services/virtual-desktop/
https://azure.microsoft.com/migration/migration-program/#program-form
https://azure.microsoft.com/services/virtual-desktop/azure-virtual-desktop-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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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다음 리소스를 사용하여 이 가이드에 언급된 특정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세요.

Azure Reserved VM Instances(RI)

Azure Virtual Desktop 파트너 통합 

Windows 10 컴퓨터 사양 및 시스템 요구 사항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 GPU 가속

GPU에 최적화된 가상 컴퓨터 크기

Virtual Machine 시리즈

마스터 VHD 이미지 준비 및 사용자 맞춤

FSLogix 마이그레이션 미리 보기 모듈

Azure Virtual Desktop 가격

지원되는 가상 컴퓨터 OS 이미지

안전한 URL 링크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FAQ

호스트 풀 부하 분산 방법

권장 명명 및 태그 지정 규칙

ARM 템플릿이란?

RDS/Azure Virtual Desktop ARM 템플릿

VMware Horizon을 갖춘 비즈니스 연속성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학습 경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아키텍처

Horizon Cloud/Horizon Universal 무료 체험판

https://azure.microsoft.com/pricing/reserved-vm-instances/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partners
https://www.microsoft.com/windows/windows-10-specifications
https://docs.microsoft.com/windows-server/remote/remote-desktop-services/rds-graphics-virtualization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machines/windows/sizes-gpu
https://azure.microsoft.com/pricing/details/virtual-machines/series/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set-up-customize-master-image
https://aka.ms/FSLogixMigrationPreviewModule
https://azure.microsoft.com/pricing/details/virtual-desktop/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overview#supported-virtual-machine-os-images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safe-url-list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windows-10-multisession-faq
https://docs.microsoft.com/azure/virtual-desktop/host-pool-load-balancing
https://docs.microsoft.com/azure/cloud-adoption-framework/ready/azure-best-practices/naming-and-tagging
https://docs.microsoft.com/azure/azure-resource-manager/templates/overview
https://github.com/Azure/RDS-Templates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business-continuity-vmware-horizon#_Toc41650874
https://techzone.vmware.com/mastering-horizon-cloud-microsoft-azure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horizon-cloud-on-microsoft-azure-architecture
https://www.vmware.com/horizon-universal-license-tri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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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데스크톱 가상화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는 물론 이 분야 전문가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Azure Virtual Desktop 및 Horizon Cloud on Azure에서 소개된 주요 
용어입니다.

용어 설명

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

디렉터리는 네트워크 개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계층 구조입니다. 
AD DS(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와 같은 디렉터리 서비스는 
디렉터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 사용자와 관리자가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zure AD(Azure 
Active Directory)

Azure AD는 직원들이 로그인하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icrosoft의 클라우드 기반 ID 및 액세스 관리 서비스입니다.

Azure Virtual 
Desktop

Microsoft Azure에서 실행되는 데스크톱 및 앱 가상화 서비스입니다.

CMS(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세션,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Dynamic 
Environment 
Manager

디바이스 및 위치에서 사용자의 가상 사용자를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IT는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최종 사용자가 디바이스 간 개인화되고 
일관된 설정을 통해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정책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FSLogix FSLogix는 Azure Virtual Desktop과 같은 원격 컴퓨팅 환경에서 
프로필을 로밍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사용자 프로필을 단일 
컨테이너에 저장합니다. 

FSLogix 호스트 풀 호스트 풀은 Azure Virtual Desktop에 등록된 Azure VM의 
컬렉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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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Horizon Cloud Pod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리소스/구성 요소 컬렉션으로 특정 Azure 
리전을 통해 Horizon Cloud를 사용합니다.

전원 관리 구성은 관련 데스크톱 또는 서버가 사용되지  않을  때  VM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RDS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는 가상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laaS 플랫폼입니다.

VMware App 
Volumes

기업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제공 시스템입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이를 통해 다양한 배포 옵션 전반에서 확장 가능한 목적에 맞춰 
구축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능이 풍부한 가상 데스크톱 및 
앱을 제공합니다.

Windows 10 다중 
세션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이전의 Windows 10 Enterprise for 
Virtual Desktops(EVD))은 여러 동시 대화형 세션을 허용하는 새로운 
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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