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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정보 1
이 가이드에서는 Horizon Cloud를 사용하여 가상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배포 및 관리하

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

이 문서는 가상 시스템 기술과 데이터 센터 작업에 익숙한 숙련된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

다.

VMware 기술 자료 용어집

VMware 기술 자료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정리한 용어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Mware 기술 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보려면 

http://www.vmware.com/kr/support/pubs로 이동하십시오.

VMware, Inc.  6

http://www.vmware.com/support/pubs


Horizon Cloud 관리 콘솔 2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은 Horizon Cloud용 테넌트 관리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섹션의 항목에서는 관리 콘솔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콘솔의 검색 기능 사용

n 관리 콘솔에서 필터 필드 사용

n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의 사용자 카드

n 관리 콘솔에서 사용되는 용어

콘솔의 검색 기능 사용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환경에서 이름으로 특정 사용자 또는 VM(가상

시스템)을 찾습니다.

관리 콘솔의 헤더 부분에서 돋보기 아이콘 ()을 클릭하여 검색 상자를 엽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 또는

VM에서 검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필드에 최소 3자를 입력한 경우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표시됩니다. 더 많은 문자를 계속 입력하여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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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VM 검색을 사용하여 팜의 RDS 서버 VM과 VDI 데스크톱 VM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려는 항목이 표시되면 클릭하여 해당 사용자 또는 VM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표시되는 화면은 사용자 또는 VM 중 어떤 것을 클릭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n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한 카드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관리 콘솔

의 사용자 카드을 참조하십시오.

n VM의 경우 해당 VM을 찾을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결과 목록에서 팜의 RDS 서

버 VM에 해당하는 VM을 클릭하면 해당 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서버] 탭이 표시됩니다.

관리 콘솔에서 필터 필드 사용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의 다양한 페이지에는 해당 페이지에 표시되는 정보를 필터링하기 위한 필

터 필드가 제공됩니다.

 

 

페이지에 필터 필드가 있는 경우 이 필드에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가 들어 있는

레코드 하위 집합만 표시됩니다.

참고   필터 필드에 세(3) 문자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일치하는 패턴 검색을 시작하고 페이지에 표시되

는 레코드를 필터링합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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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관리 콘솔의 사용자 카드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의 사용자 카드 기능을 대시보드로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할당과 같은 특

정 사용자에게 할당된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관리 콘솔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의 카드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검색 방법은 콘솔의 검색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를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의 카드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카드 위에 표시되는 탭을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와 관련된 환경에서 해당 항목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카드 탭 설명

할당 사용자의 할당을 나열합니다.

참고   사용자에게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데

스크톱을 한 번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할당이 할당 탭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용

자가 데스크톱을 처음 시작하면 할당 탭의 목록에서 해당 데스크톱이 제거되고 데스크

톱 탭에 표시됩니다.

데스크톱 사용자의 활성 데스크톱 세션을 나열합니다.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 권한이 부여된 VDI 전용 데스크톱을

처음 시작하면 시스템은 해당 사용자에게 VDI 전용 데스크톱을 영구히 할당합니다. 결

과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데스크톱에 대한 활성 세션이 없어도 처음 사용한 후에 데스

크톱 탭에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VDI 전용 데스크톱이 항상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기본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나열합니다.

쓰기 가능 볼륨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쓰기 가능 볼륨을 나열합니다.

활동 선택한 기간 동안의 사용자 활동을 표시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사용되는 용어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은 엔터프라이즈 센터를 대신하며,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일부

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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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테이블에는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센터 용어와 Horizon Cloud 관리 콘솔에서 사용되는 그에

상응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센터 Horizon Cloud 관리 콘솔

데스크톱 관리자 포드

사용자 활동 활동

작업 및 이벤트 활동

풀 할당

세션 기반 풀(데스크톱 전용) 세션 데스크톱 할당

세션 기반 풀(애플리케이션 전용)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

정적 풀 전용 데스크톱 할당

동적 풀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

매핑됨 할당된 사용자

동적 풀 새로 고침 업데이트 푸시

골드 패턴 이미지

봉인된 골드 패턴 게시된 이미지

봉인되지 않은 골드 패턴 오프라인 이미지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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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마법사 3
시작 마법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열 때 기본적으로 표시되며 Horizon Cloud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표시합니다. 이 마법사는 지금까지 수행한 작업과 수행해야 할 작업의 간략한 개요를

표시합니다. 언제든지 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생'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처음으로 로그인할 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먼저 Active Directory에 등록해야 합니

다. [일반 설정]에서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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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설명

일반 설정 일반 설정과 관련된 작업을 포함합니다.

n Active Directory

n 첫 번째 AD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a Active Directory 아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b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의 단계를 따릅니다.

n AD 도메인을 편집하려면:

a Active Directory 아래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b Active Directory 도메인 편집의 단계를 따릅니다.

n 역할 및 권한

역할 및 권한을 편집하려면:

a 역할 및 권한 아래에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b 역할 및 권한 편집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n 사용자 세션 정보

이 기능을 사용하면 CMS(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가 [보고서] 페이지의 보고서에

사용자 및 도메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경우 다음 기

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n [활용률] 보고서의 [고유 사용자 요약] 기능

n [세션 기록] 보고서

a 사용자 세션 정보 아래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b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상태로 유지하려면 기본 설정(예)을 그대로 두고 저

장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설정을 [아니요]로 전환

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시작 마법사 또는 [일반 설정]에서 언제든지 이 설정으로 되돌아가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참고   가상 시스템의 에이전트(RDSH 및 VDI)는 Horizon Cloud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데스크톱 할당 데스크톱 할당 생성과 관련된 작업을 포함합니다.

n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n 이미지 생성 아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n 이미지 생성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n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려면:

n 새 데스크톱 할당 생성 아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n 생성하려는 OS 데스크톱 할당 유형에 따라 전용 또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또는 RDSH 세션 데스크톱 할당 생성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할

당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할당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과 관련된 작업을 포함합니다.

n RDSH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n RDSH 이미지 생성 아래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n RDSH 이미지 생성의 단계를 따릅니다.

n 애플리케이션 팜을 생성하려면:

n 애플리케이션 팜 생성 아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n 팜 생성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n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를 검토하려면:

n 응용 프로그램 인벤토리 아래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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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설명

n 7장애플리케이션에 설명된 대로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검토

하고 편집합니다.

n 새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생성하려면:

n 새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 아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n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페이지 하단에서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시작할 때 [시작] 페이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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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가입 또는
나가기 4
VMware CEIP(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는 VMware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

하고, VMware 제품을 배포 및 사용할 최상의 방법을 조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Horizon Cloud는 VMware CEIP에 참여합니다. CEIP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와 VMware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http://www.vmware.com/trustvmware/ceip.html의 신뢰 및 보

장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EIP는 도메인 가입을 완료하고 Horizon Cloud를 처음 시작하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설정을 선

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그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을 시작합니다.

2 도움말 > CEIP를 선택합니다.

3 [고객 환경 향상 프로그램 가입] 옆에 있는 슬라이더를 [아니요]로 이동하면 CEIP에서 나가고

[예]로 이동하면 가입합니다. 기본값은 [예]입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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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5
[모니터] 아이콘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정보, 관리자 및 사용자 활동에 액세스하고, 사용자 및 데스크톱

매핑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보고,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아이콘에서 4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데스크톱 연결, 연결 상태 및 용량 할당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

시합니다.

활동 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활동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보고서 사용자 및 데스크톱의 매핑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 현재 알림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대시보드 페이지

n 활동 페이지

n 보고서 페이지

n 알림 페이지

대시보드 페이지
이 페이지는 모니터 아이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환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시스템은 몇 분마다 정보를 새로 고치며 다음 새로 고침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 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

다. 페이지를 수동으로 새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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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설명

용량 할당된 용량입니다. 자세한 정보로 드릴다운하려면 그래픽을 롤오버하고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여러 데스크톱 모델이 있는 경우 여기에 표시되는 값은 모든 데스크톱 모델의 총 용량 대비 할당된

백분율입니다. 예를 들어, DM-1에 100 중 50(50%)이 할당되어 있고 DM-2에 25 중 0(0%)이 할당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125 중 50이 힐당된 것이며 표시되는 값은 40%입니다. 개별 데스크톱 모델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그래픽을 롤오버하고 자세히를 클릭합니다.

활용률 할당된 RDS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률입니다. 활용률 보고서로 드릴다운하려면 그래픽을

롤오버하고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이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는 매시간 시작 시 업데이트되고 중간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 1분부터 오후 2시 59분까지의 사용자 활동은 오후 3시까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활동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및 최대 활동입니다. 레이블을 클릭하여 표시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는 매시간 시작 시 업데이트되고 중간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 1분부터 오후 2시 59분까지의 사용자 활동은 오후 3시까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별 상위 위치 사용자 이름이 지정된 위치에 따라 사용량을 반영합니다.

활동 페이지
[활동] 페이지에는 시스템의 현재 이벤트와 이전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활동] 페이지는 [모니터] 아이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n [표시]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의 이벤트만 표시합니다.

n 전체 이벤트 수를 봅니다.

n [필터] 상자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필터링합니다.

n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n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목록의 정보를 .xlsx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활동] 페이지에는 관리자 및 사용자 이벤트에 대한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이벤트

[관리자] 탭에는 각 작업에 대한 정보와 관리자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이벤트를 확장하면 해당 이벤트

의 세부 정보와 하위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열 설명

설명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완료 백분율 이벤트의 현재 완료 백분율입니다.

상태 성공은 이벤트를 완전히 수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이벤

트를 일부만 수행했거나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이벤트가 기록된 시간입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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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벤트

[사용자] 탭에는 각 이벤트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열 설명

설명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시간 이벤트가 기록된 시간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보고서] 페이지에서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세션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중요   데스크톱 상태, 사용률, 세션 기록 및 동시성 보고서는 모니터링 사용자 세션 정보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시점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모니터 > 보고서를 선택하여 보고서 페이지를 엽니다. 다음 범주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수동으로 새로 고치고, 검색을 필터링하고, 데이터를 Microsoft Excel 워크시트로 내보

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용량, 추세 및 기간별 분석을 위한 사용자 세션 정보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해당 유형의 데이터와 연결된 보고서가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고 [보고서]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

다. 해당 모니터링 기능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면 시스템은 해당 사용자 정보의 기간별 및 집계된

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 이러한 사용자 세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 이

름을 해시하여 실시간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션 기록 보고서와 같이 해당 데이

터의 기간별 및 집계된 보기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세션 정보 모니터링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한 사용자 세션 정보 사용 토글

은 [일반 설정] 페이지(설정 > 일반 설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유형 세부 정보

사용자 매핑 세부 정보를 보고 [사용자 이름], [도메인], [데스크톱 이름], [데스크톱 모델],

[팜] 및 [매핑 유형](사용자 또는 그룹)과 같은 다양한 범주를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참고   이 보고서는 데스크톱에 대해 1개 이상의 직접 할당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만

채워집니다. 관리 콘솔에서 데스크톱 할당을 수행할 때 개별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

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별 사용자로 완료된 2개 이상의 할당과 할당된

그룹의 일부로 완료된 0개 이상의 할당이 있는 경우 이 보고서는 해당 사용자 모두의

데스크톱 할당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용자의 데스크톱 할당이 그룹을 사용하여 수행될 경우 해당 사용자의

할당이 이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데스크톱 매핑 세부 정보를 보고 [데스크톱 이름], [모델], [할당 이름], [유형], [팜], [활성 사용

자], [매핑된 사용자] 및 [매핑된 사용자 그룹]과 같은 다양한 범주를 기준으로 정렬

합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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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유형 세부 정보

데스크톱 상태 데스크톱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은 할당 또는 오류 상태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

다. 데스크톱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봅니다.

n RDS 데스크톱의 경우 보고서에는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디스

크 IOPS 및 활성/연결 해제된 세션 등이 포함됩니다.

n VDI 데스크톱의 경우 보고서에는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IOPS, 기간, 대역폭 및 지연 시간이 포함됩니다.

활용률 사용자 및 세션 추세, 프로토콜 및 클라이언트 사용량, 액세스 유형(내부 또는 외

부), 세션 기간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그래프를 봅니다. 할당 및 기간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 환경에 대해 사용자 세션 정보 사용이 해제되어 있으면 이 보고서의 [고

유 사용자 요약]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세션 정보 사용은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됩니다.

세션 기록 마지막 로그인 시간, 세션 기간, 주별 평균 사용량 및 평균 세션 길이를 포함하여, 사

용자별 세션 정보를 봅니다. 기간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보고서는 [일반 설정] 페이지에 설명된 것처럼 사용 환경에 대해 사용자

세션 정보 사용이 꺼져 있을 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시성 할당 단위 용량 데이터, 동시 사용자, 최대 동시성 및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봅

니다. 기간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URL 구성 현재 구성된 URL 리디렉션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URL 리디렉션 구

성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페이지
[알림] 페이지에는 시스템 알림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알림] 페이지는 [모니터] 아이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n [표시]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의 알림만 표시합니다.

n 전체 알림 수를 봅니다.

n [필터] 상자를 사용하여 알림을 필터링합니다.

n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n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목록의 정보를 .xlsx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알림] 페이지에는 알림과 각 알림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열 설명

유형 아이콘은 알림 유형을 나타냅니다.

n 파란색 [i] 아이콘 - 정보

n 노란색 [!] 아이콘 - 경고

n 빨간색 [x] 아이콘 - 중대한 문제

알림 알림의 텍스트입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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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설명

상태 알림의 상태입니다. 예: 활성 또는 해제됨

날짜 알림의 날짜입니다.

참고   알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 상단에서 알림 아이콘('종" 모양)을 선택하면 축약 목록 형식

으로도 표시됩니다. 알림을 두 번 클릭하여 [알림] 페이지에서 이를 보거나 [모두 표시]를 선택하여

[알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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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6
[할당] 페이지에서는 할당을 생성, 편집 및 삭제할 수 있고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

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할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할당]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조치 설명

새로 만들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편집 변경할 할당을 선택하거나 드릴다운을 통해 요약 및 세션 정보를 봅니다.

URL 리디렉션 URL 리디렉션 구성에 대한 새 할당을 생성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 특정 유형의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유지 보수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삭제 할당을 삭제합니다.

복구 이전 이미지 업데이트 동안 오류가 발생한 데스크톱을 복구합니다.

온라인으로 전환 오프라인 데스크톱 할당을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목록에서 할당을 클릭하면 할당에 대한 요약 정보가 표시되는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일부 할당

유형의 경우 [요약] 탭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탭이 표시됩니다.

n 데스크톱 - 전용 및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표시됩니다. 전용 또는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시스템 활동 및 사용자 활동 - 전용 및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표시됩니다. 할당에 대한 시스

템 또는 사용자 활동 보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세션 - 기본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표시합니다. 할당에 대한 시스템 또는 사용자 활동 보기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항목에서는 [할당] 페이지에 표시되는 데이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n 할당 유형 - [유형] 열에 표시되는 값을 설명합니다.

n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용량 및 사용자 값 - [용량] 및 [사용자] 열에 표시되는 값을 설명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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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할당 유형

n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용량 및 사용자 값

n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

n 전용 또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n RDSH 세션 데스크톱 할당 생성

n 할당 편집

n URL 리디렉션 구성 생성

n 할당 모드 편집

n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업데이트

n 할당 삭제

n 할당 복구

n 전용 또는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관리

n 할당에 대한 시스템 또는 사용자 활동 보기

n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 사용

할당 유형
아래 표에 설명된 것처럼 몇 가지 유형의 할당이 있습니다. 각 할당 유형은 할당 목록의 유형 열에 표시

됩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VMware, Inc.  21



유형 설명

애플리케이션 그룹에 Windows 애플리케이션을 할당하려면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사용합니다. 애플

리케이션 할당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유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n 원격 애플리케이션 - 할당에 RDSH 팜의 서버에서 가져온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

니다.

n 기본 애플리케이션 - 할당에 AppStack이 포함됩니다.

데스크톱 사용자 및 그룹에 전용, 플로팅 또는 RDSH 기반 가상 데스크톱을 할당하려면 데스크

톱 할당을 사용합니다. 전용 또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및 RDSH 세션 데스

크톱 할당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유형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n 전용 데스크톱 - 기존 클론

n 전용 데스크톱 - 인스턴트 클론

참고   전용 데스크톱 - 인스턴트 클론 할당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 구성에서만 만

들 수 있으며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할당을 만들려면 VMware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플로팅 데스크톱 - 기존 클론

n 플로팅 데스크톱 - 인스턴트 클론

n 세션 데스크톱

참고   세션 데스크톱은 기본적으로 기존 유형의 복제를 사용하므로 [할당] 페이지에서

이러한 할당의 [유형] 열에 [세션 데스크톱]이 표시됩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n [전용 데스크톱] -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각 사용자에게 특정 원격 데스크톱이

할당되며 로그인할 때마다 같은 데스크톱으로 돌아갑니다. 전용 할당을 사용하려면

데스크톱과 사용자 간에 일대일 관계가 필요하며 전체 사용자 수에 따라 규모를 조

정해야 합니다. 전용 데스크톱 할당의 기본 용도는 데스크톱 VM의 호스트 이름이

세션 간에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라이센스

를 얻으려면 이러한 할당이 필요합니다.

n [플로팅 데스크톱] -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 이름 및/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닌 다른 VM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교대 근무를 하는 사용자가 사용할 데스크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n [세션 데스크톱] -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여러 사용자, 즉 터미널 서비스 간에

RDSH 게시된 데스크톱 환경이 공유됩니다.

n [기존 클론] 및 [인스턴트 클론] - 데스크톱에 사용되는 클론 유형입니다. 클론 유

형을 선택하는 옵션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생성을 위

해 선택한 이미지는 데스크톱 클론 유형을 정의합니다. 이미지 생성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한 데스크톱에 여러 사용자를 할당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사용자만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할당의 일부

로 지속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 가능하면 전용 데스크톱 할당보다 저렴하고 사용자별로 전용 VM 리소스를 둘 필요

가 없는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을 사용하십시오.

URL 리디렉션 구성 이러한 할당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URL 처리 규칙을 할당합니다. URL 리디렉션 구

성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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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용량 및 사용자 값
전용 및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할당] 페이지의 해당 열에 표시되는 용량 및 사용자 값은

아래 설명된 대로 계산됩니다.

값 설명

용량 용량은 전용 또는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 포함되는 데스크톱 수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 현재 할당에 매핑된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의 수입니다. 표시되는 실제 수는 할당이 개별 사용

자 집합에 매핑되는지, 하나의 그룹이나 여러 그룹에 매핑되는지 또는 이러한 두 항목의 조합에

매핑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세션 데스크톱 할당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의 경우 [할당] 페이지의 [용량] 열에 기본적으로 NA

가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
[할당]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할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할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정의] 탭에서 할당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원격 할당에 RDSH 팜의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기본 할당에는 AppStack이 포함됩니다.

 

참고   이 탭에 표시되는 필드는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5 [기본]을 선택한 경우 아래 설명대로 필드에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하고 아래 9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필드 설명

할당 이름 할당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OS 드롭다운 메뉴에서 올바른 OS를 선택합니다. 이 OS는 애플리케이션 캡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OS여야 합니다.

컴퓨터 이름 접두사 (선택 사항) 접두사를 입력합니다. 접두사를 입력할 경우, 이름 시작 부분이 접

두사와 같은 데스크톱 할당에 로그인하는 승인된 사용자만 애플리케이션 할당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비워 두면 모든 승인된 사용자가 로그인한 데

스크톱 할당에 관계없이 새 애플리케이션 할당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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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격]을 선택한 경우 할당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7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할당에 포함할 원격 애플리케이션 또는 AppStack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

릭합니다.

표시되는 목록에는 이전 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원격을 선택했는지 또는 기본을 선택했는

지가 반영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유형으로 원격을 선택한 경우 여기에서 다른 팜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 탭에서 텍스트 상자에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한 다음 목록의 이름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9 (선택 사항) 이전 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요약] 탭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올바른 경우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뒤로를 클릭하

여 이전 탭으로 돌아간 후 정보를 편집합니다.

전용 또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할당] 페이지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전용 또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을 할당합니다. 세션 기반

(RDSH) 데스크톱을 할당하려면 RDSH 세션 데스크톱 할당 생성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할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할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데스크톱]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스크톱 할당]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전용] 또는 [플로팅]을 선택하여 VDI 데스크톱에 대한 할당을 생성합니다. 데스크톱 할당의 유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할당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세션 기반 데스크톱 생성에 대한 단계를 보려면 

RDSH 세션 데스크톱 할당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생성하려는 데스크톱 할당 유형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필드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5 고정 특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포드 이 옵션은 데이터 센터가 여러 포드로 구성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동일한 포

드의 이미지에서만 할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모델 드롭다운 목록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기존 클론 이미지만 해당] 드롭다운 목록에서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가입 [기존 클론 이미지만 해당] 기본 설정(예)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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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시되는 고정 특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미지 목록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n 목록에서 이미지 이름 맨 앞에 이미지 유형의 약어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IC] image1'은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이고 '[TC] image 2'는 기존 클

론 이미지입니다.

n 전용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할당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러한 할당

을 만들려면 먼저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시스템이 이를 허용하도

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전용 및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이미지에서 전용 또는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RDSH 역할 지원 이미지

가 나열되지 않습니다. RDSH 역할 지원 이미지는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됩니다.

할당 이름 새 할당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기본 프로토콜 Blast(HTML Access) 또는 PCoIP를 선택합니다.

기본 클라이언트 유형 브라우저 또는 Horizon Client를 선택합니다.

용량 할당에 필요한 데스크톱의 수입니다.

 

7 [고정 특성]에서 [고급 속성]을 확장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VM 이름 이 할당에 있는 모든 가상 시스템 또는 게스트 데스크톱의 이름입니다. 이름 뒤

에는 숫자가 추가됩니다(예: win7-1, win7-2, win7-Floating). 이름은 문

자로 시작해야 하며 문자, 대시, 숫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할당 이름

을 기반으로 미리 채워집니다.

컴퓨터 OU VM이 배치되는 AD(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OU=NestedOrgName,OU=RootOrgName,DC=DomainComponen

t,DC=eng 등과 같습니다. 항목은 쉼표로 구분하며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Active Director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한 번 실행 스크립트 (선택 사항) 시스템 준비가 완료된 후 실행해야 할 스크립트의 위치입니다.

세션 시간 초과 간격 데스크톱에 대한 최종 사용자 세션의 시간 초과 값입니다. 기본값은 7일

(10,080분)입니다. 최댓값은 99,999분으로 약 69일에 해당합니다.

참고   시간 초과 값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자 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30초 이

내에 확인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로그오프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이렇게 로그오프되면 저장하지 않은 문서는 모두 손실됩니다.

전용 데스크톱에 시간 초과 값을 할당할 경우 최댓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플

로팅 데스크톱에 대해 시간 초과 간격을 큰 값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데스크톱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데스크톱이 빠르게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이 구성으로 인

해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의 풀이 소진되어 사용자에게 실패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핫 플러그 사용 이 설정은 할당의 데스크톱에 대해 핫 플러그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

록 설정합니다. 이 설정을 [아니요](기본 설정)로 지정하면 네트워크 어댑터가

[빠른 추가/제거] 영역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VM을 사용

할 수 없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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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록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이미지 이름 맨 앞에 이미지에 사용되는 복제 유형의 약어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IC] image1'은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이고 '[TC] image 2'는 기존 클론 이미지입니다.

10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Active Directory 검색] 페이지에서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

다.

12 목록에서 사용자나 그룹을 선택합니다.

13 (선택 사항) 추가 사용자 또는 그룹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전용 데스크톱을 두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할당하면 그 구성이 사용자의 의도와 맞는지 확인하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구성이 지원되지만 사용자가 데스크톱을 공유하게 되고 한 번에 한 사

용자만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요약] 페이지에서 표시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15 새 할당을 보려면 할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RDSH 세션 데스크톱 할당 생성
[할당] 페이지를 사용하여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일반 정보를 보려면 할당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팜] 페이지에 원격 데스크톱 유형의 팜이 하나 이상 나열됩니다. 원격 데스크톱을 제공하도록 구

성된 팜만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사용하려는 팜이 세션 데스크톱을 제공하려는 노드에 있습니다.

n 팜이 아직 할당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격 데스크톱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팜은 둘 이상의 세

션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는 팜이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서 이미 사용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할당] 페이지의 팜 열에 해당 팜이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팜

이 나열되어 있으면 이미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새 팜을 생성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할당을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할당]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2 [새 할당 시작] 화면에서 데스크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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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데스크톱 할당] 창에서 첫 번째 마법사 단계가 열립니다.

3 마법사의 [정의] 단계에서 세션을 클릭합니다.

 

 

4 [정의] 단계의 선택을 완료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포드 이 옵션은 데이터 센터가 여러 포드로 구성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포드는 할

당 가능한 특정 이미지 및 할당을 위한 서버 모델 용량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포

드의 이미지에서만 할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팜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구성된 RDS 지원 이미지가 있는 팜을 선택합니

다.

선택한 노드에 있고 아직 기존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 포함되지 않은 팜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할당 이름 이 할당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할당된 데스크톱에 액세스하

기 위해 이동할 때 이 이름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ient를 실행하여 할당된 데스크톱으로 이동하면 이 이름이

Horizon Client에 표시됩니다.

이름은 문자, 하이픈 및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공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름은 영문자가 아닌 문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5 [사용자] 단계에서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사용자 및 그룹을 검색하고 이 세션 데스

크톱 할당을 부여하려는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요약] 단계에서 구성을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사용자에게 세션 데스크톱을 제공하도록 팜의 서버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

다. [할당] 페이지에서 상태 열에는 현재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할당 편집
용량 및 할당된 사용자와 같은 할당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할당] 페이지에서 편집할 할당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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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한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참고   데스크톱 할당의 용량을 편집할 경우 시스템에서 변경을 적용할 때까지 몇 분 정도가 걸립니

다.

마법사의 필드를 채우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편집하려는 할당 유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 또는 전용 또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URL 리디렉션 구성 생성
Horizon Cloud에서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여 Horizon Client가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서 Horizon Cloud 환경이 제공하는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URL을 리디렉션하는 URL

처리 규칙을 정의합니다. URL 리디렉션 구성은 사용자의 로컬 시스템에서 열리는 대신, 최종 사용자

의 할당된 Horizon Cloud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URL에 대한

정보를 Horizon Client에 제공합니다.

참고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은 클라이언트-에이전트 URL 리디렉션을 구성하기 위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에이전트-클라이언트 URL 리디렉션을 구성하려면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

렉션 구성에 설명된 그룹 정책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클라이언트-에이전트 URL 리디

렉션 구성을 위한 단계입니다.

Horizon Client는 사용자가 로컬 디바이스의 Horizon Client에 로그인할 때 최종 사용자의 할당된

URL 리디렉션 구성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사용자가 로컬 문서 또는 파일의 링크를 열려고 하

며 해당 링크가 구성의 URL 패턴 규칙과 일치하면 Horizon Client는 사용할 적절한 처리기를 결정

합니다. 처리기가 지정되면 URL 리디렉션 구성에 지정된 적절한 처리기에서 결정한 대로 사용자의 할

당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열리면서 URL 링크가 처리됩니다. URL 리디렉션 처리기가 데스

크톱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면 링크의 지정된 프로토콜에 대한 데스크톱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URL을

처리합니다. 처리기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이

URL을 처리합니다. 사용자에게 처리기에 지정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

는 경우 처리기에 대해 엄격한 일치를 아니요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Horizon Client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엄격한 일치가 아니요로 설정되어 있는 시나리오에서 시스템은 다음 폴백 동작에 따라 사용할 리소스를

찾습니다.

1 시스템은 처리기에 대해 지정된 대상 리소스의 하위 문자열 일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할당을 검색

합니다. 시스템이 해당 하위 문자열과 일치하는 할당을 찾으면 할당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 링크를 여는 데 사용됩니다.

2 처리기의 리소스 유형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된 경우 하위 문자열 일치 검색이 실패하면 시스템

은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할당에서 처리기의 체계 필드에 지정된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할당

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합니다.

참고   폴백 동작의 이 단계는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됩니다. 리소스 유형이 데스크톱으로 설정되

어 있으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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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이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리소스를 사용자의 할당에서 찾을 수 없으면

Horizon Client에서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중요   클라이언트가 URL 리디렉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URL_FILTERING_ENABLED=1 옵션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Horizon Client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Horizon 7 설명서

의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있는 Windows용 Horizon Client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환경이 VMware Identity Manager
™
와 통합된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해 URL 리디렉션 기능이 작

동하려면 먼저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클라이

언트에서 열기 옵션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Horizon Client가 구성 값을 가져

올 수 있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레지스트리에 사용자의 할당된 URL 리디렉션 구성이 로드됩니다.

사용자에게 둘 이상의 URL 리디렉션 구성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성의 활성 토글이

[예]로 설정됩니다. 서로 다른 구성의 규칙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Horizon Client에 로그인할 때 시스템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n 사용자에게 할당된 2개 이상의 구성이 활성 상태이더라도 구성이 하나만 적용되도록 설정합니다.

n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구성 중에서 사전 순으로 맨 앞에 있는 URL 리디렉션 구성을 사용합니다.

필수 조건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URL 리디렉션 구성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다음 전제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

니다.

n 팜에서 사용하는 기본 이미지의 Horizon Agent를 명령줄에서 URL_FILTERING_ENABLED=1 매개 변

수를 사용하여 설치했습니다.

n Horizon Cloud 인벤토리에 구성에서 사용하려는 세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

다.

프로시저

1 [할당] 페이지에서 URL 리디렉션을 클릭합니다.

[새 URL 리디렉션 구성]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가 열립니다.

2 [정의] 단계의 [일반 설정] 섹션에서 일반 설정을 구성하고 [규칙]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 이 구성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활성 이 구성을 활성화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설명 필요한 경우 구성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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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 섹션에서 이 구성이 Horizon Client에 지시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가로채도록 할

URL 패턴 목록을 생성합니다.

a 가로챌 URL 일치 패턴을 지정하는 따옴표로 묶은 문자열을 URL 패턴 필드에 입력합니다.

https://와 같은 프로토콜 접두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URL과 일

치하는 URL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n "http://google.*"를 입력하면 텍스트 google을 포함하는 모든 URL을 가로챕니다.

n .*(마침표 별표)를 입력하면 모든 URL을 가로챕니다(모두 일치).

n "mailto://.*.example.com"을 입력하면 텍스트 mailto://.*.example.com을 포함하는 모든

URL을 가로챕니다.

b 추가를 클릭하여 규칙 목록에 URL 패턴을 추가합니다.

a URL 일치 패턴을 더 많이 추가하려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마법사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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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 단계에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처리할 대상 인벤토리 리소스를 결정하는 처리기 집합을 정의

합니다.

처리기는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해당 특정 프로토콜

을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mailto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있는

Microsoft Word 문서를 열고 문서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처리기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애

플리케이션(예: Microsoft Outlook 또는 Mozilla Thunderbird) 중에서 요청을 처리할 애플

리케이션을 정의합니다.

a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b [처리기] 창에서 설정을 구성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 처리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체계 이 처리기가 적용되는 http, https, mailto, callto 등의 프로토콜을 입력합

니다.

리소스 유형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정된 프로토콜을 처리할지 여부를 선택

합니다.

대상 리소스 체계 필드에 지정된 프로토콜을 처리하려는 Horizon Cloud 인벤토리의 대

상 리소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엄격한 일치 대상 리소스 필드에 지정된 이름과 해당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

용 가능한 세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강제

적용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해당 폴백 동작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대상 리소스 필드에

지정된 정확한 이름을 갖는 리소스에 대한 할당이 없는 상황을 지원하게 하

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 유형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Microsoft

Outlook을 mailto 프로토콜 처리를 위한 대상 리소스로 지정하지만 사용자

에게 Microsoft Outlook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할당이 없는 경우 엄격한

일치를 아니요로 설정할 때 시스템은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호환되는 애플

리케이션을 검색하여 Mozilla Thunderbird와 같은 mailto 프로토콜을 처

리합니다.

 

c 처리기를 더 추가하려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마법사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7 이 URL 리디렉션 할당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을 검색한 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요약된 정보를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URL 컨텐츠 리디렉션 이해
일반적으로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은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로의 리디

렉션 및 클라이언트에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리디렉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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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로 리디렉션하는 것을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

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디렉션하는 것을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리디렉션이라고 합니다.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

디렉션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을 사용하면 Horizon Agent는 URL을

Horizon Client로 보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해당 URL에서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Horizon Cloud에서 에이전트-클라

이언트 리디렉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클라이

언트 리디렉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

디렉션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을 사용하면 Horizon Client는 사용자가

지정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URL을 처리합니

다. Horizon Cloud에서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을 구성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RL 리디렉션 구성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URL은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로 리디렉션하고 다른 URL은 클라이언

트에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HTTP, HTTPS, mailto 및

callto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토콜을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 구성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을 사용하면 Horizon Agent는 URL을 Horizon Client로 보내 해당

URL에서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다음 구성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n URL 리디렉션 구성 생성의 사전 요구 사항 섹션에 설명된 대로 마스터 이미지 VM의 Horizon

Agent에서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원격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을 적용합니다. GPO에

URL 컨텐츠 리디렉션 ADMX 템플릿 추가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각 프로토콜에 대해 Horizon Agent에서 URL을 리디렉션하는 방법을 나타내도록 그룹 정책 설

정을 구성합니다.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GPO에 URL 컨텐츠 리디렉션 ADMX 템플릿 추가

URL 컨텐츠 리디렉션 ADMX 템플릿 파일(urlRedirection.admx)에는 URL 링크가 클라이언트에서

열리는지(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 또는 원격 데스크톱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열리는지(클라이

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를 제어할 수 있는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을 원격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려면 Active

Directory 서버의 GPO에 ADMX 템플릿 파일을 추가합니다.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릭하는 URL 링크에 대한 규칙의 경우, GPO가 데스크톱과 RDS 호스트를 포함하는 OU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Windows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포함된 OU에 연결된 GPO에 그룹 정책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을 구성하는 기본 방법은 vdmutil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입니

다. macOS는 GPO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Mac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에는 vmdutil을 사용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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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n URL 리디렉션 구성 생성에 설명된 대로 Horizon Agent가 마스터 이미지 VM에 설치되어 있을

때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에 대해 Active Directory GPO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n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MMC와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 스냅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

니다.

프로시저

1 My.vmware.com/web/vmware/downloads의 VMware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Horizon 7

GPO 번들 ZIP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 이름은 VMware-Horizon-Extras-Bundle-x.x.x-yyyyyyy.zip 형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x.x.x

는 버전이고 yyyyyyy는 빌드 번호입니다. 제품에 대한 그룹 정책 설정을 제공하는 모든 ADMX

파일은 이 파일에서 제공됩니다.

2 해당 ZIP 파일의 압축을 풀고 URL 컨텐츠 리디렉션 ADMX 파일을 Active Directory 서버에

복사합니다.

a urlRedirection.admx 파일을 C:\Windows\PolicyDefinitions 폴더에 복사합니다.

b urlRedirection.adml 언어 리소스 파일을 C:\Windows\PolicyDefinitions의 해당 하위 폴더에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EN 로케일의 경우 urlRedirection.adml 파일을 C:\Windows\PolicyDefinitions\en-

US 폴더로 복사합니다.

3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를 엽니다.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은 컴퓨터 구성 > 정책 > 관리 템플릿 > VMware Horizon

URL 리디렉션에 설치됩니다.

후속 작업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그룹 정책 설정을 구성합니다. 설정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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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

URL 컨텐츠 리디렉션 템플릿 파일에는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한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

기능을 구성하기 위한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 그룹 정책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템플릿 파일에는

컴퓨터 구성 설정만 포함됩니다. 모든 설정은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의 VMware Horizon URL 리

디렉션 폴더에 있습니다.

중요   URL 컨텐츠 리디렉션 템플릿 파일에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과 관련된 그룹 정책 설정

이 포함되어 있으면 Horizon Cloud에서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을 구성하는 데 그룹 정책 설

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

렉션에 대한 규칙을 생성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URL 리디렉션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에

이전트 리디렉션에 대한 규칙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단계는 URL 리디렉션 구성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서는 URL 컨텐츠 리디렉션 템플릿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정책 설정에 대해 설명합

니다.

표 6‑1.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

설정 속성

IE Policy: Prevent users from changing URL

Redirection plugin loading behavior

사용자가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IE Policy: Automatically enable URL

Redirection plugin

새로 설치된 Internet Explorer 플러그인의 자동 활성화 여부를 결정합니

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Url Redirection Enabled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

다.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클라이언트 또는 에이전트에 설치되어 있

더라도 이 설정을 사용하여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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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 (계속)

설정 속성

Url Redirection Protocol 'http'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든 URL에 대해 리디렉션할 URL을 지정합니

다. 이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n brokerHostname - URL을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

디렉션할 때 사용할 연결 서버 호스트의 IP 주소 또는 정규화된 이름입니

다.

n remoteItem - agentRules에 지정된 URL을 처리할 수 있는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풀의 표시 이름입니다.

n clientRules - 클라이언트로 리디렉션되어야 하는 URL입니다. 예를

들어 clientRules를 .*.mycompany.com으로 설정하면 텍스트

mycompany.com을 포함하는 모든 URL이 Windows 기반 클라이언트로

리디렉션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열립니다.

n agentRules - remoteItem에 지정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

이션으로 리디렉션되어야 하는 URL입니다. 예를 들어 agentRules

를 .*.mycompany.com으로 설정하면 mycompany.com을 포함하는 모든

URL이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디렉션됩니다.

또한 에이전트 규칙을 생성할 때는 brokerHostname 옵션을 사용하여 연

결 서버 호스트의 IP 주소 또는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하고

remoteItem 옵션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풀의 표시 이름

을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규칙 구성 방법은 vdmutil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Url Redirection Protocol '[...]' HTTP 이외의 프로토콜(예: HTTPS, email 또는 callto)에 이 설정을 사

용하십시오.

옵션은 Url Redirection Protocol 'http'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른 프로토콜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URL 컨텐츠 리디렉션 템플

릿 파일을 Active Directory에 추가하기 전에 이 항목을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 및 HTTPS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동일한 리디렉션 설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용자가 mycompany.com과 같이 부분적인 URL

을 Internet Explorer에 입력할 때 해당 사이트가 HTTP에서 HTTPS로

자동 리디렉션되면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예상대로 작동합니다. 이

예에서 HTTPS에 대한 규칙은 설정하지만 HTTP에 대해 동일한 리디렉션

설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 URL이 리디렉션되지 않습

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당 모드 편집
[할당 모드 편집] 설정을 사용하여 유지 보수를 위해 할당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한 후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할당을 오프라인 모드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할당 데스크톱/애플리케이션

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설정을 사용하여 할당에 대한 사용자 지정 유지 보수 알림을 구성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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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모드 편집] 설정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할당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

a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을 선택하고 페이지 위쪽에 있는 할당 모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할당 모드 편집]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b [할당 모드] 설정을 [오프라인]으로 변경합니다.

c 저장을 클릭합니다.

n 할당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

a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을 선택하고 페이지 위쪽에 있는 할당 모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할당 모드 편집]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b [할당 모드] 설정을 [온라인]으로 변경합니다.

c 저장을 클릭합니다.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업데이트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전용 데스크톱 - 일반 클론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를 업

데이트합니다.

참고   또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 변경 사항을 할당에 푸시하여 전용 데스크톱 - 인스턴트 클론 할당

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데이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면 할당의 모든 에이전트를 한 번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n 시스템은 VMware CDS 소프트웨어 배포 네트워크와 정기적으로 연결하며 로컬 시스템에 설정한

파일 공유로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파일이 자동으로 시

스템으로 가져오기되며 할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업데이트를 할당에 적용할 수 있는 [할당] 페이지에 업데이트 가용성이 표시됩니다. 할당에 대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작하면 할당의 모든 VM이 해당 작업의 일부로 업데이트됩니다.

n VMware 담당자는 요청받은 경우 새로운 에이전트 스캔과 테넌트 시작 후 스캔 대기 시간의 간격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n 에이전트 파일 공유를 생성하고 Horizon Cloud에 추가해야 합니다. 즉, 파일 공유를 생성할 때

파일 공유 유형에 대한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파일 공유는 에이전트 업데이트 파

일을 가져오는 데만 사용됩니다. 파일 공유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DaaS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수행하려면 할당에 DaaS 에이전트 16.6.0.4408091 이상 버전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n Horizon Agent 업데이트를 수행하려면 할당에 Horizon Agent 7.0.3.4612900 이상 버전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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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할당을 클릭합니다.

[할당] 페이지가 표시되고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할당의 이름 옆에 파란색 점이 표

시됩니다.

n 파란색 점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해당 할당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팝

업이 표시됩니다.

n 기본적으로 각 에이전트의 최신 버전이 선택되지만 각 드롭다운을 열어 사용 가능한 모든 버전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하나 이상의 할당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여러 할당을 선택하여 모든 할당을 일반적인 에이

전트 버전 집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3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소프트웨어] 탭에서 업데이트할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할당] 탭에서 허용하려는 각 할당에 대해 동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약

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6 (선택 사항) [명령줄] 탭에서 명령줄 옵션을 추가합니다. 명령줄 옵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

련 에이전트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현재 DaaS Agent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줄 옵션은 없습니다.

7 마침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업데이트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데스크톱은 일괄 처리되어 업데이트되며, 30개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할당에 30개 이하의 데스

크톱이 있으면 할당의 모든 데스크톱이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VMware 담당자는 일괄 처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n 데스크톱에 활성 세션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기 5분 전에 경고됩니다.

n 사용자가 업데이트 중인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로그인이 실패하고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모니터 > 활동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설명에는 업데

이트 중인 에이전트와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할당이 표시됩니다. 작업이 24시간 내에 성공하지 못

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할당 삭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할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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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할당은 가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n 전용 데스크톱 할당을 삭제하려면 먼저 [할당] 페이지에서 가상 시스템을 삭제합니다.

n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을 삭제하려면 먼저 할당 크기를 0으로 설정합니다.

프로시저

1 삭제할 할당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2 확인 대화상자에서 삭제를 클릭하여 할당을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할당 복구
이전 이미지 업데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한 데스크톱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복구할 할당을 선택합니다.

2 복구를 클릭합니다.

전용 또는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관리
전용 및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서 데스크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션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데스크톱의 관리가 아닌, RDS 기반 데스크톱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에만 할당이 사용됩니다. 세션 데스크톱을 관리하려면 기본 팜에 있는 서버 및 세션을 관리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팜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할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할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목록에서 할당 이름을 클릭합니다.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페이지 위쪽에 있는 데스크톱을 클릭합니다.

[데스크톱] 탭이 표시되고 할당에 대한 데스크톱 목록이 표시됩니다.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을 사용하여 목록을 필터링하고, 새로 고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의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데스크톱 상태가 녹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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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종료 데스크톱을 종료합니다.

n 한 번에 둘 이상의 데스크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활성 사용자 세션이 없는 VM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VM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데스크톱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재설정] 옵션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할당 [전용 데스크톱 할당만 해당] 특정 사용자에게 전용 데스크톱을 할당합니다. 이 버튼을 클

릭하고 Active Directory에서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 . .] 버튼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전용 데스크톱 할당만 해당] 선택한 데스크톱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할당 취소 [전용 데스크톱 할당만 해당] 사용자로부터 선택한 데스크톱을 할당 취소합니다.

삭제 [전용 데스크톱 할당만 해당] 선택한 데스크톱을 삭제합니다.

일시 중단 선택한 데스크톱을 일시 중단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데스크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개 선택한 데스크톱의 작업을 재개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데스크톱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전원 켜기 [기존 클론 할당만 해당] 선택한 데스크톱의 전원을 켭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데스크톱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원 끄기 [기존 클론 할당만 해당] 선택한 데스크톱의 전원을 끕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데스크톱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설정 VM의 하드 재설정을 수행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 VM의 경우 다시 시작 옵션 사용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 참조).

로그오프 현재 연결된 사용자를 선택한 데스크톱에서 로그오프합니다.

연결 해제 현재 연결된 사용자를 선택한 데스크톱에서 연결 해제합니다.

콘솔 실행 선택한 데스크톱에 대한 콘솔을 시작합니다. VM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둘 이상의 VM을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빌드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만 해당] 선택한 데스크톱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합니다. 손상되었거

나 작동하지 않는 데스크톱 VM에 대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미지로 변환 선택한 데스크톱을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참고   현재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VM은 이미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할당에 대한 시스템 또는 사용자 활동 보기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를 사용하여 전용 및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시스템 또는 사용자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애플리케이션 할당에 대한 세션 활동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전용 데스크톱 및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시스템 또는 사용자 활동과 기본

애플리케이션 할당에 대한 세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세션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기본 팜에 대한 세

부 정보 페이지를 사용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에서 팜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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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할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할당]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목록에서 할당 이름을 클릭합니다.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할당이 전용 데스크톱인지, 플로팅 데스크톱인지 또는 기본 애플리케이션 할당인지에 따라 이러한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n 전용 데스크톱 또는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시스템 활동 또는 사용자 활동을 클릭합니다.

[활동] 탭이 표시되고 할당에 대한 최근 활동 목록이 표시됩니다. [표시됨]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여 목록에 대한 시간 프레임을 조정하거나,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컨트롤을 사용하

여 목록을 필터링하거나 새로 고치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n 기본 애플리케이션 할당의 경우 세션을 클릭합니다.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 사용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OU)에 데스크톱을 추가합니다.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컴퓨터 OU] 필드에서 도메인 OU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OU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첩된 OU 정보를 찾은 다음 [컴퓨터 OU] 필드에 이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프로시저

1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를 엽니다.

2 보기 > 고급 기능(사용하도록 설정된 고급 기능)을 선택합니다.

3 데스크톱이 배치되는 조직 구성 단위로 이동합니다.

4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5 특성 편집기를 클릭하고 distinguishedName을 선택합니다.

6 보기를 클릭합니다.

7 [데스크톱 할당] 페이지의 [컴퓨터 OU] 필드에 고유 이름 정보를 입력합니다.

문자열의 OU= 부분만 필수입니다. DC= 부분은 선택 사항입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VMware, Inc.  40



애플리케이션 7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는 할당할 수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됩니다.

인벤토리 아이콘을 클릭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n 기본 애플리케이션은 AppStack으로 가져옵니다. 이 가져오기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없습니다. App Volume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AppStack으로 가져오면 AppStack은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단일 항

목으로 표시되고, 아이콘에 애플리케이션 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열의

이름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 AppStack의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최대 10개 항목).

n 원격 애플리케이션은 RDS 팜에서 가져온 애플리케이션입니다. Horizon Cloud에 해당 이미지를

게시하기 전에 RDS 이미지에 타사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팜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에 추가하거나 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n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사용하고 팜에서 수동

으로 선택 옵션을 사용하여 인벤토리에 수동으로 추가하는 RDS 팜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모범 사례는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명령 프롬프트에서 호출되거나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자동으로 감지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경우를 비롯한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는 수동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원격 또는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변경합니다.

삭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이름 바꾸기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바꿉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팜에서 자동 검색을 사용하여 RDSH 팜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

n RDSH 팜에서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추가

n 애플리케이션 편집

n 애플리케이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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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애플리케이션 이름 바꾸기

n 애플리케이션 숨기기

n 애플리케이션 숨기기 취소

n App Volume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

팜에서 자동 검색을 사용하여 RDSH 팜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RDSH 애플리케이션 팜에서 가져와 사용자 할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에 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팜이 있으면 다음 단계를 반복하여 이러한 각 팜에서 원하는 애플리케

이션을 가져옵니다.

필수 조건

인벤토리 > 팜으로 이동하여 인벤토리에 애플리케이션 팜이 하나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시작 화면에서 팜에서 자동 검색을 클릭합니다.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가 열립니다.

3 애플리케이션 팜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시스템은 선택한 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한 다음 선택할 수 있게 표시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추가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이 마법사 단계에서는 팜의 RDS 서버에 사용되는 RDS 지원 Windows 서버 운영 체제에서 시스

템의 자동 검색 프로세스가 찾은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마법사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6 (선택 사항)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구성 가능한 옵션 중 일부를 사용자 지정하고 다음을 클

릭하여 다음 마법사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7 요약을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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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Horizon Cloud 인벤토리의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후속 작업

다른 팜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오려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RDSH 팜에서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추가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팜을 검색할 때 자동으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2개 이상 있으면 다음 단계를 반복하여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필수 조건

인벤토리 > 팜으로 이동하여 인벤토리에 애플리케이션 팜이 하나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시작 화면에서 팜에서 수동으로를 클릭합니다.

3 [속성] 섹션에서 다음 값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표시 이름 Horizon Client 또는 Workspace ONE의 경우처럼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

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볼 때 표시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포드 이 옵션은 데이터 센터가 여러 포드로 구성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팜 목록에

표시되는 팜 집합을 필터링할 포드를 선택합니다.

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는 RDSH 서버 VM이 있는 팜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경로 RDSH 서버 VM의 운영 체제에서 애플리케이션 경로를 지정합니다.

아이콘 파일 선택 사항: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으로 사용할 PNG 파일(32 x 32픽셀)을 업

로드합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VMware, Inc.  43



4 [고급 속성] 섹션에서 이러한 옵션 설정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예를 선택하여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 경로가 유효한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경로의 팜에 없는 경우 시스템이 애플리케이션을 찾지 않

도록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버 VM의 로컬 디렉토

리에 저장되어 있으면 시스템이 해당 위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찾지 않도록 아

니요를 선택합니다.

버전 선택 사항: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번호

게시자 선택 사항: 애플리케이션의 게시자

시작 폴더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시작 폴더로 사용하려는 RDS 서버 VM의 Windows 운

영 체제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 경로에 자체 시작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LNK 파일을 지정

하는 경우 여기에서 지정한 위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사용할 명령줄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5 제출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항목이 추가됩니다.

후속 작업

다른 팜의 원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편집
다음 절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페이지 위쪽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편집]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아래 설명대로 정보를 편집합니다.

참고   일부 항목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필드 설명

이름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표시 이름 Horizon Client 또는 Horizon HTML Access를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경우

처럼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볼 때 표시하려는 애플리케

이션의 이름입니다.

포드 이 옵션은 데이터 센터가 여러 포드로 구성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팜이 있는

포드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팜 애플리케이션이 인벤토리에 추가될 때 지정된 팜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경로 VM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파일 위치 (예: Z:\Customapps\app.exe) 또는

UNC 지정 경로

(예: \\fileserver.accounting.com\vol1\software\app.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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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아이콘 파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에 사용할 .png 파일(32 x 32픽셀)입니다. [선택 사항]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파일을 찾습니다.

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 옵션은 애플리케이션이 인벤토리에 추가될 때 지정된 선택 항목을 나타냅니

다.

버전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번호입니다. [선택 사항]

게시자 애플리케이션의 게시자입다. [선택 사항]

시작 폴더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시작 폴더로 사용하려는 RDS 서버 VM의 Windows 운

영 체제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 경로에 자체 시작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LNK 파일을 지정

하는 경우 여기에서 지정한 위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사용할 명령줄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삭제
다음 절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페이지 위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

다.

확인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삭제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 바꾸기
다음 절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페이지 상단에서 이름 바꾸기 버튼을 클릭합

니다.

[이름 바꾸기]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2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숨기기
다음 절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숨길 수 있습니다(사용 안 함).

참고   이렇게 해도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기만 합

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되는 목록(사용)에서 숨겨진(사용 안 함) 애플리케이션 목록으로 이동됩니

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려면 [삭제] 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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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페이지 위쪽에 있는 숨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고 숨겨진 애플리케이션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숨기기 취소
다음 절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숨기기를 취소(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애플리케이션] 목록 상단의 [표시] 필터에서 [숨김]을 선택합니다.

보기가 표시되는 목록(사용)에서 숨겨진(사용 안 함) 애플리케이션 목록으로 전환됩니다.

2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숨기기 취소를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사용되도록 설정된 후 표시되는(사용) 애플리케이션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App Volume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
VMware App Volumes

™
는 Horizon

®
 및 가상 환경을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 제공 및 최종 사용

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App Volumes의 AppCapture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애플리케

이션을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AppStack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VMware 담당자가 App Volumes 통합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n App Volumes는 전용 데스크톱(기존 클론 할당)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App Volumes는 인

스턴트 클론 할당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음 3단계로 진행됩니다.

n AppCapture를 사용하여 AppStack을 생성합니다.

n AppStack을 애플리케이션 파일 공유에 복사합니다.

n Horizon Cloud에 AppStack을 가져옵니다.

위의 처음 두 단계는 별도의 컴퓨터,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부에서 수행됩니다.

AppCapture를 사용하여 AppStack 생성
AppCapture 도구를 사용하여 할당에 대해 캡처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별도로 관리되는 컴퓨

터에 AppStack을 생성합니다.

n AppCapture를 사용하여 AppStack을 생성하려면 AppCapture를 사용하여 배포용 애플리케이

션 관리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n AppStack 생성이 끝나면 이를 파일 공유에 복사합니다. 파일 공유에 AppStack 복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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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Capture를 사용하여 배포용 애플리케이션 관리

AppCapture를 사용하여 사용자 그룹에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할 때 사용할 AppStack를 생성

합니다.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할당하려면 먼저 AppCapture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캡처

하고 AppStack에 패키징해야 합니다. 그 후에 AppStack를 수동으로 파일 공유에 복사합니다.

AppCapture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플랫폼에 대한 이 AppCapture 최소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AppCapture 시스템 요구 사항

AppCapture를 설치 및 실행하려면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OS: AppCapture는 Windows 7 및 Windows 10 플랫폼에서 x86(32비트) 및 64비트 시스

템 모두에 대해(물리적 시스템, Workstation 또는 ESX VM) 작동합니다.

n 디스크 공간: 필요한 디스크 공간은 프로비저닝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성할 모든 AppStack에 대해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AppCapture Client: AppCapture Client와 함께 설치되는 AppCapture를 사용하려면 시스

템에 .Net 4.6.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AppCapture 설치

AppCapture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일 공유에 복사할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합니다.

필수 조건

n UAC(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클린 Windows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UAC를 해제하려면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turn-user-account-control-on-

off#ITC=windows-7을 참조하십시오.

n AppCapture를 설치하려는 가상 시스템에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합니다. 시스템에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되어 있으면 시스템의 스냅샷을 작성하고 복제한

후 해당 에이전트를 제거합니다.

프로시저

1 AppCapture를 설치할 시스템에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합니다.

2 VMware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AppCapture 설치 관리자 VMware-appvolumes-appcapture-

<buildnumber>.exe를 다운로드합니다.

3 설치 관리자를 두 번 클릭하고 화면 지시에 따라 AppCapture를 설치합니다.

4 시스템이 재부팅할 때까지 기다리고 AppCapture.exe가 C:\Program Files(x86) \VMware\AppCapture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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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작업

n UEM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러도 AppCapture 유틸리티와 함께 설치됩니다. UEM 애플리케이

션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AppStack을 개인 설정할 수 있습니다.

n AppCapture를 설치할 때 AppCapture GUI도 시스템에 설치됩니다. AppCapture Client를

사용하여 App Bundles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ppCapture Client 사용의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AppCapture 사용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할당하기 전에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AppStack에 패키징해야 합니다.

AppStack은 .vhd 또는 .vmdk 파일에 저장된 파일, 폴더, 레지스트리 및 메타데이터의 모음입니다.

AppStack에는 .json 파일이 같이 있습니다.

AppCapture를 사용하여 AppStack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ppCapture는 App Volumes 외부

에서 실행되는 독립형 유틸리티입니다. 명령줄이나 AppCapture GUI 또는 Microsoft

PowerShell에서 AppCapture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ppCapture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가상 시스템에 AppStack를 생성합니다.

App Volumes에서는 .vmdk 파일만 사용합니다. .vhd 파일을 사용하여 다른 VMware 제품이 있

는 물리적 시스템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AppCapture 및 UEM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러

실제 할당을 수행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한 후에 AppStack을 개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설정을 위해 AppCapture 설치 관리자와 함께 패키징된 UEM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ppCapture.exe 명령과 /personalize 옵션을 사용하면 [UEM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

러] 창이 표시됩니다. 설정을 개인화하고 저장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ersonalize 옵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Capture 명령줄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명령줄에서 AppCapture 실행

명령줄에서 AppCapture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을 마운트한 것과 동일한 운영 체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사용자가 Win7x64 운영 체제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기본 운영 체제 Win7x64

이미지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1 AppCapture를 관리자로 실행해야 합니다.

2 Windows에서 UAC(사용자 계정 컨트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UAC를 끄려면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turn-user-account-control-on-

off#1TC=windows-7을 참조하십시오.

3 CLI 명령 AppCapture.exe가 C:\Program Files (x86)\VMware\AppCapture(64비트 시스템) 또는

C:\Program Files\VMware\AppCapture(32비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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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Capture.exe 명령의 옵션을 보려면 AppCapture 명령줄 옵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시스템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캡처 세션을 마친 후에 스냅샷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2 콘솔 창을 엽니다.

3 다음 AppCapture.exe 명령을 실행합니다. AppCapture.exe /n your_appstack_name.

이때 Enter 키를 누르지 마십시오.

AppStack 가상 시스템 디스크의 준비 시간은 일반적으로 1분 미만입니다.

4 AppCapture 콘솔 창을 최소화하고 일반 Windows 설치를 실행하여 각 애플리케이션 설치 관리

자를 캡처합니다.

a C: 드라이브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설치를 수락합니다. 설치 활동이 가상 출력 디스크

로 리디렉션됩니다.

b 설치 관리자에서 재부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부팅이 완료되기를 기다립니다.

c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ThinApp MSI 패키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MSI 패키지를 설치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ThinApp MSI 패키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최신 ThinApp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5 가상 디스크 생성을 완료합니다.

a 이 AppStack에서 캡처하는 데 필요한 설치 관리자를 모두 실행한 후 콘솔 창으로 돌아갑니

다.

b Enter 키를 눌러 재부팅을 시작하고 가상 디스크 생성을 완료합니다.

재부팅 후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새 AppStack가 표시됩니다.

c 새 VHD 및 VMDK 파일이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6 AppCapture.exe 명령을 실행하여 VHD 파일과 VMDK 파일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봅니다. VHD

파일의 경우: AppCapture.exe /list 내 AppStack 이름.vhd, VMDK 파일의 경우:

AppCapture.exe /list 내 AppStack 이름.vmdk

7 생성한 AppStack를 선택한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 복사합니다.

8 첫 번째 캡처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캡처한 시스템 스냅샷으로 되돌립니다.

9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서 시스템으로 AppStack를 복사합니다.

AppCapture 명령줄 옵션

AppCapture 명령줄 옵션을 사용하여 AppStack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ppCapture.exe 명령 옵션

/meta, /vhd 및 /vmdk 옵션은 JSON, VHD 또는 VMDK 파일을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JSON 파일이 삭제되면 App Volumes에서 AppStack을 읽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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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ze 명령을 사용하여 AppStack을 개인 설정할 수 있습니다.

AppCapture.exe 명령에는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7‑1.  AppCapture.exe 명령줄 옵션

작업 옵션

AppCapture.exe 명령의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

AppStack의 작성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에 공백이 하나 이

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름을 괄호 안에 넣습니다.

예: AppCapture.exe /n /a (IT Admin)

/a

AppStack의 설명을 지정합니다.

예:

이 디스크에는 XYZ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

AppStack JSON, VHD 및 VMDK 파일의 내용을 나열합니다.

기본 디렉토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예: AppCapture.exe /list 파일 경로

/list

VMDK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json 파일을 생성합니다. 기

본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VMDK 파일이 포함된 경로를

지정합니다.

예: AppCapture.exe /meta AppStack 경로.

/meta

AppStack을 생성합니다.

예: AppCapture.exe /n

/n

AppStack 파일의 출력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기본 디렉토리

는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입니다.

이 옵션을 /s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기존 AppStack에서

AppStack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에서 AppStack 업데

이트을 참조하십시오.

예:

AppCapture.exe /s 기존 AppStack 디렉토리 /o 새 AppStack 디

렉토리

/o

AppStack 파일의 소스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기본 디렉토리

는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입니다.

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에는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옵션을 /o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기존 AppStack에서

AppStack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에서 AppStack 업데

이트을 참조하십시오.

예:

AppCapture.exe /s 기존 AppStack 디렉토리 /o 새 AppStack 디

렉토리

/s 옵션을 /n과 함께 사용하여 기존 AppStack을 새 AppStack

으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기존 기존

AppStack.vhd AppStack이 기본 AppStack으로 복사되고

새 AppStack 이름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AppCapture.exe /n 새 AppStack 이름 /s 기존 AppStack.vhd /o

새 AppStack 디렉토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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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AppCapture.exe 명령줄 옵션 (계속)

작업 옵션

.vmdk 파일에서 .vhd 파일을 생성합니다. 기본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vhd 파일이 포함된 경로를 지정합니다.

예: AppCapture.exe /vhd AppStack 경로.vmdk

/vhd

VHD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VMDK 파일을 생성합니다. 기

본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vhd 파일이 포함된 경로를 지

정합니다.

예: AppCapture.exe /vmdk AppStack 경로.vhd.

/vmdk

사전 확인을 위해 프로비저닝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합니

다. 다른 매개 변수 없이 /test 옵션을 사용할 경우 AppStack에

는 애플리케이션 번들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AppCapture.exe /test 프로비저닝된 AppStack 경로.vhd

AppStack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가상화합니다. 예:

AppCapture.exe /test 프로비저닝된 AppStack 경로.vhd *

AppStack에서 해당 GUID로 식별되는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가

상화합니다. 예:

AppCapture.exe /test 프로비저닝된 AppStack 경로.vhd GUID1,

GUID2.. GUIDn

/test <Provisioned AppStackPath>.vhd [* | GUID]

UEM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애플리케이

션 번들을 개인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 설정을 포함하는

구성 파일이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은

UEMConfigFiles\AppStack 폴더 아래에 VHD와 동일한 위치에 저

장됩니다.

예: AppCapture.exe /personalize C:\FinanceApps.vhd - 개인 설

정은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UEMConfigFiles\Fin

anceApps에 저장됩니다.

/predef 하위 옵션은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번들의 미리 정의된 설

정을 구성 파일에 캡처하기 위해 /personalize 옵션과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선택적 부울 스위치입니다. 미리 정의된 설정은 추가

구성 파일에 캡처됩니다.

예: AppCapture.exe /personalize C:\FinanceApps.vhd /predef -

미리 정의된 설정과 개인 설정은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UEMConfigFiles\Fin

anceApps에 저장됩니다.

/flexconfigname 하위 옵션을 /personalize 명령과 함께 사용하

여 개인 설정을 사용자에게 친숙한 구성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

AppCapture.exe /personalize

C:\FinanceApps.vhd /flexconfigname MSOffice2016 - 개인 설정

은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UEMConfigFiles\MSO

ffice2016에 저장됩니다.

/personalize <ProvisionedAppStackPath>.vhd
 [/predef | flexconfigname <flexconfigfilename> ]

AppStack 병합

AppMerge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두 개 이상의 AppStack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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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Merge를 사용하여 기존의 AppStack 파일 두 개 이상을 파일 하나로 병합합니다. AppMerge

에서는 AppStack과 연결된 VHD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참고   입력 AppStack 파일은 모두 VHD 형식이어야 합니다. /vhd 및 /vmdk 옵션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병합된 출력 AppStack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ppMerge의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Merge.exe /o outputAppStack /s "inputAppStack1file","inputAppStack2file",

"inputAppStack3file",...

예: 병합된 AppStack 생성

이 예에서는 세 개의 기존 AppStack 파일 Office.vhd, Notepad++.vhd 및 Firefox.vhd에서

MergedAppstack.vhd라는 AppStack 파일을 생성합니다.

AppMerge.exe /o C:\MergedAppstack.vhd /s "Office.vhd","Notepad++.vhd","Firefox.vhd"

입력 파일 경로, 출력 파일 경로,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 개의 입력 AppStack는

기본 AppStack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출력 AppStack은 C: 드라이브에 들어갑니다.

AppMerge에서는 /o 및 /s 매개 변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df. 특정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삭제합니다. 각 행에 인수로 단일 GUID가 포함된 파일의 전체 경

로를 사용합니다.

n /dl. 특정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삭제합니다. 쉼표로 구분된 GUID를 인수로 사용합니다.

n /list. 새로 생성된 AppStack 파일의 내용을 나열합니다.

n /meta. 출력 AppStack 파일에서 JSON 파일을 생성합니다.

n /vhd VMDK AppStack 입력 파일에서 VHD 출력 AppStack 파일을 생성합니다.

n /vmdk. VHD AppStack 입력 파일에서 VMDK 출력 AppStack 파일을 생성합니다.

AppCapture 명령줄 옵션 항목도 참조하십시오.

명령줄에서 AppStack 업데이트

AppStack을 업데이트하면 AppStack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거나,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

트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올바른 자격 증명이 있으며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n AppCapture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n AppStack을 하나 이상 생성합니다.

n 프로비저닝 시스템에서 UAC(사용자 계정 컨트롤) 알림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turn-user-account-control-on-

off#1TC=windows-7을 참조하십시오.

n AppStack 업데이트에 적용되는 명령 옵션을 숙지하십시오. AppCapture 명령줄 옵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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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cd "\Program Files\VMware\AppCapture" (64비트) 또는 cd "\Program

Files (x86)\VMware\AppCapture" (32비트)가 있는 AppCapture 폴더로 이동합니다.

2 AppStack을 업데이트합니다.

a AppCapture.exe /n appStackName /s sourceAppStackDir을 실행합니다.

sourceAppStackDir은 업데이트할 AppStack의 경로입니다.

이 예에서는 기존 AppStack을 새로운 업데이트 AppStack으로 업데이트합니다.

AppCapture.exe /n AdminUser2.0 /s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AdminUser1.0" /o C:\NewFolder

AppStack 업데이트에 적용되는 다른 명령 옵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ppStack은 지정한 위치에 생성 및 저장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appvhds 폴더에 생성 및

저장됩니다.

b AppStack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거나,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거나, 애플리케

이션을 제거합니다.

작업 조치

애플리케이션 추가 또는 기존 애플리케

이션 업데이트

AppStack에서 설치 또는 업데이트할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관리자를 실행

합니다.

(선택 사항) 애플리케이션 제거 1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2 AppStack에서 제거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제거 절차를 완료합니

다.

 

3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또는 제거한 후에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하여 Enter 키를 누릅니다.

4 Enter 키를 눌러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고 AppStack 업데이트 절차를 완료합니다.

시스템이 다시 시작된 후에 JSON, VHD 및 VMDK 파일이 생성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캡처 프로세스

가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서 제거됩니다.

Microsoft PowerShell에서 AppCapture 사용

Microsoft PowerShell cmdlet를 사용하여 AppCapture로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하고,

AppStack를 생성 및 업데이트하고, 삭제된 AppStack를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또는 64

비트 PowerShell 콘솔을 사용하여 AppCapture 모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에서 AppCapture 실행에 설명된 대로 명령줄에서 AppCapture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을 마운트한 것과 동일한 O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

용자가 Win7x64 OS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기본 OS Win7x64 이미지를 사용하

여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해야 합니다.

PowerShell을 사용하여 AppCapture 실행

Microsoft PowerShell을 사용하여 AppCapture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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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관리자로 로그인했으며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n AppCapture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n UAC(사용자 계정 컨트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http://windows.microsoft.com/en-us/windows/turn-user-account-control-on-

off#1TC=windows-7을 참조하십시오.

n AppCapture cmdlet를 숙지하십시오. PowerShell 옵션 및 매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시스템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캡처 세션을 마친 후에 스냅샷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2 32비트 또는 64비트 PowerShell 콘솔을 열고,

3 import-module vmware.appcapture 명령을 사용하여 PowerCLI 모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AppCapture 모듈을 가져옵니다.

4 (선택 사항) 모든 모듈의 목록을 보려면 get-module 명령을 실행합니다.

5 Start-AVAppCapture -Name appStackFile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appStackFile은 생성할

AppStack .vhd 파일의 이름입니다.

아직 Enter 키는 누르지 마십시오.

appStackFile.vhd가 생성됩니다.

6 PowerShell 콘솔에서 나가고 프로비저닝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 시스템에 설치합니다.

7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PowerShell 콘솔을 다시 엽니다.

8 Enter 키를 누릅니다.

9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AppCapture 콘솔 창에 AppStack 파일 .json, .vhd 및 .vmdk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파일은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에 저장됩니다.

10 (선택 사항) 이 디렉토리에서 .json, .vhd 및 .vmdk 파일을 검토하여 애플리케이션이 번들로 묶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11 생성한 AppStack를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 복사합니다.

12 첫 번째 캡처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캡처한 시스템 스냅샷으로 되돌립니다.

13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서 시스템으로 AppStack를 복사합니다.

PowerShell 옵션 및 매개 변수

Microsoft PowerShell을 사용하여 AppCapture를 실행할 때 몇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werShell의 AppCapture 옵션 및 매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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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AVAppCapture를 사용하여 AppStack을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UEM 애플리케

이션 프로파일러는 AppCapture 유틸리티와 함께 설치되며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AppStack를 개

인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 7‑2.  Start-AVAppCapture 옵션

Start-AVAppCapture 매개 변수 설명

-Author Author-name 이 AppStack에 연결된 작성자를 지정합니다.

CommonParameters 일반 매개 변수 하나 이상을 사용합니다. 일반 매개 변수는

Windows PowerShell에 의해 구현되는 cmdlet 매개 변수

집합입니다.

Start-AVAppCapture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 매개 변수를 지원

합니다.

n Debug

n ErrorAction

n ErrorVariable

n OutBuffer

n OutVariable

n PipelineVariable

n Verbose

n WarningAction

n WarningVariable

일반 매개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bout_CommonParameters를 참조하십시오.

-Description text AppStack의 설명을 지정합니다. 설명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설명을 괄호 안에 입력합니다. 예:

-Description (HR Apps).

-Destination output-directory AppStack의 출력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AppStack은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에

배치됩니다.

-Force 출력 디렉토리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생성합니다.

-Destination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출력 디렉토리를 지정합니

다.

-Name vhd-name 캡처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출력 .vhd 파일의 이름은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사용하

여 정합니다.

-Novmdk 캡처 후에 VMDK 디스크 생성을 방지하려면 이 옵션을 지정합

니다.

-Path directory-path AppStack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AppStack은 현재 캡처의

템플릿으로 사용됩니다.

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에는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AppCapture 명령을 사용하여 몇 가지 워크플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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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AppCapture PowerShell 워크플로

워크플로 설명

ConvertTo-AVVhdDisk .vmdk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vhd 파일을 생성합니다.

ConvertTo-AVVmdkDisk .vhd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vmdk 파일을 생성합니다.

Export-AVMetadata .vhd 또는 .vmdk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json 파일을 생성

합니다.

Merge-AVAppDisks AppStack .vhd 파일을 새로운 AppStack .vhd로 병합합니

다. AppStack 병합에서는 비슷한 명령줄 버전을 설명합니다.

Remove-AVApp 디스크에서 AppStack을 삭제하고 AppStack에서 특정 애플

리케이션을 제거합니다. AppStack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거

하는 경우 AppStack을 App Volumes Manager로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Reset-AVConfig 시스템에서 AppCapture 구성 정보를 지웁니다.

Show-AVDiskDetails .vhd 파일, .json 파일 또는 .vmdk 파일의 내용을 나열합니다.

Start-AVAppCapture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Start-AVAppUpdate AppStack을 업데이트합니다.

Test-AVAppStack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연결 또는

가상화합니다.

Start-AVAppPersonalization AppStack(.vhd)을 연결하고 UEM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러

를 사용하여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개인 설정합니다.

아래 예에는 워크플로 파일 경로와 워크플로에 연결하는 명령이 포함됩니다.

n 새 캡처 세션을 시작합니다. 출력은 .vhd 파일 형식으로 생성되고 이름은 AdobeSuite.vhd입니다.

작성자가 John으로 설정되고 설명이 추가됩니다.

Start-AVAppCapture -Name AdobeSuite -Author John -Description "This disk contains the

AdobeSuite application"

n ConverTo-AVVhdDisk. 이 예에서는 소스 파일 Adobe.vmdk에서 출력 .vhd 형식 파일 Adobe.vhd를 생

성합니다. 출력 파일은 소스 파일과 다른 디렉토리에 배치됩니다.

ConvertTo-AVVhdDisk -Path "C:\Program Files (x86)\VMware\AppCapture\appvhds\Adobe.vmdk" -

Destination "C:\AppCaptures"

n Export-AVMetadata. 이 예에서는 출력 메타데이터 파일 Adobe.json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은

Adobe.vhd와 같은 위치에 생성됩니다.

Export-AVMetadata -Path "C:\Program Files (x86)\VMware\AppCapture\appvhds\Adobe.vhd"

n Merge-AVAppDisks. 이 예에서는 모든 .vhd 파일을 .\temp 및 .\appstacks 디렉토리에 병합하고

Notepad+Adobe.vhd 파일을 C:\temp에 생성합니다.

Merge-AVAppDisks -Path .\temp\*.vhd .\appstacks\*.vhd -Destination c:\temp\Notepad

+Adobe.v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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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emove-AVApp에 생성합니다. 이 예에서는 Adobe 및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을 입력 디스크 Adobe

+Notepad.vhd에서 삭제합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고유한 GUID로 식별합니다.

Remove-AVApp -Path C:\Temp\Adobe+Notepad.vhd -Destination c:\Temp\empty.vhd -Guids GUID1,

GUID2

n Show-AVDiskDetails. 이 예에서는 .json 파일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구문은 .vhd 및 .vmdk 파

일과 동일합니다.

Show-AVDiskDetails -Path "C:\Program Files (x86)\VMware\WEM Capture\appvhds\Adobe.json"

n Start-AVAppUdate. 이 예에서는 핫 픽스를 사용하여 AdobeSuite.vhd를 업데이트합니다.

AdobeSuite.vhd의 사본이 생성되고 이름이 AdobeHotfixUpdate.vhd로 지정됩니다. 모든 핫 픽스 설

치가 AdobeHotfixUpdate.vhd에 캡처됩니다.

Start-AVAppUpdate -Name AdobeHotfixUpdate -Path "C:\Program Files

(x86)\VMware\AppCapture\appvhds\AdobeSuite.vhd"

n Test-AVAppStack -Path: 사전 확인을 위해 프로비저닝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합니다. 다른

매개 변수 없이 이 명령을 사용할 경우 AppStack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번들만 포함되어야 합

니다.

Test-AVAppStack -Path C:\Program Files (x86)\VMware\WEMCapture\appvhds\Chrome.vhd

n Test-AVAppStack -Path "C:\Program Files (x86)\VMware\WEMCapture\appvhds\HRApps.vhd" -

Guids Guid1Guid2..Guid1.. GUIDn. 이 cmdlet은 AppStack에서 해당 GUID로 식별되는 애

플리케이션 번들을 가상화합니다.

n Test-AVAppStack -Path "C:\Program Files (x86)\VMware\WEMCapture\appvhds\HRApps.vhd" -

Guids "*". 이 cmdlet은 AppStack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가상화합니다.

n Start-AVAppPersonalization -Path. 이 cmdlet은 VHD를 연결하고, 사용자가 UEM 애플리케이

션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개인 설정하도록 합니다. 개인 설정은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UEMConfigFiles\Chrome에 저장됩니다.

Start-AVAppPersonalization -Path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Chrome.vhd"

n Start-AVAppPersonalization -Path "C:\appvhds\Chrome.vhd" -Predef. 이 cmdlet은 VHD를

연결하고, 사용자가 UEM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개인 설

정하도록 합니다. 미리 정의된 설정 및 개인 설정은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UEMConfigFiles\Chrome에 저장됩니다.

n Start-AVAppPersonalization -Path "C:\appvhds\Chrome.vhd" -Name Browser1. 이 cmdlet은

VHD를 연결하고, 사용자가 UEM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개인 설정하도록 합니다. 개인 설정 파일은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UEMConfigFiles\Browser1에 저장됩니다.

워크플로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get-help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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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AppCapture PowerShell 워크플로 정보 및 예

명령 설명

get-help WorkFlowName 워크플로의 일반 정보를 봅니다.

get-help WorkFlowName -detailed 워크플로의 세부 정보를 봅니다.

get-help WorkFlowName -examples 워크플로의 예를 봅니다.

get-help WorkFlowName -full 워크플로의 기술 정보를 봅니다.

AppCapture Client 사용

AppCapture Client는 AppCapture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GUI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AppCapture Client를 사용하여 App Bundles를 생성, 업데이트, 병합 및 테스트합니다. 또한 병

합된 AppStack를 업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캡처 후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AppStack는 GUI

에서 App Bundles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GUI에 AppCapture 명령을 입력하면 해당 명령 문자열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문자열을 복사한 후

명령줄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생성된 문자열을 보려면 스크립트 표시를 클릭합니다.

파일 공유 추가

AppCapture Client를 사용하여 App Bundles를 생성하고 관리하려면 파일 공유를 추가해야 합니

다.

필수 조건

n 원격 파일 공유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n 파일 공유가 도메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마운트되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AppCapture Client를 시작하고 설정 > 파일 공유로 이동합니다.

2 파일 공유의 위치로 이동한 후 해당 파일 공유를 선택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름] 필드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4 (선택 사항) 작성자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App Bundles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후속 작업

이제 App Bundles의 캡처, 업데이트 및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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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Bundle 생성

App Bundle을 생성하고 AppCapture Client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합니다.

참고   App Bundles에는 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ppToggle 및

AppMerge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App Bundle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합니다. 병합된

App Bundle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AppCapture Client에서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클릭합니다.

2 캡처를 클릭하고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필수) App Bundle의 이름입니다.

설명(옵션) App Bundle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자(옵션) App Bundle을 생성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현재 사용자 또는 애플

리케이션 설정에 저장된 이름입니다.

대상(읽기 전용) 선택한 파일 공유 위치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App Bundle 파일, VHD 및

관련 JSON 파일이 이 위치에 생성됩니다.

 
생성된 명령 스크립트가 화면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3 생성을 클릭합니다.

AppCapture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App Bundle에서 캡처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속해서 화면 지침에 따라 App Bundle 생성 작업을 완료합니다.

후속 작업

캡처 프로세스는 가상 시스템 재부팅 후에만 완료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AppCapture Client

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된 후 애플리케이션 번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생성한 번들을 두 번 클릭하고

번들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pp Bundle 업데이트

App Bundle을 사용하여 AppCapture Client의 정보를 편집 및 업데이트하고 번들에 새 애플리케

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App Bundle에는 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ppToggle 및

AppMerge 유틸리티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App Bundle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합니다.

프로시저

1 AppCapture Client에서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클릭합니다.

2 업데이트하려는 번들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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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편집합니다.

옵션 설명

새 이름(필수) App Bundle의 새 이름입니다. 기존 이름과 달라야 합니다.

설명(옵션) App Bundle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자(옵션) App Bundle을 생성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현재 사용자 또는 애플

리케이션 설정에 저장된 이름입니다.

대상(읽기 전용) 업데이트하려는 App Bundle의 위치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선택된 파일 공

유 위치와 동일합니다.

 
생성된 명령 스크립트가 화면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4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번들에 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지시에 따라 App Bundle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병합된 App Bundle 생성

둘 이상의 단일 App Bundles을 병합하여 병합된 App Bundle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AppToggle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단일 App Bundles만 AppStack에 병합할 수 있습

니다. 다른 App Bundle에 이미 병합된 App Bundle은 병합할 수 없습니다.

프로시저

1 AppCapture Client에서 병합된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필수) 번들의 이름입니다.

설명 번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자 병합된 번들을 생성한 개인 또는 엔티티의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현재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저장된 이름입니다.

대상 병합된 번들을 저장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병합될 수 있는 App Bundles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4 번들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생성을 클릭합니다.

병합 작업이 완료되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병합 작업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로그를 클릭합니다.

병합된 App Bundle 업데이트

병합된 번들을 업데이트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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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번들을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병합된 App Bundle을 생성했어야 합니다. 병합된 App Bundle 생성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AppCapture Client에서 병합된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클릭합니다.

2 병합된 번들을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병합된 번들에 포함된 번들 목록이 표시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편집합니다.

옵션 설명

새 이름(필수) 병합된 App Bundle의 새 이름입니다. 기존 이름과 달라야 합니다.

설명(선택 사항) App Bundle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자(선택 사항) App Bundle을 생성한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기본값은 현재 사용자 또는 애플

리케이션 설정에 저장된 이름입니다.

대상(읽기 전용) 업데이트하려는 App Bundle의 위치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선택된 파일 공

유 위치와 동일합니다.

 
생성된 명령 스크립트가 화면 맨 아래에 표시됩니다.

4 편집을 클릭하고 추가 또는 제거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번들에서 캡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표시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번들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7 예를 클릭하여 병합된 번들을 업데이트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App Bundle 테스트

AppCapture Client를 사용하여 App Bundle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캡처되었는지와 번들이 예상대

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수 조건

테스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번들을 테스트하려면 먼저 App

Bundle에 캡처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AppCapture Client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n 애플리케이션 번들: 단일 App Bundle 테스트

n 병합된 애플리케이션 번들: 병합된 App Bundle 테스트

2 목록에서 번들을 선택하고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번들이 마운트되고 App Volumes에서 번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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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Capture 폴더 및 파일

AppCapture에서는 몇 개의 파일과 폴더를 생성합니다.

AppCapture에서는 C:\ProgramData\VMware\AppCapture\appvhds에 다양한 폴더를 생성합니다.

표 7‑5.  AppCapture 폴더

폴더 설명

appvhds AppCapture를 사용하여 AppStack을 만들 때 생성되

는 .vhd, .json 및 .vdmk 파일.

logs AppCapture에서 생성한 로그 파일. 로그 파일은 이름이

AppCapture.log이며 C:\ProgramData\VMware\AppCapture\logs

에 있습니다.

modules PowerCLI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PowerCLI .dll 파일.

plugins VMware Horizon Air 플러그인. 플러그인은 AppStack을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templates AppStack를 생성할 때 공통 .vhd 파일로 사용되는 .vhd 파일

템플릿.

AppCapture에서는 다른 디렉토리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파일을 appvhds 디렉토리에 생성합니

다. AppCapture 명령줄 옵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표 7‑6.  AppCapture 파일

파일 설명

application.vhd AppStack에 속한 애플리케이션 파일이 포함되는 .vhd 파일.

application.vmdk VMware Horizon Air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VMDK 형

식의 가상 하드 디스크 파일.

application.json AppStack에서 캡처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있

는 .json 파일.

파일 공유에 AppStack 복사
AppStack을 생성한 후에 이를 파일 공유에 추가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먼저 파일 공유를 생성한 후 이를 [인프라] 페이지에 애플리케이션 파일 공유로 추가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공유 IP\공유 이름에 대한 [파일 탐색기] 창을 엽니다. 여기서 공유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파일

공유의 이름입니다.

2 AppStack .vmdk 및 .json 파일을 이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AppCapture에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n 가상 시스템에 AppStack을 마운트하기 위한 .vmdk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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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물리적 시스템에 AppStack을 마운트하기 위한 .vhd 파일

Horizon Cloud는 .vmdk 파일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vhd 파일을 사용하여 다른 VMware 제

품이 있는 물리적 시스템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후속 작업

파일 공유에 AppStack을 추가한 후에 이를 가져와야 합니다. Horizon Cloud에 AppStack 가져오

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에 AppStack 가져오기
애플리케이션 파일 공유에 AppStack을 배치한 후에 Horizon Cloud로 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설정 > 인프라로 이동합니다.

2 파일 공유를 클릭합니다.

3 가져올 AppStack이 있는 파일 공유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파일 공유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을 클릭하고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App Volumes 기능 문제 해결
Pytho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App Volumes 기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된 스크립트에는 Python 2.7.9 이상이 필요합니다.

n 애플리케이션 할당에 대한 매핑 세부 정보 검색

아래 스크립트는 작업 환경의 할당 세부 정보를 검색합니다.

n 사용법:

usage: mapping_details.py [-h] [-t TYPE] [-p XMP_PORT] [-o CSV_PATH]

                          [-u SEARCH_USER] [-g SEARCH_GROUP]

                          [-d SEARCH_DOMAIN]

                          xmp_host xmp_domain xmp_user xmp_password

 

positional arguments:

  xmp_host              XMP host url

  xmp_domain            XMP user domain

  xmp_user              XMP user name

  xmp_password          XMP user password

 

optional arguments:

  -h, --help            show this help message and exit

  -t TYPE, --type TYPE  All, AppVolumes, DaaS

  -p XMP_PORT, --port XMP_PORT

                        XMP host port

  -o CSV_PATH, --output CSV_PATH

                        Output csv file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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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EARCH_USER, --user SEARCH_USER

                        Search user name

  -g SEARCH_GROUP, --group SEARCH_GROUP

                        Search group name

  -d SEARCH_DOMAIN, --domain SEARCH_DOMAIN

                        Search domain name

n 스크립트 형식:

mapping_details.py <IP/FQDN> <domain> <username> '<password>' -p 8443

n 코드 예제(모든 할당 검색):

qbi@qbi-vm ~ # mapping_details.py qbi-ubuntu.eng.vmware.com falcon administrator '<password>' -p 8443

Get assignments successfully.

qbi@qbi-vm ~ # cat assignments.csv

key,user name,assignment,application name,bundle name,package name,assignment type,Os type

MIRAGEDOMAIN\qbi only||Mozilla Firefox (3.0.3),MIRAGEDOMAIN\qbi only,qbi-only-win10-x64,Mozilla Firefox 

(3.0.3),,,Native,Windows 10 (x64)

MIRAGEDOMAIN\qbi only||Adobe Flash Player 21 NPAPI,MIRAGEDOMAIN\qbi only,qbi-only-win10-x64,Adobe Flash 

Player 21 NPAPI,,,Native,Windows 10 (x64)

MIRAGEDOMAIN\qbi only||Mozilla Maintenance Service,MIRAGEDOMAIN\qbi only,qbi-only-win10-x64,Mozilla 

Maintenance Service,,,Native,Windows 10 (x64)

MIRAGEDOMAIN\qbi only||Mozilla Firefox 45.0.1 (x86 en-US),MIRAGEDOMAIN\qbi only,qbi-only-win10-

x64,Mozilla Firefox 45.0.1 (x86 en-US),,,Native,Windows 10 (x64)

MIRAGEDOMAIN\qbi only||Python 2.6.6,MIRAGEDOMAIN\qbi only,qbi-only-win10-x64,Python 

2.6.6,,,Native,Windows 10 (x64)

FALCON\qbi||Adobe Flash Player 21 NPAPI,FALCON\qbi,qbi-win10-x64,Adobe Flash Player 21 

NPAPI,,,Native,Windows 10 (x64)

FALCON\qbi||Mozilla Maintenance Service,FALCON\qbi,qbi-win10-x64,Mozilla Maintenance 

Service,,,Native,Windows 10 (x64)

FALCON\qbi||Mozilla Firefox 45.0.1 (x86 en-US),FALCON\qbi,qbi-win10-x64,Mozilla Firefox 45.0.1 (x86 en-

US),,,Native,Windows 10 (x64)

MIRAGEDOMAIN\qbi||Adobe Flash Player 21 NPAPI,MIRAGEDOMAIN\qbi,qbi-win10-x64,Adobe Flash Player 21 

NPAPI,,,Native,Windows 10 (x64)

MIRAGEDOMAIN\qbi||Mozilla Maintenance Service,MIRAGEDOMAIN\qbi,qbi-win10-x64,Mozilla Maintenance 

Service,,,Native,Windows 10 (x64)

MIRAGEDOMAIN\qbi||Mozilla Firefox 45.0.1 (x86 en-US),MIRAGEDOMAIN\qbi,qbi-win10-x64,Mozilla Firefox 

45.0.1 (x86 en-US),,,Native,Windows 10 (x64)

FALCON\Users||FirefoxWin10x64,FALCON\Users,app-bundle-assignment,Mozilla Firefox 

(3.0.3),FirefoxWin10x64,,Native,Windows 10 (x64)

FALCON\Users||CutePDF Professional 3.7 (Evaluation),FALCON\Users,users-win7,CutePDF Professional 3.7 

(Evaluation),,,Native,Windows 7 (x64)

FALCON\Users||FileZilla Client 3.9.0.6,FALCON\Users,users-win7,FileZilla Client 3.9.0.6,,,Native,Windows 

7 (x64)

MIRAGEDOMAIN\Users||CutePDF Professional 3.7 (Evaluation),MIRAGEDOMAIN\Users,users-win7,CutePDF 

Professional 3.7 (Evaluation),,,Native,Windows 7 (x64)

MIRAGEDOMAIN\Users||FileZilla Client 3.9.0.6,MIRAGEDOMAIN\Users,users-win7,FileZilla Client 

3.9.0.6,,,Native,Windows 7 (x64)

n 연결 및 분리 실패에 대한 세부 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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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스크립트는 AppStack 관련 경우를 포함하여 연결 및 분리 실패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가져옵

니다.

n 사용법:

usage: fetch_volume_failures.py [-h] [-t SEARCH_DURATION] [-u SEARCH_USER]

                                [-d SEARCH_DOMAIN] [-s PAGE_SIZE]

                                [-c | -v | -o CSV_PATH]

                                login_host login_domain login_user

                                login_password

 

positional arguments:

  login_host            Login host url in format hostname<:port>

  login_domain          Login user domain

  login_user            Login user name

  login_password        Login user password

 

optional arguments:

  -h, --help            show this help message and exit

  -t SEARCH_DURATION, --time SEARCH_DURATION

                        Last1Hour, Last12Hour, Last24Hour, Last72Hour, All

  -u SEARCH_USER, --user SEARCH_USER

                        Search user name

  -d SEARCH_DOMAIN, --domain SEARCH_DOMAIN

                        Search domain name

  -s PAGE_SIZE, --size PAGE_SIZE

                        Size of each page of the results

  -c, --concise         Print results in concise view

  -v, --verbose         Print results in itemed view

  -o CSV_PATH, --output CSV_PATH

                        Output to csv file in given path (default)

n 스크립트 형식:

python fetch_volume_failures.py <IP/FQDN> <domain> <username> '<password>'

n 코드 예제:

python fetch_volume_failures.py 10.111.24.65 falcon administrator '<password>' # output as 

volume_failures.csv for last 1 hour

python fetch_volume_failures.py 10.111.24.65 falcon administrator '<password>' -v # show results of last 

1 hour in screen

python fetch_volume_failures.py 10.111.24.65 falcon administrator '<password>' -t Last24Hour # show last 

24 hour result

python fetch_volume_failures.py 10.111.24.65 falcon administrator '<password>' -t All -u hez -d vmwarem # 

show all results of hez@vmwarem for last 1 hour

각 실패 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n 타임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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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쓰기 가능 여부 - 쓰기 가능 볼륨인지(Y) 또는 AppStack(N)인지를 나타냅니다.

참고   쓰기 가능 볼륨은 베타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n 연결/분리 - 연결 실패인지 또는 분리 실패인지를 나타냅니다.

n 사용자/도메인 - 발생한 실패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도메인입니다.

n 파일 위치 - 파일 위치입니다. 형식은 <데이터 센터>/<노드>/<vCenter>/<데이터스토어

>/<VMDK 경로>입니다.

n VM 위치 - 파일 위치입니다. 형식은 <데이터 센터>/<노드>/<vCenter>/<VM 이름>입니다.

연결/분리 실패를 확인한 경우 다음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n 사용자가 해당 그룹의 구성원입니까?

n 에이전트가 데스크톱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신 버전입니까?

지원 요청에 포함할 실패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실패에 대한 기본 정보(예: 실패 횟수 및 영향받은 사용자 수)를 포함하는 알림도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됩니다. 알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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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8
이미지는 할당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미지 정보

이미지는 다양한 사용자 유형의 요구에 맞게 구성된 템플릿 VM에서 생성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VMware에서 미리 패키지된 이미지를 받습니다.

n VMware에서 받은 템플릿에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n 자체 템플릿에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 유형

아래 설명된 것처럼 2가지 유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유형 설명

인스턴트 클론 VMware의 NGVC 기술을 사용하여 할당을 위한 VM을 즉시

생성하는 이미지 유형입니다.

기존 클론 할당을 생성할 때 전체 이미지 복제를 수행하는 전용 이미지 유

형입니다.

이미지를 처음 생성할 때 이미지 유형이 선택됩니다.

이미지 페이지

현재 시스템에 있는 이미지를 보려면 인벤토리 > 이미지를 선택하여 [이미지]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이미지 관리

n 이미지 생성

n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데이트

n 자체 템플릿 작성

이미지 관리
[이미지] 페이지에는 현재 시스템에 있는 모든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

업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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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으로 이미지에 대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목록에서 이미지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아래에 설명된 대로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버튼 및 메뉴

선택 항목을 사용합니다.

n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미지 세부 정보] 페이지를 보고 해당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버튼 및 메뉴 선택

항목을 사용합니다. 다음 옵션 중 일부만 [이미지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되

는 순서는 다릅니다.

또한 [이미지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롤백을 수행하거나 백업을 삭제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지금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페이지 위쪽의 버튼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튼 설명

새로 만들기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이미지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름 바꾸기 선택한 이미지의 이름을 바꿉니다.

복제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만 해당] 선택한 이미지의 복제본을 생성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선택한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데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페이지 위쪽의 ". . ." 버튼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지금 백업 [기존 클론 이미지만 해당] 선택한 이미지의 백업을 생성합니다.

n 백업을 만들고 이름을 지정하면 [이미지 세부 정보] 페이지의 [백업] 아래에 표시됩니다.

n [이미지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는 각 백업 옆에는 해당 백업으로 롤백하거나 시스템

에서 삭제하기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참고   이전에 [이미지 세부 정보] 페이지에 나열되었던 백업이 삭제하지 않았는데도 표시되지

않으면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삭제 선택한 이미지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게시 선택한 이미지를 게시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 선택한 이미지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이미지를 사용하여 새 할당을 생성하거나 기존 할

당의 새 데스크톱 또는 서버를 프로비저닝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경

우, 할당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데스크톱으로 변환 선택한 이미지를 데스크톱으로 변환합니다.

이미지 할당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만 해당] 선택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용 데스크톱 및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 업데이트를 푸시합니다. 목록에서 할당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푸시

합니다.

콘솔 실행 선택한 이미지에 연결된 VM에 대한 콘솔을 시작합니다. VM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둘 이상의

이미지를 선택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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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업데이트 푸시 선택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할당에 업데이트를 푸시합니다.

n 데스크톱 이미지 - 업데이트 푸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할당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푸시합니다.

참고   모든 기능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기존 할당에 업데이트를 푸시하기 전

에 먼저 테스트 할당을 생성한 후 이 할당에 업데이트를 푸시합니다.

n RDS 이미지

n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업데이트한 경우 업데이트

푸시를 클릭하고 목록에서 팜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푸시합니다.

n 이미지를 업데이트했으나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다시 게시하면 자

동으로 푸시됩니다.

부트스트랩 다운로드 이미지에 배포할 암호화된 부트스트랩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소문자, 대문자, 숫자 및 기호(!@#$%^&*)를 각각 하나 이상 포함한 8~20자리의 ASCII

문자로 구성된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암호에는 ASCII 이외의 문자를 사용

하지 마십시오.

암호 새로 고침 이미지 부트스트랩에 사용할 새 기본 암호를 생성합니다.

부트스트랩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keytool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 파일을 적용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하면 결과 에이전트에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를 새로 고친 후에 부트

스트랩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 업데이트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이미지를 기준으로 할당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후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오프라인으로 전환, 변경 및 재게시) 기존 클론 이미지와 달리, 인스

턴트 클론 이미지는 복제한 후 새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할당에 추가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메뉴에서 인벤토리 > 이미지를 선택하여 [이미지] 페이지를 엽니다.

2 이미지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한 후 드롭다운 메뉴에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은 이미지 복제본을 생성합니다.

참고   이 프로세스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적절히 계획하십시오.

3 복제 이미지에서 필요한 변경을 수행한 후 게시합니다.

4 새 이미지가 게시되면 복제 이미지를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이미지를 기준으로 각 할당을 편

집합니다. 할당 편집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세션에서 로그아웃하면 각 할당의 VM이 새 이미지와 동기화됩니다.

5 [선택 사항] [이미지] 페이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한 후 드롭다운 메뉴에

서 삭제를 선택하여 이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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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관리자에서 이미지 자동 동기화
여러 데스크톱 관리자가 동일한 데이터 센터 내 테넌트에 등록되어 있으면 [이미지 동기화] 옵션을 통

해 데스크톱 관리자 간에 이미지를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동기화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며 VMware 담당자가 각 테넌트에 대해 사용/사

용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할 경우 이미지 동기화는 자동으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n 이미지를 수동으로 복제한 후 가져올 필요가 없도록 데스크톱 관리자 전체에 새 이미지를 복제합니

다.

n 모든 사본을 변경할 필요가 없도록 데스크톱 관리자 전체에 이미지 변경 사항을 동기화합니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이미지 동기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전에 생성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상태로 전환한 후 다시 게시해야 동기화됩니다.

n 이미지를 동기화한 다음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동기화된 각 이미지에 대해 비

슷한 이름의 추가 이미지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이미지 생성
[이미지] 페이지에서 새 데스크톱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참고   이 프로세스는 약 30분이 걸립니다. 완료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시작하십시오.

프로시저

1 인벤토리 >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 이미지]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데스크톱] 필드에서 템플릿 이름의 처음 몇 자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데스크톱이 표시됩니다. 템플릿을 가져온 후에 인벤토리에 표시될

때까지 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4 데스크톱 이름이 표시되면 선택합니다.

참고   변환하기 전에 데스크톱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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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이전트 상태가 활성으로 변경되어, 에이전트 연결이 발생했음을 나타냄을 확인합니다. 이 동작은

약 30초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참고   에이전트 연결이 성공하려면 최신 에이전트가 설치되었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에이전트

를 사용하는 경우 에이전트 연결이 완료되려면 DaaS 에이전트가 수동으로 구성되고 부트스트랩되

어야 합니다.

6 인스턴트 클론의 경우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예를 선택하고, 기존 클론 이미지를 생

성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장이미지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설명

인스턴트 클론 VMware의 NGVC 기술을 사용하여 할당을 위한 VM을 즉시 생성하는 이미

지 유형입니다.

참고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서는 인스턴트 클론 할당이 지원되지 않

으므로 Windows Server 템플릿 VM에서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를 생성하면

안 됩니다. 인스턴트 클론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이미지를 생성한 후 해당 이미

지에서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데스크톱이 제대로 실행되

지 않습니다.

기존 클론 할당을 생성할 때 전체 이미지 복제를 수행하는 전용 이미지 유형입니다.

 

7 아래 설명대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위에서 선택한 이미지 유형은 표시되는 필드에 영향을 줍니다.

옵션 설명

이미지 이름 새 이미지의 이름

도메인 [인스턴트 클론만 해당] 드롭다운 목록에서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회사 이름 회사 이름

시간대 시간대

사용자 이름 필수 데스크톱 도메인의 관리자

참고   이 필드는 VMware 담당자가 이미지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에 대해 표시됩니다.

암호/암호 확인 관리자 암호.

참고   이 필드는 VMware 담당자가 이미지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인스턴트 클론 이미지에 대해 표시됩니다.

 

8 게시를 클릭합니다.

게시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약 40분이 걸립니다. 성공하면 이미지 작업이 [완료]로 표시됩니다.

참고   VM을 부트스트랩 프로세스 이전에 생성한 스냅샷으로 복원하지 마십시오. 에이전트가 이

미 부트스트랩된 경우 이렇게 복원하면 에이전트가 원래대로 통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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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시 작업이 실패하는 경우:

a 모니터 > 활동을 선택하고 실패한 작업을 찾습니다.

b 실패를 유발한 문제를 수정하십시오.

c 인벤토리 >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d ...을 클릭하고 데스크톱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e 위 단계를 반복하여 이미지를 다시 게시합니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데이트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를

할당에 푸시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면 이미지의 모든 에이전트를 한 번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n 시스템은 VMware CDS 소프트웨어 배포 네트워크와 정기적으로 연결하며 로컬 시스템에 설정한

파일 공유로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파일이 자동으로 시

스템으로 가져오기되며 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업데이트를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 페이지에 업데이트 가용성이 표시됩니다.

n VMware 담당자는 요청받은 경우 새로운 에이전트 스캔과 테넌트 시작 후 스캔 대기 시간의 간격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n 에이전트 파일 공유를 생성하고 Horizon Cloud에 추가해야 합니다. 즉, 파일 공유를 생성할 때

파일 공유 유형에 대한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파일 공유는 에이전트 업데이트 파

일을 가져오는 데만 사용됩니다. 파일 공유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DaaS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수행하려면 이미지에 DaaS 에이전트 16.6.0.4408091 이상 버전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n Horizon Agent 업데이트를 수행하려면 이미지에 Horizon Agent 7.0.3.4612900 이상 버전

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인벤토리 >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페이지가 표시되고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할당의 이름 옆에 파란색 점이

표시됩니다.

n 파란색 점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해당 이미지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팝업이 표시됩니다.

n 기본적으로 각 에이전트의 최신 버전이 선택되지만 각 드롭다운을 열어 사용 가능한 모든 버전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이미지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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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소프트웨어] 탭에서 업데이트할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할당] 탭에서 허용하려는 각 할당에 대해 동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약

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6 (선택 사항) [명령줄] 탭에서 명령줄 옵션을 추가합니다. 명령줄 옵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

련 에이전트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현재 DaaS Agent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줄 옵션은 없습니다.

7 마침을 클릭합니다.

n 페이지 상단에 업데이트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 시스템은 이미지의 클론을 생성하고 클론 이미지에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데스크톱은 일괄 처리되어 업데이트되며, 30개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할당에 30개 이하의 데스

크톱이 있으면 할당의 모든 데스크톱이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VMware 담당자는 일괄 처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n 데스크톱에 활성 세션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기 5분 전에 경고됩니다.

n 사용자가 업데이트 중인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로그인이 실패하고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모니터 > 활동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설명에는 업데

이트 중인 에이전트와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할당이 표시됩니다. 작업이 24시간 내에 성공하지 못

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8 클론 이미지에 따라 업데이트를 푸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관리을 참조하십시오.

9 (선택 사항) 원본 이미지를 삭제하고 원본 이미지 이름으로 클론 이미지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체 템플릿 작성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데스크톱 템플릿을 준비해야 합니다.

템플릿 작성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 에이전트 설치 및 구성

n 데스크톱 VM에 대한 직접 연결 설정(선택 사항)

n 디스플레이 최적화(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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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설치 및 구성
템플릿 VM에서 올바른 순서로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전트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 템플릿 VM 준비에 설명된 작업을 수행하십시

오.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 템플릿 VM 준비

데스크톱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설치 전 단계를 완료하십시

오.

프로시저

1 다른 모든 프로토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모두 제거합니다.

중요: 다른 모든 프로토콜(예: HDX, RGS)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모두 제거해야 합

니다. 이러한 다른 프로토콜 구성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템플릿이 손상되고 더 이상 Windows

로 부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고는 RDP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DP 구성 요소가 있어도 문제

는 없습니다.

2 VMware Tools를 업데이트합니다.

3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포트 443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비표준 포트를 사용합니다.

4 다음 포트는 지정된 것처럼 TCP 및/또는 UDP 트래픽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포트 소스 대상 TCP UDP

4172(PCoIP) Access Point VM P P

443(View 통신) 테넌트 장치 VM P

32111(PCoIP) Access Point VM P

22443(HTML

Access)

Access Point VM P

443(HTML Access) Access Point T/VM P

8443(HTML

Access)

Access Point VM P

4172(PCoIP) Access Point VM P P

80(443으로 리디렉

션)

Access Point T/VM P

후속 작업

Horizon Agent를 설치합니다. Horizon Agent 설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Agent 설치

준비 단계를 완료한 후에 템플릿 VM에 Horizon Agent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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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gent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n 데스크톱(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에 설치

n 서버(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12 R2)에 개인용 데스크톱(비

RDSH)으로 설치

n 서버(Windows Server 2008 R2, Windows Server 2012 R2)에 RDSH 역할로 설치

참고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RDS 풀을 생성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새 RDS 풀을 만들 때 HTML Access(Blast)를 프로토콜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이 선

택 항목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풀에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Windows 데스크톱에 Horizon Agent 설치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또는 Windows 10 데스크톱에 Horizon Agent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Myvmware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최신 Horizon Agent를 다운로드합니다. 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용 다운로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2 Horizon Agent 설치 파일(파일 이름: 64비트 설치 관리자의 경우 VMware-viewagent-

x86_64-x.y.z-nnnnnnn.exe)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설치를 수행합니다.

n VMware Horizon View Composer Agent를 선택 취소합니다.

n VMware Horizon Instant Clone Agent를 선택합니다.

n vRealize Operations Desktop Agent를 선택합니다.

4 가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후속 작업

n Horizon Agent 사용과 관련한 보안 강화를 위해 SSL 및 TLS의 취약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도

록 설정합니다. 이때 Active Directory 서버의 GPO(그룹 정책 개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SSL/TLS에서 취약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관련 Horizon Agent 설명서

(예: VMware Horizon 7 설명서 세트)를 참조하십시오.

n DaaS Agent 설치

Windows Server에 개인용 데스크톱(비 RDSH)으로 Horizon Agent 설치

Windows Server 2008 R2 또는 2012 R2에 개인용 데스크톱으로 Horizon Agent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웹 사이트(https://my.vmware.com)에서 최신 Horizon Agent를 다운로드합니

다. 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용 다운로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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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rizon Agent 설치 파일(파일 이름: 64비트 설치 관리자의 경우 VMware-viewagent-

x86_64-x.y.z-nnnnnnn.exe)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데스크톱 모드에서 Horizon Agent를 설치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설치를 수행합니다.

n VMware Horizon View Composer Agent를 선택 취소합니다.

n vRealize Operations Desktop Agent를 선택합니다.

5 가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후속 작업

n Horizon Agent 사용과 관련한 보안 강화를 위해 SSL 및 TLS의 취약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도

록 설정합니다. 이때 Active Directory 서버의 GPO(그룹 정책 개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SSL/TLS에서 취약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관련 Horizon Agent 설명서

(예: VMware Horizon 7 설명서 세트)를 참조하십시오.

n DaaS Agent 설치

Windows Server에 RDSH 역할로 Horizon Agent 설치

Windows Server 2008 R2, 2012 R2 또는 2016에 RDSH 역할로 Horizon Agent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시나리오에서 Horizon Agent를 설치하려면 명령줄 설치를 실행해야 하며 기본 “두 번 클

릭” GU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시저

1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역할을 추가합니다.

a 시작 > 관리 도구 > 서버 관리자를 선택하여 서버 관리자를 엽니다.

b 역할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창에서 역할 추가를 선택합니다.

역할 추가 마법사 창의 [시작하기 전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c 다음을 클릭합니다.

[서버 역할 선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d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 다음을 클릭합니다.

[역할 서비스 선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f [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호환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제거 및 재설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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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다음을 클릭합니다.

[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의 인증 방법 지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h 적절한 인증 수준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라이센싱 모드 지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i 라이센싱 모드를 지정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RD 세션 호스트 서버에 대해 액세스가 허용되는 사용자 그룹 선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j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추가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클라이언트 환경 구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k 원하는 설정을 지정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 선택 확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l 선택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전을 클릭하여 이전 단계로 돌아간 후 설정

을 변경합니다.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 진행]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설치를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설치 결과] 페이

지가 나타나 다시 시작할지 묻습니다.

m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시작을 확인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n 예를 클릭하여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o 서버가 다시 켜지면 다시 로그인합니다.

[구성을 재개하는 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구성을 재개하는 데 몇 초 정도 걸립니다. [설치

결과]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p 닫기를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서버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q 역할을 클릭하고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역할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VMware 웹 사이트(https://my.vmware.com)에서 최신 Horizon Agent를 다운로드합니

다. 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용 다운로드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3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줄에서 다음을 실행합니다. VMware-viewagent-x86_64-x.y.z-nnnnnnn.exe /v

"VDM_SKIP_BROKER_REGISTRATION=1"

4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설치를 수행합니다.

u vRealize Operations Desktop Agent를 선택합니다.

5 가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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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작업

n Horizon Agent 사용과 관련한 보안 강화를 위해 SSL 및 TLS의 취약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도

록 설정합니다. 이때 Active Directory 서버의 GPO(그룹 정책 개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SSL/TLS에서 취약한 암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관련 Horizon Agent 설명서

(예: VMware Horizon 7 설명서 세트)를 참조하십시오.

n DaaS Agent 설치

DaaS Agent 설치

Horizon Agent를 설치한 후에 DaaS Agent를 설치합니다.

참고   이전 버전의 DaaS 에이전트에 필요하던 수동 구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시저

1 Myvmware.com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의 DaaS Agent 설치 관리자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2 템플릿 가상 시스템에서 설치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후속 작업

App Volumes Agent 설치

App Volumes Agent 설치

Horizon Agent를 설치한 후에 App Volumes Agent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Myvmware.com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의 App Volumes Unified Agent 설치 관

리자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템플릿 가상 시스템에서 설치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3 설치 중에 localhost를 선택 취소하고 기본 테넌트 IP 주소 및 포트 3443(예:

192.168.12.12:3443)을 지정합니다.

4 레지스트리를 편집하여 고가용성을 위해 보조 테넌트 장치의 IP 주소를 구성하고 추가합니다.

a regedit를 실행하고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vservice\Para

meters로 이동합니다.

b 값이 <TA2 IP 주소>:3443(예: 192.168.12.12:3443)인 문자열 값 [Manager2]를 추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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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스마트 정책 구성

Horizon Cloud 환경에서는 최종 사용자의 가상 데스크톱을 제어하는 VMware Horizon 스마트 정

책 사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정책은 가상 데스크톱의 USB 리디렉션, 가상 인쇄, 클립보드

리디렉션,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 및 PCoIP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기능 등의 기능 동작에 대한

정책 기반 제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정책을 사용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정책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회사 네트워크 외부에서 원격 데스크톱에 연결한 경

우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VMware Horizon 스마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은 VMware Horizon

설명서에 있는 스마트 정책 사용 또는 Horizon 7에서 원격 데스크톱 기능 구성이라는 제목의

VMware Horizon 문서에서 VMware Horizon 스마트 정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스마트 정책에는 필요한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 User Environment Manager 소프트웨어

및 App Volumes Unified Agent 설치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VMware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버전 User Environment Manager 9.1 이상을

확보합니다. User Environment Manager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전체 설치 지침은 User

Environment Manager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환경에서

User Environment Manager 및 App Volumes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모범 사례는

vmware.com에서 Horizon Cloud를 사용한 VMware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제공 모범

사례 및 운영 절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언급된 문서에 설명된 대로 User Environment Manager 및 관리 콘솔의 설치 및 구성을

완료한 후 마스터 VM(가상 시스템)에서 스마트 정책을 구성하려면 해당 마스터 VM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n 아직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App Volumes Agent 설치에서 설명된 대로 App Volumes

Unified Agent 설치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User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가 해당

프로세스의 VM에 설치됩니다. User Environment Manager FlexEngine 클라이언트가 해당

에이전트 구성 요소와 함께 설치됩니다.

n User Environment Manager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VMware Horizon 스마트 정책을 정의

합니다.

User Environment Manager에서 선택할 수 있는 VMware Horizon 스마트 정책 설정에 대

한 설명은 VMware Horizon 7 설명서에서 Horizon 스마트 정책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n VMware Horizon 설명서의 Horizon 스마트 정책 정의에 조건 추가에 설명된 대로 정책을 적용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추가합니다.

Horizon 스마트 정책 사용의 예는 vmware.com에서 VMware Horizon 7의 검토자 View 가이

드: 스마트 정책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스마트 정책 정의에 조건 추가에서는 스마트 정책에서 Horizon Client 속성 조건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리 정의된 Horizon Client 속성은 ViewClient_ 레지스트리 키에 해당합니다.

Horizon 7에서 사용되는 미리 정의된 모든 속성이 Horizon Cloud 환경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

용되지 않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n ViewClient_Broker_Pool_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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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iewClient_Broker_Tags

n ViewClient_Launch_Matched_Tags

n ViewClient_Broker_DNS_Name

Unified Access Gateway를 사용하여 구성된 Horizon Cloud 환경에서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다

음 게이트웨이 관련 속성의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n Unified Access Gateway가 외부인 경우 ViewClient_Broker_GatewayLocation 속성은 External

로 설정되고 ViewClient_Broker_GatewayType 속성은 AP로 설정됩니다.

n Unified Access Gateway가 내부인 경우 ViewClient_Broker_GatewayLocation 속성은 내부 네

트워크 목록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ViewClient_Broker_GatewayType 속성은 AP로 설정됩니다.

참고   내부 네트워크 목록은 서비스 제공자가 생성하며 [일반 설정]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는 Horizon Cloud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Unified Access Gateway가 없으면 브로커는 ViewClient_Broker_GatewayLocation 속성을 내부 네

트워크 목록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ViewClient_Broker_GatewayType 속성을 None으로 설정합니다.

데스크톱에 대한 관리자 직접 액세스 구성
관리자는 이제 로컬 관리자 액세스를 보유해야 하는 대신 자신의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려면 DaaS Agent 설치 중에 새 DaaS 직접 연결 사용자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그룹에

는 로컬 관리 권한이 없지만 헬프 데스크 콘솔을 통하거나 직접 RDP 연결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연결

이 허용됩니다.

DaaS 직접 연결 사용자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n 이미지 업데이트.

n 테넌트 장치에서 GPO 정책 사용.

참고   이 절차는 템플릿 VM 구성 프로세스와는 별개이며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하여 구성원을 추가하려면:

1 이미지 VM을 도메인에 가입시킨 다음 다시 시작합니다.

2 도메인 사용자를 DaaS 직접 연결 사용자 그룹에 추가합니다.

3 이미지를 게시하고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합니다.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성한 모든 데스크톱에는 이

제 그룹 구성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테넌트 장치에서 GPO 정책을 사용하여 구성원을 추가하려면:

1 새 GPO를 생성합니다.

2 GPO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3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에서 컴퓨터 구성 > 정책 > Windows 설정 > 보안 설정 > 제한된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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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된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그룹 추가를 선택합니다.

5 [그룹 추가] 대화상자에 DaaS 직접 연결 사용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속성 대화상자에서 ‘이 그룹의 구성원’ 텍스트 상자에 구성원을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한 다음 확

인을 클릭합니다.

7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 및 그룹 정책 관리 콘솔을 닫습니다.

8 새로 생성한 GPO를 도메인에 연결합니다.

디스플레이 최적화
아래 연결된 작업을 수행하여 템플릿 VM의 디스플레이를 최적화합니다.

PCoIP 그룹 정책 설정 추가

로컬 컴퓨터 정책 환경에 PCoIP 그룹 정책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 정책을 구성하려면 먼저 이 VM의 로컬 컴퓨터 정책 구성에 .adm 템플릿 파일을 추가해야 합니

다.

프로시저

1 템플릿 VM에서 시작 > 실행을 클릭합니다.

2 gpedi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 콘솔이 열립니다.

3 이 VM에서 View 연결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탐색 창에서 로컬 컴퓨터 정책 > 컴퓨터 구성을 선택합니다.

5 관리 템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참고   [사용자 구성]에서 [관리 템플릿]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6 템플릿 추가/제거를 선택합니다.

7 [템플릿 추가/제거] 대화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8 salesforce.com의 Horizon DaaS 라이브러리에서 pcoip_policies.adm 파일을 다운로드합

니다.

9 열기를 클릭합니다.

10 [템플릿 추가/제거] 창을 닫습니다.

PCoIP 그룹 정책 설정이 데스크톱 시스템의 로컬 컴퓨터 정책 환경에 추가되며 구성할 수 있게 됩니

다.

HTML Access(Blast) 그룹 정책 설정 추가

로컬 컴퓨터 정책 환경에 HTML Access(Blast) 그룹 정책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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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VMware Horizon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View GPO 번들 .zip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 이름은 VMware-Horizon-View-Extras-Bundle-x.x.x-yyyyyyy.zip입니다. 여기서

x.x.x는 버전이고 yyyyyyy는 빌드 번호입니다. View에 대한 그룹 정책 설정을 제공하는 모든

ADM 및 ADMX 파일은 이 파일에서 제공됩니다.

2 파일을 Active Directory 서버에 복사하고 압축을 풉니다.

HTML Access GPO는 Blast-enUS.adm ADM 템플릿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GPO를 편집합니다.

옵션 설명

Windows 2008 또는 2012 a 시작 > 관리 도구 > 그룹 정책 관리를 선택합니다.

b 도메인을 확장하고 그룹 정책 설정에 대해 생성했던 GPO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Windows 2003 a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를 선택합니다.

b View 데스크톱을 포함하는 OU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

을 선택합니다.

c [그룹 정책] 탭에서 열기를 클릭하여 그룹 정책 관리 플러그인을 엽니다.

d 오른쪽 창에서 그룹 정책 설정용으로 생성한 GPO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룹 정책 개체 편집기] 창이 나타납니다.

4 [그룹 정책 개체 편집기]에서 [컴퓨터 구성]에 있는 관리 템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템플릿 추가/제거를 선택합니다.

5 추가를 클릭하고 Blast-enUS.adm 파일을 검색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6 ADM 템플릿 파일의 정책 설정을 GPO에 적용하려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VMware Blast 폴더가 [관리 템플릿] > [클래식 관리 템플릿]의 왼쪽 창에 나타납니다.

7 HTML Access 그룹 정책 설정을 구성합니다.

8 정책 설정이 원격 데스크톱에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 데스크톱에서 gpupdate.exe 명령을 실행합니다.

b 데스크톱을 다시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책 설정 구성

템플릿 VM에서 디스플레이를 최적화하도록 정책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Overrideablepolicy 그룹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프로시저

1 확인란을 선택하여 [무손실 빌드 기능 끄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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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oIP 이미지 품질 수준 구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n [최저 이미지 품질]을 30으로 설정합니다.

n [최대 이미지 품질]을 70으로 설정합니다.

n [최대 프레임 속도]를 16으로 설정합니다.

3D 그래픽 사용

할당별로 3D 그래픽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3D 그래픽에 대한 지원은 vSGA라고도 하는 Soft 3D를 사용하여 제공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그래픽

가속에 대한 VMware 백서 3-4페이지 참조). 3D 그래픽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n 가상 하드웨어 버전이 8 이상이어야 합니다.

n 데스크톱에는 Windows Aero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n 서버에 적절한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이 기능으로 데스크톱을 구성할 때는 최신 PCoIP 권장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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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의 팜 9
팜은 여러 사용자에게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Microsoft RDS(원격 데스크

톱 서비스) 호스트의 컬렉션입니다. 팜은 RDS 호스트의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다양한 팜을 생성하여

크기와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이 각기 다른 여러 사용자 그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면 먼저 이러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팜을 생성해야 합니다. 팜은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관리 콘솔의 [팜] 페이지에서 팜을 관리합니다. 인벤토리 아이콘을 사용하여 [팜] 페이지로 이동합니

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팜 생성

n Horizon Cloud에서 팜 관리

팜 생성
[팜] 페이지를 사용하여 팜을 생성합니다.

참고   RDS 지원 할당 가능 이미지를 RDS 호스트 또는 RDSH(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호스트) 이미

지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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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이미지] 페이지에 하나 이상의 할당 가능한 이미지가 나열되어 있는지, 이미지에 RDS 지원

Windows 서버 운영 체제가 있는지, 해당 이미지가 팜을 생성하려는 노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할당

가능한 이미지를 해당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노드에 팜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중 어떤 유형을 이 팜에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프로시저

1 관리 콘솔에서 인벤토리 > 팜으로 이동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 팜] 마법사가 열립니다.

3 마법사의 [정의] 단계에서 필드를 완료하고 선택 항목을 적절히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모든 필수 필드를 보려면 스크롤 막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이름 이 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팜 유형 이 팜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할 자산 유형을 지정합니다.

n 이 팜을 사용하여 세션 기반 데스크톱을 제공하려면 데스크톱을 선택합니

다.

n 이 팜을 사용하여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애플리케

이션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팜이 생성된 후에는 새 애플리케이션 워

크플로의 팜에서 자동 검색 옵션을 사용하여 팜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을 애

플리케이션 인벤토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드 이 옵션은 데이터 센터가 여러 포드로 구성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포드는 할당 가능한 특정 이미지 및 할당을 위한 서버 모델 용량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포드의 이미지에서만 할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할당 가능한 RDSH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호 프로토콜 최종 사용자 세션에서 사용할 기본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기본 프로토콜 대신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기본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가 기본 프로토콜 선택을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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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기본 클라이언트 유형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

 ONE
™

 플랫폼의 포털인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용 브라우저에서 세션 기반 데스크톱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기

본 클라이언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환경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가입 팜의 서버 인스턴스가 생성된 도메인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예를 선택합니다.

서버 이 팜에서 원하는 서버의 수를 지정합니다.

서버당 세션 이 팜에서 허용되는 서버당 동시 최종 사용자 세션 수를 지정합니다.

중요   이 릴리스에서는 팜이 생성된 후에 이 수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결

과적으로 여기에서 값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고급 속성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VM 이름 이 팜에 대해 생성된 모든 서버 VM의 이름이며, 이름 뒤에는 숫자가 붙습니다

(예: win2016-1, win2016-2 등).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문자, 대

시, 숫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OU 서버 VM이 배치될 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OU=RootOrgName,DC=DomainComponent,DC=eng 등과 같습니다. 항목은 쉼표로 구

분하며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 사용을 참

조하십시오.

한 번 실행 스크립트 (선택 사항) 시스템 준비가 완료된 후 실행할 스크립트의 위치입니다.

세션 시간 초과 간격 이것은 이 팜에서 제공되는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

이 강제로 로그오프되기 전에 최종 사용자가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

니다. 이 시간 초과는 기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한 세션에 적용됩니

다. 이 시간 초과 간격은 최종 사용자의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

에서 로그인한 세션을 통제하는 시간 초과 설정과 구분됩니다.

주의   시스템이 기본 Windows 운영 체제 세션에서 강제로 로그오프될 때 저

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유실됩니다. 의도치 않게 데이터를 유실하는 사고를 방지

하려면 이 간격을 최종 사용자의 비즈니스 필요성을 충족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

십시오.

참고   시간 초과 값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자 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30초 이

내에 확인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로그오프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로그오프되면 문서나 파일과 같은 저장되지 않은 모든 사용자 데이터

가 손실됩니다.

Windows 핫 플러그 사용 (선택 사항) 최종 사용자가 가상 데스크톱에서 외부 디바이스(예: CD/DVD 드

라이브, 이더넷 어댑터 및 비슷한 디바이스 유형)를 동적으로 추가 또는 제거하

지 못하게 하려면 기본값인 아니요 설정을 유지합니다.

주의   이 토글을 예로 설정하면 사용자가 동적으로 NIC(네트워크 카드) 또는

기타 작업 구성 요소를 잘못 제거하는 경우 실수로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연결

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상 데스크톱의 썸 드라이브 사용 지원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 이 설정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 데스크톱에서 이러한

모든 플러그 앤 플레이 디바이스에 대해 해당 설정이 사용되도록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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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법사의 [관리] 단계에서 필드를 완료하고 선택 항목을 적절히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롤링 유지 보수 시간 간격(스케줄링됨) 또는 이 팜의 서버에 대한 사용자 세션(세션)에 따라 유

지 보수 유형을 선택합니다.

스케줄링됨을 선택하면 유지 보수 간격, 즉 매일 또는 매주를 구성합니다. 매일

되풀이를 선택한 경우 유지 보수가 시작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매주 되풀이를

선택한 경우 요일과 시간을 지정합니다.

세션을 선택하면 팜에서 롤링 유지 보수를 시작해야 하는 세션 수를 지정합니

다.

참고   15분 내에 로그오프되는 세션은 단기 실행 세션 수에 따라 서버를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 빌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롤링 유지 보수 계산에서 제외됩니

다.

동시 중지 서버 필드에 동시에 중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서버의 수를 지정합니

다. 서버가 중지 상태가 될 경우 해당 서버에 이미 연결된 사용자 세션에 대해서

는 서버가 계속 작동하지만 새 사용자 연결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서버 작업 유지 보수 중에 시스템이 서버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n 다시 시작을 사용하면 서버 VM이 다시 시작됩니다.

n 다시 빌드를 사용하면 서버 VM이 먼저 삭제되었다가 해당 RDS 데스크톱

이미지에서 재프로비저닝됩니다.

시간 초과 처리 시스템에서 특정 유형의 사용자 세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참고   이러한 설정으로 관리되는 사용자 세션은 RDS 세션 데스크톱 또는 애플

리케이션의 Windows 운영 체제 세션으로의 사용자 로그인이고, 이러한 세션

은 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또는 Workspace ONE의 사

용자 로그인이 아닙니다.

사용자 세션은 사용자가 이 팜의 서버에서 제공되는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바탕이 되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인증을 받으면 시

작됩니다.

n 비어 있는 세션 시간 초과 - 애플리케이션 팜에 대해 시스템이 유휴 사용자

세션을 처리하는 방법, 즉 유휴 세션을 절대 시간 초과하지 않을지 또는 지

정된 시간(분) 후에 시간 초과할지를 선택합니다. 유휴 시간 초과는 세션 기

반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끝점 디바이스의 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휴 세션이 시간 초과되도록 지정하는 경우 시간 초과 기간이 작동

될 때 발생하는 동작, 즉 세션 연결 해제 또는 사용자 로그오프를 선택합니

다. 세션 연결이 해제되면 세션이 네트워크에서 연결 해제되며 메모리에 보

존됩니다. 세션이 로그오프되면 세션은 메모리에 보존되지 않으며 저장하지

않은 문서는 손실됩니다.

n 연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 - 시스템이 연결 해제된 세션에서 사용자를 로

그오프하는 시기를 선택합니다.

n 최대 세션 수명 - 시스템이 단일 사용자 세션에 대해 허용하는 최대 시간

(분)을 지정합니다.

 

5 마법사의 [요약] 단계에서 설정을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하여 팜 생성을 시작합니다.

팜 생성이 시작됩니다. [활동] 페이지를 사용하여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팜] 페이지에서

팜의 상태로 녹색 점이 표시될 경우:

n 데스크톱 팜을 생성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 세션 기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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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애플리케이션 팜을 생성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 서버의 기본 RDS 지원 운영 체제의 애플리케이션

을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후속 작업

데스크톱 팜을 생성한 경우 다음으로 RDSH 세션 데스크톱 할당 생성의 단계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 대

한 세션 기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팜을 생성한 경우 다음으로 해당 팜을 검색하여 Horizon Cloud에 애플리케이션을 로

드하고, 최종 사용자가 해당 팜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생성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장애플리케이션, 팜에서 자동 검색을 사용하여 RDSH 팜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가져오

기 및 RDSH 팜에서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에서 팜 관리
관리 콘솔의 [팜] 페이지에 나열된 팜에 대해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팜]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페이지 수준에서 기존 팜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팜에 대해 연결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편집 이 버튼을 클릭하면 팜의 전원 관리 설정, 팜이 보유할 수 있는 서버의 최

소 수 및 최대 수 등과 같은 특정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마법사가 시작됩

니다. 마법사는 새 팜 마법사와 비슷하며, 기존 팜의 변경할 수 없는 설정

에 대해 읽기 전용 필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편집 버튼을 사용하는 대신, 팜의 이름을 클릭하고 팜의 요약 페이지

에서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 이 버튼을 클릭하면 유지 보수를 위해 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선

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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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전환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오프라인 팜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삭제 선택한 팜을 삭제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버튼을 사용하

여 팜을 삭제하려면 먼저 팜을 사용 중인 할당을 삭제해야 합니다. [할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해당 팜 열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팜을 사용하는 할당

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팜을 삭제하면 팜의 기본 서버 VM이 모두 삭제됩니다. 팜이 삭제

되면 해당 팜의 로깅된 모든 활동이 [활동] 페이지에서 제거됩니다.

팜의 세부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팜] 페이지에서 팜 이름을 클릭하여 자세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약] 페이지가 표시

됩니다.

 

 

요약 페이지 [요약] 페이지에는 팜의 현재 설정이 표시됩니다. 각 페이지 섹션에 대해

편집을 클릭하여 시스템에서 기존 팜에 대해 업데이트되도록 허용하는 설

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팜이 생성된 후 팜에 대한 일부 설정(예: 해당

노드)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버] 페이지 [서버] 페이지에는 팜의 기존 서버 인스턴스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서버

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전원 켜기 또는 전원 끄기(서버의 현재 상

태에 따라 다름) 및 삭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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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페이지 [세션] 페이지에는 팜의 기존 사용자 세션이 표시됩니다. 세션을 선택하

면 세션 연결을 끊거나, 사용자를 세션에서 로그오프할 수 있습니다. 연결

해제를 클릭하면 사용자의 세션 연결이 강제로 끊어집니다. 세션 연결이

끊어진다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로그오프를 클릭하

면 세션 종료 전에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스템 활동] 페이지 [시스템 활동] 페이지에는 팜 확장과 같은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팜의 활

동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활동] 페이지 [사용자 활동] 페이지에는 팜에서 제공하는 세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등

과 같은 사용자 작업으로 인한 팜의 활동이 표시됩니다.

팜의 서버 관리
팜의 개별 서버에 대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인벤토리 > 팜을 클릭합니다.

[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목록에서 팜 이름을 클릭합니다.

팜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페이지 위쪽에 있는 서버를 클릭합니다.

[서버] 탭이 표시되고 팜에 대한 서버 목록이 표시됩니다.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을 사

용하여 목록을 필터링하고, 새로 고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서버를 선택하고 페이지 상단의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참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서버 상태가 녹색이어야 합니다.

옵션 설명

전원 끄기 선택한 서버를 종료합니다.

n 한 번에 둘 이상의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활성 사용자 세션이 없는 VM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전원 켜기 전원이 꺼진 선택한 서버를 시작합니다.

삭제 선택한 서버를 삭제합니다.

콘솔 실행 가상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콘솔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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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10
[용량] 페이지에는 현재 데스크톱 용량 및 사용 정보가 표시됩니다.

페이지 상단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데이터 센터 및 포드에 표시되는 정보를 필터링합니다.

n 전체 서비스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보고서를 .csv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페이지의 기본 영역은 아래 설명된 것처럼 두 섹션으로 구분됩니다.

섹션 설명

데스크톱 모델 각 데스크톱 모델에 사용되는 단위 크기 및 사용 가능한 단위와 함께 총 표준 용량이 표시

됩니다.

스토리지 유형 다른 스토리지 유형에 사용되는 양 및 사용 가능한 양과 함께 총 스토리지가 표시됩니다.

[스토리지 GB] 아래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별 볼륨별로 분류된 스토리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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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VM 11
가져온 VM은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마이그레이션하도록 Horizon Cloud에 가

져온 지원 운영 체제로 관리되지 않는 VM입니다.

페이지 상단의 버튼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 설명

이름 바꾸기 VM을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필드에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선택한 VM은 에이전트 연결을 사용하여 테넌트와

연결해야 하고 DaaS 에이전트는 활성 상태여야 합니다.

종료 VM을 종료합니다.

n 한 번에 둘 이상의 V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VM 상태는 녹색이어야 합니다.

n 활성 사용자 세션이 없는 VM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VM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되므로 데이터 손실 없이 중단된 VM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재설정] 메뉴 옵션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VM이 강제로 재설정되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n 한 번에 둘 이상의 V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VM 상태는 녹색이어야 합니다.

[. . .] 버튼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 설명

일시 중단 선택한 VM을 일시 중단합니다.

재개 선택한 VM의 작업을 재개합니다.

전원 켜기 선택한 VM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 끄기 선택한 VM의 전원을 끕니다.

재설정 선택한 VM을 재설정합니다.

로그오프 선택한 VM에서 로그오프합니다.

연결 해제 선택한 VM에서 연결을 끊습니다.

이미지로 변환 선택한 VM을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삭제 선택한 VM을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유틸리티 VM으로 마이그레이

션

VM을 [유틸리티 VM]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틸리티 VM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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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콘솔 실행 선택한 데스크톱에 대한 콘솔을 시작합니다. VM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둘 이상의 VM을 선택

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당으로 마이그레이션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VM을 연결합니다. [VM 마이그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할당 이름] 필

드에서 할당을 선택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클릭합니다.

n VM은 동일한 Desktop Manager ID를 갖는 전용 데스크톱 할당으로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n 선택한 VM은 에이전트 연결을 사용하여 테넌트와 연결해야 하고 DaaS 에이전트는 활성

상태여야 합니다.

n 레지스트리 항목 "Use SVI=0"이 필요합니다. DaaS Agent 17.1.x 및 View Agent

7.1의 경우에는 이 항목이 이미 있지만 이전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

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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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12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편집합니다.

[설정] 아이콘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옵션에 액세스합니다.

옵션 설명

일반 설정 네트워크, 도메인 등의 설정을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정

을 편집하고 인증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 편집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Active Directory 세부 정보를 보고 편집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편집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역할 및 권한 역할 및 권한을 편집합니다. 역할 및 권한 편집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인프라 파일 공유를 생성하고 기존 파일 공유에 대해 작업을 수행합니

다. 파일 공유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스토리지 관리 해당 환경의 AppStack 목록을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시작 마법사를 엽니다. 3장시작 마법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

오.

유틸리티 VM [유틸리티 VM] 페이지를 엽니다. 유틸리티 VM 관리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인증 최종 사용자의 2단계 인증을 구성합니다. 2단계 인증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일반 설정 편집

n Active Directory

n 역할 및 권한 편집

n 파일 공유 관리

n 스토리지 관리

n 유틸리티 VM 관리

n 2단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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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D 관리

일반 설정 편집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일반 설정을 편집하고 인증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설정 > 일반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편집을 클릭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설정을 변경합니다.

옵션 설명

네트워크 [네트워크] 목록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나열됩니다. 이 목록은 편

집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편집하거나 추가하려면 서비스 공급업체에 연락

하십시오.

기본 도메인 편집할 기본 도메인입니다.

세션 시간 초과 n 클라이언트 하트비트 간격 - Horizon Client 하트비트와 연결된 상태 사

이의 간격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하트비트는 경과한 유휴 시간을 브로커에

보고합니다. 데스크톱 세션의 유휴 시간과 달리, 끝점 디바이스에서 상호 작

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유휴 시간이 발생합니다. 대규모의 데스크톱 배

포에서 활동 하트비트를 더 긴 간격으로 설정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

고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n 클라이언트 유휴 사용자 - 사용자가 테넌트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유휴 상

태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이 최댓값에 도달하면 사용자는 모든

활성 Horizon Client 데스크톱 세션에서 연결이 끊어집니다. 사용자가

Horizon Client에 다시 액세스하려면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참고   데스크톱에서 예기치 않게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Client

유휴 사용자 시간 초과 값을 Client 하트비트 간격의 두 배 이상으로 설정

하십시오.

n 클라이언트 브로커 세션 -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Horizon Client 인스턴

스가 테넌트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시간 초과 카운트는

인증할 때마다 시작됩니다. 이 시간 초과가 발생하여도 작업은 계속할 수 있

습니다. 설정 변경과 같이 브로커에 대한 연결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

우 다시 인증하고 데스크톱에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참고   Client 브로커 세션 시간 초과 값은 Client 하트비트 간격과 Client

유휴 사용자 시간 초과 값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n 사용자 포털 시간 초과 - 다시 로그인하기 전에 연결 브로커링을 시도할 때

사용자 포털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사용자 포털 구성 이 기능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사용자 세션 정보 사용 - 이 기능을 사용하면 CMS(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

가 [보고서] 페이지의 보고서에 사용자 및 도메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경우 다음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n [활용률] 보고서의 [고유 사용자 요약] 기능

n [세션 기록] 보고서

참고   가상 시스템의 에이전트(RDSH 및 VDI)는 Horizon Cloud로 데이터

를 보낼 수 있도록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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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HTML Access 탭을 닫을 때 자격 증명 정리 - HTML Access [포털 연결] 탭을 닫을 때 브로

커 세션의 자격 증명을 삭제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에이전트 연결 레거시(16.6.0 이전) 및 16.6.0 에이전트의 액세스 권한을 결정하는 테넌트에

대한 정책을 설정합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n [15.3 호환성 모드] - 레거시 및 16.6.0 에이전트가 데스크톱 관리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업그레이드된 설치의 기본 설정입니다.

n [16.6 업그레이드 모드] - 레거시 에이전트를 제한하지만 영구 데스크톱의

부트스트랩되지 않은 16.6.0 에이전트 및 부트스트랩된 16.6.0 에이전트

를 허용합니다. 이 모드는 데스크톱 또는 에이전트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15.3.x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이미 연결된 데스크톱을 제한하지 않

습니다.

n [16.6 모드] - 부트스트랩된 16.6.0 에이전트만 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합

니다. 이 모드는 데스크톱 또는 DaaS Agent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지 않

으면 15.3.x 에이전트 또는 부트스트랩되지 않은 16.6.0 에이전트를 사용

하여 이미 연결된 데스크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새 설치의 기본 설정

입니다.

이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n [15.3 호환성 모드에서 16.6 업그레이드 모드로 변경]은 시스템에 16.6

이전 에이전트가 없지만 에이전트가 16.6으로 업그레이드되기 이전의 할당

된 데스크톱이 일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n [15.3 호환성 모드에서 16.6 모드로 변경]은 레거시 자격 증명과 연결된

16.6 이전 에이전트 또는 16.6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6.6

모드가 사용 설정되면 부트스트랩된 이미지를 사용한 VM 생성만 작동합니

다.

RDSH 팜 RDSH 팜에 대한 정책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n 세션 수명 미리 알림 메시지 - 이 메시지는 지정된 유예 기간 후 로그오프될

것임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기본 메시지는 "고객님의 세션이 최대 수명에 도달했습니다. {0}분 후에 로

그오프됩니다."입니다. [유예 기간] 필드에 지정된 값은 사용자에게 표시되

는 메시지의 {0}을(를) 대체합니다.

n 유예 기간 - 세션 수명 미리 알림 메시지 이후에 사용자가 로그오프되는 시

간 간격입니다.

연락처 정보 관리자 및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락처 정보입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이 섹션에서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하고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다른 서비스에서 작업하려면 먼저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모든 서비스가 잠깁니다.

n 사용자 또는 관리자 그룹을 정의할 경우 분산 그룹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Active Directory 그룹

유형으로 항상 [보안]을 선택하십시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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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Active Directory를 등록하고, 도메인 가입을 완료하고, 슈퍼 관리자를 추가하여 구성을 완료해야 합

니다.

참고   다른 서비스에서 작업하려면 먼저 전체 Active Directory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모든 서비스가 잠깁니다.

참고   도메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 OU(조직 구성 단위)의 그룹을 다른 OU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

렇게 하면 사용자의 로그인이 실패합니다.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취소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시작]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등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n Active Directory 인프라를 정확한 시간 소스에 동기화해야 합니다.

n 외부 또는 포리스트 신뢰를 가진 경우, 루트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및 포

리스트 신뢰을 참조하십시오.

n LDAP 바인딩 계정은 시스템에서 슈퍼 관리자로 취급되므로 슈퍼 관리자 권한이 없는 사용자와 공

유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LDAP 바인딩 계정이 필요한 또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 이 용도로 새

LDAP 계정을 만들어 새 계정이 있는 사용자가 슈퍼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할 수 없게 해야 합니

다.

프로시저

1 시작 페이지에서 일반 설정을 선택한 다음 Active Directory 옆에 있는 구성을 클릭합니다.

2 [Active Directory 등록] 대화상자에서 요청된 등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NETBIOS 이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DNS 도메인 이름 정규화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프로토콜 편집할 수 없습니다. LDAP만 선택 가능합니다.

바인딩 사용자 이름 도메인 관리자

바인딩 암호 도메인 관리자 암호
 

3 보조 계정 # 1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바인딩 사용자 이름 도메인 관리자

바인딩 암호 도메인 관리자 암호
 

참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Active Directory에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계정이 추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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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급 속성을 클릭합니다.

5 [고급 속성]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포트 이 필드의 기본값은 389입니다. 비표준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필

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IP (선택 사항) AD 트래픽에서 특정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권장

도메인 컨트롤러 IP 주소 하나를 지정합니다.

컨텍스트 이 옵션은 이미 제공한 DNS 도메인 이름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채워집니

다.

 

6 도메인 바인딩을 클릭합니다.

참고   입력한 보조 계정 정보가 올바르지 않다는 오류가 표시되면 아래의 도메인 가입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도메인 바인딩 정보를 편집하여 올바른 보조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편집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7 도메인 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옵션 설명

가입 사용자 이름 도메인 관리자

가입 암호 도메인 관리자 암호

기본 DNS 서버 IP 기본 DNS 서버의 IP 주소

보조 DNS 서버 IP (선택 사항) 보조 DNS 서버의 IP 주소

기본 OU 기본 조직 구성 단위
 

8 저장을 클릭합니다.

9 [슈퍼 관리자 추가] 대화상자에서 Active Directory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관리

할 AD 관리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10 저장을 클릭합니다.

11 도메인 바인딩 또는 도메인 가입 프로세스가 실패하면 등록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a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합니다.

b 먼저 My VMware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c 도메인 서비스(바인딩) 계정 로그인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계정에 로그

인합니다.

d 도메인 가입 프로세스를 계속합니다.

후속 작업

원하는 경우, True SSO(Single Sign On)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용

True SSO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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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필요에 따라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하여 관리 역할을 할당하거나 해당 도메인의 사용

자에게 할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메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 OU(조직 구성 단위)의 그룹을 다른 OU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

렇게 하면 사용자의 로그인이 실패합니다.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취소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시작]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등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n Active Directory 인프라를 정확한 시간 소스에 동기화해야 합니다.

n 외부 또는 포리스트 신뢰를 가진 경우, 루트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및 포

리스트 신뢰을 참조하십시오.

n LDAP 바인딩 계정은 시스템에서 슈퍼 관리자로 취급되므로 슈퍼 관리자 권한이 없는 사용자와 공

유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LDAP 바인딩 계정이 필요한 또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 이 용도로 새

LDAP 계정을 만들어 새 계정이 있는 사용자가 슈퍼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할 수 없게 해야 합니

다.

프로시저

1 관리 콘솔에서 설정 > Active Directory를 선택합니다.

2 등록을 클릭합니다.

3 [Active Directory 등록] 대화상자에서 요청된 등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NETBIOS 이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DNS 도메인 이름 정규화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프로토콜 편집할 수 없습니다. LDAP만 선택 가능합니다.

바인딩 사용자 이름 도메인 관리자

바인딩 암호 도메인 관리자 암호
 

4 보조 계정 # 1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바인딩 사용자 이름 도메인 관리자

바인딩 암호 도메인 관리자 암호
 

참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Active Directory에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계정이 추가

되지 않습니다.

5 고급 속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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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급 속성]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포트 이 필드의 기본값은 389입니다. 비표준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필

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IP (선택 사항) AD 트래픽에서 특정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권장

도메인 컨트롤러 IP 주소 하나를 지정합니다.

컨텍스트 이 옵션은 이미 제공한 DNS 도메인 이름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채워집니

다.

 

7 도메인 바인딩을 클릭합니다.

참고   입력한 보조 계정 정보가 올바르지 않다는 오류가 표시되면 아래의 도메인 가입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도메인 바인딩 정보를 편집하여 올바른 보조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편집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8 도메인 가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옵션 설명

가입 사용자 이름 도메인 관리자

가입 암호 도메인 관리자 암호

기본 DNS 서버 IP 기본 DNS 서버의 IP 주소

보조 DNS 서버 IP (선택 사항) 보조 DNS 서버의 IP 주소

기본 OU 기본 조직 구성 단위
 

9 저장을 클릭합니다.

10 [슈퍼 관리자 추가] 대화상자에서 Active Directory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관리

할 AD 관리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11 저장을 클릭합니다.

12 도메인 바인딩 또는 도메인 가입 프로세스가 실패하면 등록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a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합니다.

b 먼저 My VMware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c 도메인 서비스(바인딩) 계정 로그인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계정에 로그

인합니다.

d 도메인 가입 프로세스를 계속합니다.

후속 작업

원하는 경우, True SSO(Single Sign On)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용

True SSO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도메인 편집
초기 설정 후에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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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설정 > Active Directory를 선택합니다.

[Active Directory]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여러 Active Directory가 구성되어 있으면 왼쪽 목록에서 편집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도메인 바인딩 옆에 있는 편집을 클릭하여 도메인 바인딩 정보를 편집합니다.

[Active Directory 편집]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4 아래 설명된 필드에서 원하는 대로 정보를 편집합니다.

옵션 설명

NETBIOS 이름 [편집 불가능] 정규화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DNS 도메인 이름 정규화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프로토콜 [편집 불가능] LDAP만 선택 가능합니다.

바인딩 사용자 이름 도메인 관리자. 먼저 Active Directory에서 새 사용자를 설정한 경우에만 편

집합니다.

바인딩 암호 도메인 관리자 암호. 먼저 Active Directory에서 새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만

편집합니다.

 

5 고급 속성을 클릭합니다.

6 다음 [고급 속성] 필드에서 원하는 대로 정보를 편집합니다.

옵션 설명

포트 이 필드의 기본값은 389입니다. 비표준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필

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IP (선택 사항) AD 트래픽에서 특정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권장

도메인 컨트롤러 IP 주소 하나를 지정합니다.

컨텍스트 이 옵션은 이미 제공한 DNS 도메인 이름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채워집니

다.

 

7 아래 설명된 대로 보조 바인딩 계정을 변경합니다.

n 보조 바인딩 계정 추가:

1 보조 바인딩 계정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2 계정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Active Directory에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계

정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n 보조 바인딩 계정의 암호 변경:

1 계정의 암호가 이미 Active Directory에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계정의 [계정 암호 변경] 링크를 클릭합니다(예: 계정 #1 암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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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참고   보조 바인딩 계정의 바인딩 사용자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정을 제거한 후

새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n 계정 옆에 있는 제거 링크를 클릭하여 보조 바인딩 계정을 제거합니다.

참고   남아 있는 마지막 활성 서비스 계정인 경우에는 보조 바인딩 계정을 제거할 수 없습니

다.

8 도메인 바인딩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9 도메인 가입 옆에 있는 편집을 클릭하여 도메인 가입 정보를 편집합니다.

[도메인 가입]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10 원하는 대로 도메인 가입 정보를 편집합니다.

옵션 설명

가입 사용자 이름 도메인 관리자. 먼저 Active Directory에서 새 사용자를 설정한 경우에만 편

집합니다.

가입 암호 도메인 관리자 암호. 먼저 Active Directory에서 새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만

편집합니다.

기본 DNS 서버 IP 기본 DNS 서버의 IP 주소

보조 DNS 서버 IP (선택 사항) 보조 DNS 서버의 IP 주소

기본 OU 기본 조직 구성 단위
 

11 저장을 클릭합니다.

12 [슈퍼 관리자 추가]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대로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Active Directory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는 AD 관리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후속 작업

원하는 경우, True SSO(Single Sign On)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용

True SSO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도메인용 True SSO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한 후, 도메인에 True SSO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True SSO를 구성하기 전에 먼저 Identity Manager를 하나 이상 구성했어야 합니다. ID 관리의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관리 콘솔에서 설정 > Active Directory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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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ue SSO 구성 아래에서 연결 토큰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pairing_bundle.7z 파일이 사용자의 Downloads 폴더에 다운로드됩니다.

3 번들에서 두 개의 인증서 템플릿 파일을 압축 해제합니다.

파일의 위치를 적어둡니다. 인프라 설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등록 서버를 구성할 때 이 정보가 필요

합니다.

4 True SSO에 대한 인프라 설정에 설명된 대로 필수 인프라를 설정합니다.

5 관리 콘솔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서 True SSO 구성 옆에 있는 추가를 클릭합니다.

True SSO 구성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참고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서 연결 토큰을 이미 다운로드했으므로, 이 대화 상자에 있는

연결 토큰 다운로드 링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6 기본 등록 서버 필드에 등록 서버의 이름을 입력하고 필드 옆에 있는 연결 테스트 버튼을 클릭합니

다.

다른 필수 필드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7 저장을 클릭합니다.

8 고가용성을 위해 보조 등록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두 번째 시스템에서 등록 서버 설정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b True SSO 구성을 편집하고 [보조 등록 서버] 필드에 두 번째 ES 주소를 추가한 후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c 구성을 다시 저장합니다.

이제 구성 정보는 True SSO 구성 아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True SSO에 대한 인프라 설정

이 섹션에는 True SSO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서 True SSO 구성을 추가하기 전에 아래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n Windows Server CA(인증 기관) 설치 및 구성

참고   이 섹션에 있는 절차는 Windows Server 2012 R2의 경우입니다. Windows Server

2008 R2에서 매우 유사한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n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

n 등록 서버(ES) 설정

CA는 사용자 대신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러한 인증서는 사용자가 할당된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는 데 사

용됩니다. Horizon Cloud 장치는 ES에 사용자 대신 인증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ES는 CA를 통해

요청된 사용자 대신 요청된 인증서를 생성하고 Horizon Cloud 장치에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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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12 R2 인증 기관 설치 및 구성

서비스 관리자 마법사를 사용하여 Windows Server 2012 인증 기관(CA)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icrosoft CA를 설정하는 표준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랩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간단

한 형식으로 단계를 상세화하지만, 실제 생산 시스템의 경우 CA 구성을 위한 업계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CA 설정에 대한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표준 Microsoft 기술 참조서(Active Directory 인증서

서비스 단계별 가이드 및 루트 인증 기관 설치)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이 항목에 있는 절차는 Windows Server 2012 R2의 경우입니다. Windows Server

2008 R2에서 매우 유사한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서버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역할 및 기능 추가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열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설치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역할 기반 또는 기능 기반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서버 선택 페이지에서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서버 역할 페이지에서:

a Active Directory 인증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b 대화 상자에서 관리 도구 포함(있는 경우)을 선택하고 기능 추가를 클릭합니다.

c 다음을 클릭합니다.

5 기능 페이지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6 AD CS 페이지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역할 서비스 페이지에서 인증 기관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확인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대상 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함]을 선택하고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URL 링크가 표시되어, 대상 서버에서 "Active

Directory 인증서 서비스 구성"으로 새로 설치된 CA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9 구성 링크를 클릭하여 구성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10 [자격 증명] 페이지의 엔터프라이즈 관리자 그룹에서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

니다.

11 역할 서비스 페이지에서 CA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설정 유형 페이지에서 [엔터프라이즈 CA]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CA 유형] 페이지에서 적절한 루트 또는 하위 CA(이 예제에서는 루트 CA)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

릭합니다.

14 [개인 키] 페이지에서 [새 개인 키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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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암호화]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드 설명

암호화 공급자 RSA#Microsoft 소프트웨어 키 스토리지 제공자

키 길이 4096(또는 원하는 경우 다른 길이)

해시 알고리즘 SHA256(또는 원하는 경우 다른 SHA 알고리즘)

16 CA 이름 페이지에서 원하는 대로 구성하거나 기본값을 승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7 [유효 기간] 페이지에서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8 [인증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19 [확인] 페이지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구성을 클릭합니다.

20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구성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명령 프롬프트에서 모든 명령 실행).

a 비영구 인증서 처리를 위한 CA 구성

certutil –setreg DBFlags 

+DBFLAGS_ENABLEVOLATILEREQUESTS

b CA가 오프라인 CRL 오류를 무시하도록 구성

certutil –setreg ca\CRLFlags 

+CRLF_REVCHECK_IGNORE_OFFLINE

c CA 서비스 다시 시작

net stop certsvc

net start certsvc

후속 작업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

CA에서 인증서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템플릿은 CA가 생성하는 인증서의 기준입니다.

필수 조건

Windows Server 2012 R2 인증 기관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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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새 범용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사용자 대신 인증서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할당할 수 있는 단일 보안 그룹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Mware 등록 서버가 설치된 모든 컴퓨터는 이 그룹의 구성원이 되어 이

러한 권한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a 시작을 클릭하고 dsa.msc를 입력합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b 트리에서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Users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

기 > 그룹을 선택합니다.

새 개체 - 그룹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c 그룹 이름 필드에 새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TrueSSO 등록 서버.

d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설정을 합니다.

설정 값

그룹 범위 범용

그룹 유형 보안

e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 그룹이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대화 상자의 트리에서 나타납니다.

f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g 멤버의 탭에서 등록 서버가 설치될 컴퓨터를 설치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h 등록 서버가 설치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2 인증서 템플릿을 구성합니다.

a 제어판 > 관리 도구 > 인증 기관을 선택합니다.

b 트리에서 로컬 CA 이름을 확장합니다.

c Certificate Templates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템플릿 콘솔이 표시됩니다.

d 스마트카드 로그온 템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템플릿 복제를 선택합니다.

새 템플릿의 속성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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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아래에 설명된 대로 대화 상자의 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탭 설정

호환성 n '결과 변경 사항 표시' 확인란 선택

n 인증 기관 - Windows Server 2008 R2

n 인증서 수취인 - Windows 7/Server 2008 R2

일반 n 템플릿 표시 이름 - 선택사항의 이름. 예: True SSO 템플릿.

n 템플릿 이름 - 선택사항의 이름. 예: True SSO 템플릿.

n 유효 기간 - 1시간

n 갱신 기간 - 0주

요청 처리 n 목적 - 서명 및 스마트 카드 로그온

n '스마트 카드 인증서를 자동 갱신할 경우...' 확인란 선택

n '등록 중 사용자 증명' 라디오 버튼 선택

암호화 n 제공자 범주 - 키 스토리지 제공자

n 알고리즘 이름 - RSA

n 최소 키 크기 - 2048

n '요청에 사용 가능한 모든 제공자를 사용할 수 있음...' 라디오 버튼 선택

n 요청 해시 - SHA256

주체 이름 n '이 Active Directory 정보에서 빌드' 라디오 버튼 선택

n 주체 이름 형식 - 완전히 고유한(Fully distinguished) 이름

n '사용자 계정 이름(UPN)' 확인란 선택

서버 'CA 데이터베이스에 인증서 및 요청 저장 안 함' 확인란 선택

발급 요구사항 n 등록을 위한 필수 작업 - '인증된 서명 수'를 선택하고 1을 입력합니다.

n 서명 - 애플리케이션 정책에서 정책 유형 필수

n 애플리케이션 정책 - 인증서 요청 에이전트

n 등록을 위한 필수 작업 - 유효한 기존 인증서

보안 탭의 상단부에서 앞서 만든 새 그룹을 선택합니다. 탭의 하단부에서 읽기 및 등록 권

한에 대해 '허용'을 선택합니다.

f 확인을 클릭합니다.

3 True SSO에 대한 템플릿을 발행합니다.

a Certificate Templates 폴더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 발급할

인증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템플릿 사용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b TrueSsoTemplate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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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에이전트 템플릿을 발급입니다.

a Certificate Templates 폴더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 발급할

인증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템플릿 사용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b 등록 에이전트 컴퓨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템플릿은 보안 설정이 이전 단계에서 발급된 템플릿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True SSO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인증서 템플릿으로 CA가 설정되고 구성되었습니다.

후속 작업

등록 서버 설정

등록 서버 설정

등록 서버(ES)는 True SSO용 인프라 설정의 마지막 단계로 Windows Server 시스템에 설치하는

Horizon Cloud의 구성요소입니다. 등록 에이전트(컴퓨터) 인증서를 서버에 배포함으로써, 이 ES를

등록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사용자 대신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한 요소로 인증합니다.

필수 조건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

프로시저

1 등록 서버를 설치합니다.

a My VMware 사이트에서 등록 서버 .exe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 이름은 VMware-

HorizonCloud-TruessoEnrollmentServer-x86_64-7.3.0-xxxxx.exe와 비슷합니다.

b 시스템에서 Windows Server 2008 R2 또는 2012 R2 시스템이 실행 중이고 최소 4GB

메모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c 설치 관리자를 실행하고 마법사를 따릅니다.

2 등록 에이전트(컴퓨터) 인증서를 배포합니다.

a Microsoft 관리 콘솔(MMC)을 엽니다.

b 파일 메뉴에서 스냅인 추가/제거를 클릭합니다.

c 사용 가능한 스냅인 아래에서 인증서를 두 번 클릭합니다.

d 컴퓨터 계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 로컬 컴퓨터를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f 스냅인 추가 또는 제거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g MMC에서 인증서 아래 Personal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모든 작업 > 새

인증서 요청을 선택합니다.

h 인증서 등록 대화 상자에서 등록 에이전트(컴퓨터)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등록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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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번들을 가져옵니다.

a MMC에서 VMware Horizon Cloud Enrollments Server Trusted Roots 폴더 아래

Certificates 하위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모든 작업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

다.

b 다음을 클릭합니다.

c pairing_bundle.7z 번들에서 인증서 파일을 압축 해제 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d 한 번에 하나씩, 두 개의 인서 파일을 가져합니다.

e 다음을 클릭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후속 작업

나머지 단계를 완료하여 관리 콘솔에서 True SSO를 구성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용 True

SSO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및 포리스트 신뢰
시스템은 다른 포리스트의 도메인 간에 외부(또는 포리스트) 트러스트를 탐색하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 한 포리스트의 사용자/그룹을 다른 포리스트의 리소스에 할당/사용 권한 부여.

n 단방향 신뢰 지원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n 사용하려는 계정 및 데스크톱을 포함하는 모든 포리스트의 모든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n 포리스트 신뢰의 양쪽에서 포리스트 루트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이는 테넌트에서 포리스트 루트에

연결하고 관련 TDO를 디코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포리스트 루트 도메인에

DaaS 데스크톱 또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n 각 포리스트에 등록된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 대해 글로벌 카탈로그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최적

의 성능을 위해서는 등록된 모든 도메인에 글로벌 카탈로그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n 다른 포리스트의 그룹에 데스크톱 사용 권한을 부여하려면 각 포리스트에서 하나 이상의 범용 그룹

을 등록합니다. 도메인 로컬 그룹을 사용한 사용 권한/할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member' 특성 DN 및 tokenGroups에서 FSP를 필터링합니다.

n 포리스트 도메인에 대한 DNS 이름 및 루트 이름 지정 컨텍스트와 관련해서 계층 구조를 따릅니

다. 예를 들어 상위 도메인을 example.edu라고 지칭할 경우 하위 도메인을 vpc.example.edu

라고 지칭할 수 있으나 vpc.com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n 외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포리스트의 도메인이 충돌하는 NETBIOS 이름을 갖게 되면 제외되므로

유의하십시오. 등록된 NETBIOS 이름은 신뢰할 수 있는 포리스트 도메인의 열거 동안 발견된 충

돌하는 NETBIOS 이름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역할 및 권한 편집
이전에 구성된 역할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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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설정 > 역할 및 권한을 선택합니다.

[역할 및 권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 기본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설명

슈퍼 관리자 이 역할이 부여된 사용자는 모든 기능에 액세스하고 변경 내용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데모 관리자 이 역할이 부여된 사용자는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변경 내용

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2 [역할] 목록에서 역할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3 [편집] 대화상자에서 Active Directory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역할에 대한 그룹을 선택하고 저장

을 클릭합니다.

참고   슈퍼 관리자 역할 및 데모 관리자 역할에 동일한 그룹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해

당 그룹의 사용자가 예상된 모든 기능에 완전히 액세스하지 못합니다.

파일 공유 관리
파일 공유를 설정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n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부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시스템에 파일 공유를 생성한 다음 [인프라] 페이지

에서 이를 추가합니다.

n 파일 공유가 시스템에 추가된 후에 포함된 기능에 따라 컨텐츠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져오기됩니

다.

n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파일 공유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용도:

에이전트 n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에이전트 파일이 파일 공유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고, 시스템으로 가져오기된 후 [할당]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할당

에 대한 에이전트 업데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이미지 n App Volumes 통합 - 파일 공유에 AppStack을 복사한 다음 [인프라] 페이지에

서 이를 가져옵니다. App Volume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공유 생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밖에서 파일 공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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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Windows 폴더를 생성합니다.

n 이 폴더가 에이전트 파일 공유(즉,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사용할 파일 공유)인 경

우 폴더 이름을 'agentFiles'로 지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하위 폴더가

생성되며 이중 2개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위 폴더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위 폴더 이름 설명

cdsClient 이 폴더에는 VMware 담당자가 구성한 업그레이드 서버에서 자동으로 다

운로드된 에이전트 파일이 포함됩니다.

hotpatch 이 폴더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추가한 에이전트 파일이 포함됩니다.

VMware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이 작업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n 이 폴더가 애플리케이션/이미지 파일 공유인 경우 어떤 이름이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파일 공유 폴더에 대해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n 파일 공유가 테넌트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공유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n 사용 권한에 도메인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파일 서버를 추가할 때 필요하므로 다음 정보를 적어 둡니다.

n 사용된 도메인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이전 단계에서 추가함)

n 파일 공유 폴더의 소스 경로

후속 작업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파일 공유를 추가합니다. [인프라] 페이지에서 파일 공유 추가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인프라] 페이지에서 파일 공유 추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부에서 파일 공유를 생성한 후에 [인프라] 페이지에서 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파일 공유를 추가하면 파일 공유 컨텐츠(에이전트 파일 또는 AppStack)를 시스템으로 가져옵

니다. 나중에 새 컨텐츠를 파일 공유에 추가하는 경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인프라] 페이지에서 파일 공유를 추가하려면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부에서 이를 생성해야 합니다. 

파일 공유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인프라를 선택하고 파일 공유를 클릭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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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파일 공유] 대화상자에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 파일 공유의 이름입니다.

도메인 파일 공유의 도메인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 파일 공유의 관리자입니다.

암호 파일 공유의 관리자 암호입니다.

유형 파일 공유의 유형입니다. 파일 공유에 포함되는 사항에 따라 에이전트 또는 애

플리케이션/이미지를 선택합니다.

n 에이전트 파일 공유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져오는 데만 사용

됩니다.

n 애플리케이션/이미지 파일 공유는 AppStack을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소스 경로 파일 공유에 대한 네트워크 경로입니다.

대상 포드 [애플리케이션/이미지 유형만 해당] 이 필드는 테넌트에 여러 포드가 있는 경우

에만 표시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포드를 선택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 공유 편집
파일 공유의 이름, 소스 경로 및 대상 포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설정 > 인프라를 선택합니다.

2 편집할 파일 공유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편집을 클릭하고 수정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 공유 제거
[인프라] 페이지에서 파일 공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인프라] 페이지에서 제거할 파일 공유를 선택합니다.

2 제거를 클릭하고 파일 공유를 제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해당 파일 공유가 더 이상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일 공유 컨텐츠 가져오기
파일 공유의 컨텐츠를 [인프라] 페이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설정 > 인프라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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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페이지에서 파일 공유를 선택합니다.

3 [. . . ] 버튼을 클릭하고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n 대부분의 경우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가져오기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일 유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

에이전트 할당 페이지(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업데이트 참조)입니다.

AppStack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입니다.

n 핫 패치로 전달되는 에이전트 파일이 있는 경우 VMware 담당자로부터 받은 해시 값을 입력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VMware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리지 관리
[스토리지 관리] 페이지에서 AppStack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스토리지 관리를 선택하여 [스토리지 관리] 페이지를 엽니다.

AppStack 관리
[스토리지 관리] 페이지의 [AppStack] 탭에는 테넌트의 모든 AppStack이 표시됩니다.

n 스토리지 공간을 확보하려면 목록에서 AppStack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

습니다.

참고   활성 사용자 세션이 있는 AppStack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n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을 사용하여 목록을 필터링하거나 페이지를 새로 고칠 수 있습니

다.

유틸리티 VM 관리
유틸리티 VM은 지원되지 않는 운영 체제가 DHCP와 같은 인프라 서비스에 사용한 검색된 VM입니

다.

페이지 상단의 버튼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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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이름 바꾸기 VM을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필드에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선택한 VM은 에이전트 연결을 사용하여 테넌트와

연결해야 하고 DaaS Agent는 활성 상태여야 합니다.

종료 VM을 종료합니다.

n 한 번에 둘 이상의 V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VM 상태는 녹색이어야 합니다.

n 활성 사용자 세션이 없는 VM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VM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되므로 데이터 손실 없이 중단된 VM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이 작동하지 않으면 [재설정] 메뉴 옵션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VM이 강제로 재설정되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n 한 번에 둘 이상의 V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VM 상태는 녹색이어야 합니다.

[. . .] 버튼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 설명

일시 중단 선택한 VM을 일시 중단합니다.

재개 선택한 VM의 작업을 재개합니다.

전원 켜기 선택한 VM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 끄기 선택한 VM의 전원을 끕니다.

재설정 선택한 VM을 재설정합니다.

로그오프 선택한 VM에서 로그오프합니다.

연결 해제 선택한 VM에서 연결을 끊습니다.

가져온 VM으로 마이그레이션 VM을 [가져온 VM]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1장가져온 VM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인증
시스템에서는 내부 사용자에 대해 RSA SecurID와 Radius 인증을 지원합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RADIUS를 사용한 인증

설정 및 RSA SecurID를 사용한 인증 설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RADIUS를 사용한 인증 설정
RADIUS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 대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 및 보조 테넌트 장치 IP 주소가 RADIUS 서버에 클라이언트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VMware 담당자에게서 테넌트 장치의 IP 주소를 얻습니다.

프로시저

1 설정 > 2단계 인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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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2단계 인증 방법 Radius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 유지 인증하는 동안 사용자 이름을 유지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인증을 시도하는 사

용자는 RSA와 Domain Challenge에서 동일한 사용자 이름 자격 증명을 사

용해야 합니다. 아니요를 선택하면 사용자 이름 필드가 잠기지 않으며 사용자가

다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연결 전용 시스템에서 내부 사용자에 대해 2단계 인증을 구성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

다. 외부 사용자를 구성하려면 Access Point를 사용합니다.

제공자 이름 (필수) 사용하는 RADIUS 인증의 유형을 구별하는 이름입니다.

호스트 이름/IP 주소 (필수) 인증 서버의 DNS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공유 암호 (필수) 서버와의 통신에 사용되는 암호입니다. 값은 서버에 구성된 값과 동일해

야 합니다.

인증 포트 인증 트래픽을 보내거나 받도록 구성된 UDP 포트입니다. 기본값은 1812입니

다.

계정 포트 계정 트래픽을 보내거나 받도록 구성된 UDP 포트입니다. 기본값은 1813입니

다.

메커니즘 RADIUS 인증 프로토콜로 PAP, CHAP, MS-CHAPv1 또는 MS-CHAPv2

를 선택합니다.

서버 시간 초과 RADIUS 서버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초)입니다. 기본값은 5초입니다.

최대 재시도 횟수 실패한 요청을 재시도하는 최대 횟수입니다. 기본값은 세 번입니다.

영역 접두사 인증할 때 사용자 이름 앞에 추가하는 영역 이름 및 구분 기호입니다.

영역 접미사 인증할 때 사용자 이름 뒤에 추가하는 영역 이름 및 구분 기호입니다.

보조 서버 기본값은 아니요입니다. 예로 설정한 경우에는 기본 서버가 응답하지 않을 때

사용할 보조 RADIUS 서버를 지정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4 [인증 테스트]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다음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인증에 성공하면 테넌트 포털에서 인증을 시도하는 사용자에게 RADIUS 자격 증명과 도메인 자격

증명을 차례로 사용하여 로그인하라는 내용의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5 인증 테스트 자격 증명이 실패하면 설정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이름이나 암호를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RSA SecurID를 사용한 인증 설정
RSA SecurID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 대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설정 > 2단계 인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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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2단계 인증 방법 RSA SecurID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 유지 인증하는 동안 사용자 이름을 유지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인증을 시도하는 사

용자는 RSA와 Domain Challenge에서 동일한 사용자 이름 자격 증명을 사

용해야 합니다. 아니요를 선택하면 사용자 이름이 잠기지 않으며 사용자가 다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연결 전용 [예]이면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사용자는 RSA 자격 증명을 입력할 필요가 없

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구별은 서비스 제공자가 구성합니다. [아니요]이면 네트

워크 내부와 외부에 있는 모든 사용자는 RSA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성 파일 업로드 선택을 클릭하고 sdconf.rec라는 파일로 이동합니다. 열기를 클릭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ID 관리
[ID 관리] 페이지에서 Identity Manager 제공자를 추가, 편집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ID 관리] 페이지에는 현재 구성된 Identity Manager 제공자와 각각에 대한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

다.

n 상태 - Identity Manager의 현재 상태입니다. 상태를 보려면 아이콘으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n Identity Manager URL - Identity Manager의 URL입니다.

n 시간 초과 SSO 토큰 - 시간 초과 값(분)입니다.

n 데이터 센터 - 데이터 센터의 이름입니다.

n 테넌트 주소 - 테넌트 장치의 주소입니다.

새 Identity Manager를 추가하려면:

1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아래 설명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드 설명

VMware Identity Manager

URL

Identity Manager의 URL입니다.

SSO 토큰 시간 제한 시간 제한 값(분)입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의 이름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테넌트 주소 테넌트 장치의 주소입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기존 Identity Manager를 편집하려면:

1 목록에서 Identity Manager를 선택합니다.

2 편집을 클릭합니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VMware, Inc.  116



3 아래 설명대로 정보를 편집합니다.

필드 설명

SSO 토큰 시간 제한 시간 제한 값(분)입니다.

테넌트 주소 테넌트 장치의 주소입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Identity Manager를 제거하려면:

1 목록에서 Identity Manager를 선택합니다.

2 제거를 클릭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ID 관리를 구성하려면:

1 구성을 클릭합니다.

2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설정을 편집합니다.

필드 설명

원격 사용자를 Identity

Manager로 강제 이동

IDM을 통한 액세스를 제외하고 원격 사용자 액세스를 차단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ID 관리자 상태가 녹색인 경우에만 옵션이 표시됩니다.

내부 사용자를 Identity

Manager로 강제 이동

IDM을 통한 액세스를 제외하고 내부 사용자 액세스를 차단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ID 관리자 상태가 녹색인 경우에만 옵션이 표시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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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연결 13
이 섹션에서는 데스크톱 가상 시스템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데스크톱 프로토콜

n VMware Horizon Client 사용

데스크톱 프로토콜

데스크톱 가상 시스템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VMware Horizon Agent는 아주 작은 공간(90Kb)을 차지하고 전체 Horizon Client 기능인

Blast Extreme, HTML Access를 사용하는 Blast, PCoIP, RDP, HTTPS, SSL, SSO, USB

리디렉션, 프린터 지원 및 세션 관리를 지원합니다.

Horizon Agent는 기본 애플리케이션(Blast Extreme 및 PCoIP 프로토콜) 및 HTML

Access(HTML Access를 사용하는 Blast 프로토콜)의 두 가지 데스크톱 연결 스타일을 지원합니

다.

Blast Extreme
Blast Extreme은 고성능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3D 그래픽에 대한 WAN 최

적화 및 지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RDP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한 최종 사용자 환경이 구현됩니다.

Blast Extreme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n 각 가상 데스크톱에는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 및 DaaS Ag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 최종 사용자의 끝점 디바이스에는 VMware Horizon Cli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 Blast Extreme은 풀 설정에서 기본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HTML Access를 사용하는 Blast

HTML Access에서 Blast를 사용하면 HTML5 호환 웹 브라우저를 통해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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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Access에서 Blast를 사용하려면:

n 각 가상 데스크톱에는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 및 DaaS Ag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 Access Point를 통하지 않는 내부 액세스의 경우 SSL 인증서 설치 자동화를 구성해야 합니다. 

VMware Blast에 대한 SSL 인증서 설치 자동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아래 설명된 것처럼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HTML Access(Blast) 사용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브라우저:

n Chrome 41, 42 및 43

n Internet Explorer 10 및 11

n Safari 7 및 8(이 릴리스에서는 Mobile Safari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n Firefox 36, 37 및 38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n Windows 7 SP1(32 또는 64비트)

n Windows 8.x 데스크톱(32 또는 64비트)

n Windows 10 데스크톱(32 또는 64비트)

n Mac OS X Mavericks(10.9)

n Mac OS X Yosemite(10.10)

n Chrome OS 28.x 이상

RDSH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HTML Access(Blast) 지원

RDSH 애플리케이션 실행은 HTML Access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Access Point 2.0 원격 액세스 게이트웨이를 배포해야 합니다(서비스 제공업체와 함께 확인).

n 이 기능은 iOS 또는 Android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VMware Blast에 대한 SSL 인증서 설치 자동화

이 부록에 설명된 프로세스는 Access Point를 통하지 않는 내부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합

니다. 사용자에게 이 유형의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VM을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다시 게시하기 전에 이미지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n 이미지를 열고 다시 게시할 때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sysprep 문제 및 중복된 인증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post sysprep 스크립트 실행을 사용하여 인

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체 표준 방법(예: Active Directory GPO 및 스크립트)을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SSL 인증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Horizon View 기능 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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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DaaS 환경에서는 아래 단계에 따라 post sysprep 명령/스크립트를 구성합니다.

n 테스트 시스템으로 인증서를 가져오고 인증서 지문을 적어 둡니다.

n 템플릿 VM에서 post sysprep 스크립트/배치 파일을 생성하고 인증서를 복사합니다.

n 템플릿 VM을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다시 게시합니다.

인증서 가져오기 및 인증서 지문 기록

SSL 인증서 설치 자동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인증서를 가져오고 지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프로시저

1 아래 단계를 수행하여 MMC에 인증서 스냅인을 추가합니다.

Windows 인증서 저장소에 인증서를 추가하려면 먼저 MMC(Microsoft Management

Console)에 인증서 스냅인을 추가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MMC 및 인증서 스냅인을

Windows 게스트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a 데스크톱에서 시작을 클릭하고 mmc.exe를 입력합니다.

b MMC 창에서 파일 > 스냅인 추가/제거를 선택합니다.

c [스냅인 추가 또는 제거] 창에서 인증서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d [인증서 스냅인] 창에서 [컴퓨터] 계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 후 로컬 컴퓨터를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e [스냅인 추가 또는 제거]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아래 단계를 수행하여 HTML Access Agent에 대한 인증서를 Windows 인증서 저장소로 가져

옵니다.

기본 HTML Access Agent 인증서를 CA 서명 인증서와 바꾸려면 CA 서명 인증서를

Windows 로컬 컴퓨터 인증서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HTML Access

Agent가 설치되어 있는지, CA 서명 인증서가 데스크톱으로 복사되었는지, 인증서 스냅인이

MMC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위의 1단계 참조).

a [MMC] 창에서 [인증서(로컬 컴퓨터)] 노드를 확장하고 [개인] 폴더를 선택합니다.

b [작업] 창에서 추가 작업 > 모든 작업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c [인증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다음을 클릭하고 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찾습니다.

d 인증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파일 유형을 표시하려면 [파일 이름]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e 인증서 파일에 포함된 개인 키 암호를 입력합니다.

f 이 키를 내보낼 수 있도록 표시를 선택합니다.

g 확장 가능한 모든 속성 포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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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다음, 마침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새 인증서가 [인증서(로컬 컴퓨터)] > [개인] > [인증서] 폴더에 나타납니다.

i 새 인증서에 개인 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인증서(로컬 컴퓨터)] > [개인] > [인증서] 폴더에서 새 인증서를 두 번 클릭합니다.

2. [인증서 정보] 대화상자의 [일반] 탭에 [사용자가 이 인증서와 일치하는 개인 키를 갖고 있

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HTML Access Agent용 루트 및 중간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인증서 체인의 루트 인증서 및 중간 인증서가 HTML Access Agent에 대해 가져온 SSL 인증서

와 함께 가져오기되지 않으면 이러한 인증서를 Windows 로컬 컴퓨터 인증서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a [MMC] 콘솔에서 [인증서(로컬 컴퓨터)] 노드를 확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 [인증서] 폴더로 이동합니다.

n 루트 인증서가 이 폴더에 있고 인증서 체인에 중간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 절차를 건너뜁니

다.

n 루트 인증서가 이 폴더에 없는 경우 b단계를 진행합니다.

b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 인증서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모든 작업 >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c [인증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다음을 클릭하고 루트 CA 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찾습니다.

d 루트 CA 인증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e 다음, 다음, 마침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f 중간 CA가 서버 인증서를 서명한 경우 인증서 체인의 모든 중간 인증서를 Windows 로컬 컴

퓨터 인증서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1. [인증서(로컬 컴퓨터)] > [중간 인증 기관] > [인증서] 폴더로 이동합니다.

2. 가져와야 할 각 중간 인증서에 대해 c~f단계를 반복합니다.

4 인증서 [MMC] 창에서 [인증서(로컬 컴퓨터)] > [개인] > [인증서] 폴더로 이동합니다.

5 Windows 인증서 저장소로 가져온 CA 서명 인증서를 두 번 클릭합니다.

6 [인증서] 대화상자에서 세부 정보 탭을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한 후 [지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7 선택된 지문을 텍스트 파일에 복사합니다.

예:

31 2a 32 50 1a 0b 34 b1 65 46 13 a8 0a 5e f7 43 6e a9 2c 3e

참고   지문을 복사할 때 앞에 공백을 두지 마십시오. 지문과 함께 선행 공백을 레지스트리에 실수

로 붙여넣을 경우(7단계) 인증서 구성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값 텍스트 상자에 선행

공백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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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ysprep 스크립트/배치 파일 생성 및 인증서 복사

SSL 인증서 설치 자동화의 두 번째 단계는 post sysprep 스크립트/배치 파일 생성 및 인증서 복사

입니다.

사후 빌드 구성 스크립트 "SetupComplete.cmd"를 사용하여 SSL 인증서를 가져오고 VMware

HTML Access 레지스트리를 구성합니다(Windows 7 이상에 적용).

http://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dd744268%28v=ws.10%29.aspx

예:

n C: 드라이브에 SSL 인증서 파일을 복사합니다. 이 예의 경우 "C:\desktone_ca_cert" 파일입니

다.

n "%WINDIR%\Setup\Scripts\" 폴더에 SetupComplete.cmd 파일을 생성합니다. "Scripts"

폴더가 없으면 만듭니다.

n SetupComplete.cmd 파일에 다음 명령을 추가합니다. 지문 값은 위에서 복사한 값입니다.

n 인증서 체인에 루트 인증서 및 중간 인증서가 있는 경우 배치 파일에 해당 CertUtil 명령을 추가해

야 합니다.

CertUtil  -importPFX -f  -p "<password>" "C:\desktone_ca_cert.pfx"

        reg add "HKLM\SOFTWARE\VMware, Inc.\VMware Blast\Config" /f /v "SslHash" /t REG_SZ /d "31 2a 32 50 1a 

0b 34 b1 65 46 13 a8 0a 5e f7 43 6e a9 2c 3e"

del /F /Q "C:\desktone_ca_cert.pfx"

del /F /Q "%systemroot%\setup\scripts\SetupComplete.cmd"

n SetupComplete.cmd 파일을 저장합니다. 테스트 시스템에서 SetupComplete.cmd 파일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VM을 이미지로 변환 또는 다시 게시

SSL 인증서 설치 자동화의 3번째 단계는 템플릿 VM을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다시 게시하는 것입니

다.

프로시저

1 템플릿 VM을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다시 게시하고 할당을 생성합니다.

2 인증서의 HTML Access 연결을 확인하거나 데스크톱에서 인증서 및 HTML Access 레지스트

리를 확인합니다.

참고   위에 설명된 대로 유효한 CA 인증서를 설정한 후에도 HTML Access(Blast) 서비스가 자

체 서명된 인증서를 생성하는 경우 %ProgramData%\VMWare\Vmware Blast\Blast-

worker.txt의 로그를 확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PCoIP
PCoIP는 레거시 고성능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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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oIP 프로토콜에는 3D 그래픽에 대한 WAN 최적화 및 지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RDP에 비

해 훨씬 더 우수한 최종 사용자 환경이 구현됩니다.

PCoIP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n 각 가상 데스크톱에는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 및 DaaS Ag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 최종 사용자의 끝점 디바이스에는 VMware Horizon Cli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VMware Horizon Client 사용
이 섹션에서는 이해해야 하는 일부 Horizon Client 기능과 DaaS 통합과 관련된 환경 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Horizon Client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com에서 Horizon Client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톱 포털의 Horizon Client 다운로드 링크

필요한 경우 데스크톱 포털에서 Horizon Client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DaaS 사용자 포털을 실행한 다음 Blast Extreme 또는 PCo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스

크톱에 연결하려고 하면 Horizon Client가 실행되고 사용자는 원활하게 로그인됩니다. 사용자가 데스

크톱 포털에서 PCoIP 연결을 처음 실행하면 Horizon Client 다운로드를 위한 링크가 포함된 대화상

자가 표시됩니다.

DaaS 사용자 포털을 실행한 다음 HTML Access(Blas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스크톱에 연결하려

고 하면 [정보] 대화상자의 링크를 클릭하여 Horizon Client를 다운로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먼저 브라우저에서 팝업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다음 HTML Access 연결을 시작합니다.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Horizon Client에 로그인하며 활성 애플리케이션 세션이 있는 경우 Horizon Client 설정에 따

라 다시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Horizon Client는 애플리케이션 세션에 다시

연결하라는 메시지를 한 번만 표시합니다.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할 때까지 이 메시지는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세션이 연결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실행해 보아

야 합니다.

n 활성 RDS 데스크톱 및 활성 원격 애플리케이션 세션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n 유휴 시간 초과는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끝점 디바이스의 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n 다른 디바이스의 PCoIP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 RDP는 호환되는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RDP를 통

해 연결을 시도하기 전에 PCoIP 세션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n Horizon Client는 RDS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가능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데스

크톱으로 RDS 풀에 연결하는 옵션이 표시되지 않으면 전체 데스크톱 액세스에 대해 RDSH 서비

스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Horizon Client 3.0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표시되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풀에 할당된 이름이므로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풀이 매핑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 간에 구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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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애플리케이션 재설정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 중인 세션 호스트와 관계없이 모든 애플리케이션 세션

에서 로그오프됩니다.

n RDS 기반 서버에 대해서는 USB 리디렉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n RDSH 애플리케이션 실행은 HTML Access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HTML Access를 사용하

는 Blast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리디렉션을 사용하여 원격 애플리케이션으로 로컬 파일에 액세스
파일 리디렉션 기능을 사용하면 지정된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권한 있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서 로컬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에서 로컬 파일 열기] 옵션을 선택한 경우 Horizon Client에서 사

용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연결 프로

그램]을 선택한 다음 메뉴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원격 애플리케이션에서 로컬 파일을

엽니다.

n 원격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파일이 있는 전체 폴더를 찾습니다.

n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변경한 내용을 로컬 클라이언트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n 권한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열 수 있거나, 원격 애플리케이션으로 열도록 한

번 선택했던 파일 형식에 대한 파일 처리기로 등록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처리기로 설정한 경우:

n 파일의 미리 보기 아이콘은 애플리케이션 시작 관리자 페이지에서 권한 있는 애플리케이션 아

이콘이 됩니다.

n 파일 형식 설명(있는 경우)은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재정의됩니다.

n 해당 형식의 파일을 두 번 클릭하면 View Client가 실행됩니다.

세션 시간 초과
사용자가 인증을 받으면 세션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초과는 관리 콘솔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사용자 활동 하트비트 간격

이 값은 Horizon Client 하트비트 간 간격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하트비트는 경과한 유휴 시간을

테넌트에 보고합니다. 데스크톱 세션의 유휴 시간과 달리, 끝점 디바이스에서 상호 작용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에 유휴 시간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데스크톱 배포에서는 활동 하트비트를 더 긴 간격

으로 유지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하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n 사용자 유휴 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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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사용자가 테넌트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유휴 상태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제어합니다.

이 시간에 도달하면 사용자는 모든 활성 Horizon Client 데스크톱 세션에서 연결이 끊어집니다.

또한 사용자가 되돌아오면 Horizon Client에 액세스하기 위해 다시 인증을 받도록 요구됩니다.

참고   사용자 유휴 시간 초과는 항상 사용자 활동 하트비트 간격보다 커야 하며, 예기치 않은 데스

크톱 연결 해제를 방지하려면 사용자 활동 하트비트 간격의 2배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

다.

n 브로커 세션 시간 초과

이 값은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Horizon Client가 테넌트에 연결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제어합니

다(인증을 받을 때마다 시간 초과 카운트가 시작됨). 이 시간 초과가 발생해도 데스크톱에서 자동

으로 연결이 해제되지는 않으며 계속 작업할 수 있으나, 브로커에 대한 통신을 유발하는 작업을 수

행하면(예: 설정 변경) 사용자는 다시 인증을 받고 데스크톱에 다시 로그인하도록 요구됩니다.

참고   브로커 세션 시간 초과는 항상 사용자 유휴 시간 초과보다 커야 하며 적어도 사용자 활동 하

트비트 간격 및 사용자 유휴 시간 초과를 더한 값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   Android OS에서 실행되는 Horizon Client는 이 정책 설정을 재정의하여 약 10분의 세션 시

간 초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 암호 재설정
Horizon Client에 로그인하면 암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n 새 암호를 입력한 후에 Horizon Client는 암호 재설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

지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Horizon Agent에 연결될 때까지는 암호가 업데이트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연결되기 전에 세션이 시간 초과되거나 사용자가 데스크톱 세션을 실행하지 않으면

암호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n 새 암호가 AD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실패합니다. 이 경우 Horizon Client를 종료한

후 암호를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문자 조합은 Horizon Client 암호에 사용할 수 없습니

다.

<

>

<!—

&amp;

데스크톱 옵션

데스크톱에 로그인한 후에 [옵션]을 클릭하여 [옵션]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옵션]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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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전환 사용자가 열려 있는 데스크톱 섹션 간에 [전환] 또는 [데스크

톱 선택 화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어 및 정보

에 대해서는 [데스크톱 선택 화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세션

이 시간 초과된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데스크톱에 자동 연결 PC 및 씬 클라이언트의 경우 데스크톱이 동적 풀에 속하면 지

정된 데스크톱이 사용자의 기본 데스크톱으로 설정됩니다. 다

음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로그인 시 데스크톱이 즉시 표시됩니

다.

n 사용자에게 매핑된 데스크톱이 하나만 있습니다.

n 로그인 자격 증명 또는 데스크톱 상태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동 연결]을 선택한 다음 다중 데스크톱으로 로그

인하면 [이 데스크톱에 자동 연결] 설정이 [켬/false]로 설정

됩니다. 세션이 시간 초과되면 [자동 연결] 설정이 저장되지 않

고 사용자는 다음 로그인 시 자동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데스크톱 재설정 데스크톱에서 재부팅을 트리거합니다. 세션이 시간 초과된 경

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결 해제 활성 세션에서 현재 사용자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연결 해제 및 로그오프 활성 세션에서 연결을 해제하고 사용자를 로그오프합니다.

데스크톱 로그오프 트리거

로그오프를 수행하면 DaaS Agent 호출이 시작되며 완료하는 데 30초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초가 경과되기 전에 다시 로그인하려고 하면 로그오프 대화상자가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할당 프로비저닝 동안의 VRAM 설정

검은색 화면이 표시되지 않게 하려면 VRAM(비디오 RAM) 크기를 128로 설정한 상태로 플랫폼에서

이러한 데스크톱의 할당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Horizon Cloud(호스팅된 인프라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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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14
이 섹션에서는 문제 해결이 필요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VMware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기술 자

료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Horizon Client 연결 문제 해결

n HTML Access(Blast) 연결 문제 해결

n 검은색 화면

n ADM PCoIP 기본값 재정의

n 오류 메시지

n 테넌트 없는 긴급 직접 데스크톱 연결

n 사용자 의견 보내기 메뉴 옵션이 작동하지 않음

Horizon Client 연결 문제 해결

Horizon Client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몇 가지 구성/설정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로그인 문제 Horizon Client에 로그인할 수 없으면 사용 중인 VMware Horizon Client 버전이

VMware View 5.1 이상과 호환되는지 확인합니다.

데스크톱이 실행되지 않음 데스크톱이 실행되지 않으면 환경의 다른 소프트웨어가 포트 443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합니다.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음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View Agent가 실행되고 있

지 않은 것입니다. Windows 제어판 프로그램에서 Horizon Agent 및 View Agent

Direct Connect가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목록에 없으면 설치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View

Agent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 View Agent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스크톱 연결 해제 Horizon Client 세션이 유휴 상태에서 너무 빨리 끝나면 Horizon Client 세션 시간 초

과 설정이 짧은 유휴 기간만 허용하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관리 콘솔에서 Horizon

Client 세션 시간 초과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화면 검은색 화면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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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Access(Blast) 연결 문제 해결

HTML Access(Blast) 연결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게 하는 몇 가지 구성/설정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브라우저가 HTML5 규격이 아님 브라우저 버전이 요구 사항에 언급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팝업 차단 사용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기능이 사용되면 HTML Access 연결을 위한 새 창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톱 포털에 대한 팝업 차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하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 방화벽 사용 안 함 사용자 데스크톱에서 Windows 방화벽이 설치 및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 방화벽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면 HTML Access 로그에 오류가 보고

됩니다.

검은색 화면

다양한 이유로 검은색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n VMware Tools를 업데이트할 때 경우에 따라 잘못된 비디오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검은색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RDP를 사용하여 세션에 로그인한 후 올바른 드라이버를 설치하

는 것입니다.

n 시스템 관리자가 비 PCoIP 풀의 데스크톱을 PCoIP 풀로 이동한 후 사용자가 데스크톱에 연결하

려고 할 때 검은색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 VMware 기술 자료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n VMware 기술 자료 문서 "PCoIP를 사용하여 VMware View 가상 데스크톱에 로그인할 때

표시되는 검은색 화면"에 설명된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n PCoIP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다중 모니터 액세스에 대해 가상 시스템 설정(.vmx) 파일의

VRAM(비디오 RAM) 설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Mware 기술 자료

문서 "PCoIP에 대한 디스플레이 및 화면 해상도 설정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n 비디오 드라이버가 VMware View Agent 및 운영 체제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VMware 기술 자료 문서 "PCoIP 서버 로그에서 SVGADevTap 연결 오류, 오류 4000:

EscapeFailed를 보고함"을 참조하십시오.

ADM PCoIP 기본값 재정의

골드 패턴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도메인 컨트롤러 또는 마스터 데스크톱 이미지에 대해 ADM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데스크톱 이미지에 대해 시스템 관리자는 데스크톱에서 gpedit.msc를 실행하고 관리 템플릿

> ADM(클래식 관리 템플릿) > PCoIP 폴더로 이동하여 ADM 기본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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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이 섹션에서는 데스크톱 연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오류 500

Horizon Client에서 오류 500이 발생하면 테넌트 로그를 확인하고 예외를 적어둔 다음 지원 서

비스에 문의합니다. 확인할 예외에는 ViewClientServlet이 언급됩니다.

n 일반 오류 메시지

다음 표에는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데스크톱에 연결할 때 수신되는 가장 일반적인 오류 메

시지 및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의 오류 세부 정보 부분에서는 연결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

지원 서비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View Agent 로그인이 실패했습니다. 오류 세부 정보:

<Agent의 메시지>

View Agent에서 로그인 요청을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Horizon Client를 다시 시작하여

연결하십시오.

데스크톱 포털 세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데스크톱 포털

시간 초과는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한 정책

(userportal.session.timeout)을 기준으로 하지만 관리

콘솔에서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풀을 새로 고치고 있습니

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십시오. 동적 풀 새로 고침이

진행 중입니다. 즉,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골드 패턴에 따라

데스크톱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생성되고 있습니다. 새로 고

침이 완료되면 데스크톱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과 통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Desktop Agent 통신 오류

Horizon Client, 테넌트 및 View Agent Connect 간 통

신 중단으로 인해 인증 오류 응답의 오류를 구문 분석할 수

없습니다. ViewClientServlet과 관련된 desktone.log

파일에 경고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XML을 구문 분석할 수 없습니다. Data Horizon Client 또는 Agent가 DaaS 플랫폼에서

읽을 수 없는 XML을 반환했습니다.

데스크톱이 연결 준비 상태가 아닙니다(DaaS Agent가 시

작 중일 수 있음). 잠시 기다리거나 다시 시도하십시오. 문제

가 지속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aaS Agent가 오프라인 상태로 보고됩니다. 문제가 지속

되고 콘솔에 액세스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릴 경우 데스크톱을

재부팅하십시오. 데스크톱이 작동되면 DaaS Agent도 작동

됩니다(몇 분 이내에).

데스크톱이 연결 준비 상태가 아닙니다(종료 중이거나 재부

팅 중일 수 있음). 잠시 기다리거나 다시 시도하십시오. 문제

가 지속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OS 상태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행될 때까지 기다리

거나 데스크톱 포털 또는 관리 콘솔에서 재부팅하십시오.

데스크톱이 연결 준비 상태가 아닙니다(현재 유지 보수 모드

임). 잠시 기다리거나 다시 시도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될 경

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동적 데스크톱에 대해 도메인 재가입 유지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적 풀 새로 고침 동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View Agent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DaaS Agent에서 View Agent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거나 필수 포트에서 수신 대기 중이지 않음을 보고했습니

다. View Agent가 설치되어 있고 방화벽 포트(4172,

32111, 443)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을 재부

팅하거나 가능한 경우 RDP(사용자 포털)를 통해 서비스

"View Agent Connect"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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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VMware Tools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

다.

VMware Tools가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VMware Tools

의 문제 해결/솔루션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VMware Tools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VMware Tools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VMware Tools

의 문제 해결/솔루션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

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locator Service의 일

반적인 메시지입니다. 시스템 및 테넌트 시스템의 상태를 확

인하여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데스크톱이 다른 사용자에

게 할당되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

보: 데스크톱이 이미 할당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이 데스크톱이 할당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자와는 다른 GUID를 갖는 세션이 존재합니다.

로그인 실패.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자

격 증명을 사용하여 사용자 GUID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GUID 조회 중 Horizon DaaS 소프트웨어에서 예외가 발

생했습니다. 가능한 원인: 도메인 컨트롤러가 오프라인 상태

입니다. 패브릭 노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테넌트 문제

가 발생했습니다.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

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

류 세부 정보: 알 수 없는 IP 주소

IP 주소가 null이거나 올바르지 않습니다. DaaS Agent가

로그인 중이거나 VM이 시작되고 있으면 IP 주소가 null일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잘못된 IP 주소 <IP 주소>

알려진 IP 주소만 표시됩니다.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테넌트 도메인 정보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로깅된 도메인 정보가 없습니다. DaaS 플

랫폼이 테넌트를 도메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실패: 알 수 없는 사용자 이름 또는 잘못된 암호입니

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가 지정된 도메인에 대해 유효하지 않

습니다.

데스크톱을 할당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이 없습

니다. 풀의 모든 데스크톱을 현재 사용 중입니다.

동적 풀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톱이 없습니다.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현재 연결된 프로토콜이 호

환되지 않음). 이전 세션에서 로그오프한 후 다시 시도하십

시오.

Allocator Service에 현재 세션이 호환되지 않는 프로토콜

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납니다.

로그오프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잘못된 세션 ID

이 오류는 DaaS 플랫폼이 XML 구문을 분석할 수 없거나,

XML에서 반환된 세션 ID 키가 null이거나, 키의 형식이 올

바르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로그오프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세션 ID를 활성 세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자에 대한 활성 세션이 없습니다.

로그오프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관리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데스크톱 관리자와 통

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류는 DaaS 플랫폼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나타납니다.

데스크톱 <x>,<n>이(가) 권한 있는 데스크톱 목록에 없습니

다.

이 메시지에서 <x>은(는) 실행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이고 <n>은(는) 번호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용자가 호환되지 않는 Horizon Client를 사

용하고 있으며 원격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지원하는지 확인하

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릴리스 정보를 참조해야 함을 나타냅

니다.

n 암호 변경과 관련된 오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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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Horizon Client에서 암호를 변경하려고 할 때 수신될 수 있는 오류 메시지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 암호 및 새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암호 필드의 일부 또는 전체가 비어 있습니다.

제공된 이전 암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 암호가 "이전 암호"와 다릅니다.

제공된 새 암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암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전 암호와 다른 새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사용자가 입력한 새 암호가 이전 암호와 같습니다.

암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orizon Client를 다시 시작

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오류 세부 정보 <View Agent의

메시지>

사용자가 데스크톱을 선택하고 암호 변경 화면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연결]을 클릭했을 때 View Agent에서 도메인

암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암호 변경 화면 다음의 사용자 확인 대화상자에 다음

과 같은 잘못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암호가 변경되었으므

로 앞으로 이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n 다음 문자 조합은 Horizon Client 암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amp;

n 예를 들어 다음 암호는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

Desktone

< Desktone>

Desktone <!—

Desktone&amp;

테넌트 없는 긴급 직접 데스크톱 연결
테넌트가 다운되었거나 연결할 수 없지만 네트워크는 계속 작동 중인 긴급 상황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작동되는 브로커 없이도 연결할 수 있도록 모든 DaaS 에이전트가 임시 RDP 기본 액세스를 허용하도

록 전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기능을 사용하려면 아래 설명된 레지스트리 키를 직접 또는 GPO 정책을 통해 데스크톱

VM에 추가합니다. DaaS 에이전트가 32비트 Windows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64비트

Windows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음 위치 중 하나에 키를 추가합니다.

n HKEY_LOCAL_MACHINE\SOFTWARE\VMware, Inc.\VMware DaaS Agent(32비트)

n 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VMware, Inc.\VMware DaaS

Agent(6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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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유형 값

AllowDirectConnections DWORD 0 = 직접 연결을 허용하지 않음

1 = 직접 연결을 허용함

DirectConnectionExpiryInUT

C

REG_SZ 직접 연결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경우(AllowDirectConnections

= 1) 직접 연결이 허용되기까지의 날짜 및 시간입니다.

날짜 및 시간 형식: YYYY-MM-DD HH:MM:SS

이 기능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n DaaS 에이전트 17.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 View 또는 다른 GPO를 통해 RDP 액세스가 차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n 사용자가 데스크톱 할당에 연결된 그룹에 속합니다. DaaS 에이전트는 데스크톱에서 RDP 액세스

를 위한 동일한 사용자/그룹을 구성합니다(로컬 RDP 그룹).

참고   기본 그룹 정책 새로 고침 간격은 90분입니다. 새로 고침을 이 간격 보다 더 빠르게 강제로 수

행하려면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의견 보내기 메뉴 옵션이 작동하지 않음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 의견 보내기 메뉴 옵션을 클릭할 경우 아무 작업도 진행되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

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문제점

관리 콘솔의 도움말 메뉴( )에는 사용자 의견 보내기 옵션이 있습니다. 로컬 시스템의 브라우저나 메

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에 따라 클릭할 때 다음 중 하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n 아무 작업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n 브라우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원인

이 메뉴 선택 항목은 로컬 시스템의 기본 메일 애플리케이션이 새 메일 작업을

mailto:feedback.horizonair@vmware.com을 사용하여 실행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오류는 브라

우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mailto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n 브라우저가 팝업 창을 차단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n 브라우저의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mailto 컨텐츠 형식에 대한 기본 작업으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mailto 컨텐츠 형식이 항상 묻기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 로컬 시스템에 구성된 기본 로컬 메일 애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

1 브라우저가 팝업 창을 차단할 경우 관리 콘솔의 URL을 예외 목록에 추가합니다.

2 사용자 의견 보내기 옵션이 새 이메일 양식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브라우저의 mailto 컨텐츠

형식 작업을 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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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려면 feedback.horizonair@vmware.com에 수동으로 이메일을 전송하

여 사용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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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15
다음은 다양한 시스템 기능과 관련된 기술 정보입니다.

n 사용자 지정 브랜딩

데스크톱 포털에 대한 사용자 지정 브랜딩 체계가 있는 경우 테넌트를 업그레이드한 후에 모든 항

목이 예상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VMware 브랜딩 변경으로 인해 특히 유의해야 하

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n 로그인 페이지:

CSS selector: #productNameInner

margin-left 속성을 조정하거나 font-size를 다음과 같이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font-size: 14px;

n 기타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와 동일하게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banner selector의

background-position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background-position: 0px 0px;

n Post-Sysprep 명령 사용

n post-sysprep 명령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데스크톱을 이미지로 변환하기 전에 다음 단계

를 수행합니다.

1. C:\ 드라이브 아래에 sysprep이라는 폴더를 생성합니다.

2. sysprep 폴더에 postprep-extra.bat라는 배치 파일을 생성합니다.

3. 이 배치 파일에 필요한 명령을 추가한 후 저장합니다.

4. 데스크톱을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파일 경로: c:\sysprep\postprep-extra.bat.

Sysprep은 specialize pass 실행 동안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합니다(에이전트가 도메인에 가

입되기 전).

n 골드 패턴으로 변환하기 전에 템플릿에서 post sysprep 배치 파일을 설정하려면(도메인 가입

전에 실행)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c:\sysprep\postprep-extra.bat 배치 파일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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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ysprep\.... 폴더 구조(Windows 7의 경우): C:\Sysprep\ postprep-

extra.bat를 생성합니다.

3. 명령을 사용하여 저장합니다. Sysprep은 사후 실행에서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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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 데스크 콘솔(베타 기능) 16
헬프 데스크 콘솔은 VM에 액세스하고, 상태 검색을 수행하고, 원격 지원을 받고, 기타 작업을 수행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베타 기능 및 지원 관련 알림

헬프 데스크 콘솔은 SLA 또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

되지 않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어떤 경우든 작

성자 또는 저작권 소지자는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기타 처리에서 발생하

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손상 또는 기타 문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헬프 데스크 콘솔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deployment@vmware.com으

로 문의하십시오. VMware는 헬프 데스크 콘솔의 기능이나 문제 해결 방법의 제품화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헬프 데스크 콘솔 액세스

n 가상 시스템용 콘솔 실행

n 상태 검색 설정

n 원격 지원 받기

n 사용 보고서 보기

n 이미지 업로드

n 기록 보기

헬프 데스크 콘솔 액세스

웹 브라우저에서 헬프 데스크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HTTP가 아니라 HTTPS를 사용합니다. HTTP를 사용하면 콘솔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n Chrome은 콘솔 액세스를 지원하는 유일한 브라우저입니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Firefox, Safari 및 Opera 브라우저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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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콘솔에 액세스하지 못할 경우 URL https://<테넌트 장치 테넌트 네트워크 IP>:18001/을 열고

인증서를 수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n vCloud Director 기반 환경에서 브라우저가 vCloud Director 서버 인증서를 수락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n 헬프 데스크 콘솔 액세스 권한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n 테넌트 관리자(관리 콘솔에 대해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n Horizon_Air_Helpdesk AD 그룹의 구성원. 이 그룹을 사용하여 테넌트 관리자가 아닌 지원

담당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Chrome 웹 브라우저에서 https://<테넌트 장치 노드 주소>/haca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테넌

트 장치 노드 주소>는 테넌트의 IP 주소입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올바른 도메인을 선택했는지 확인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

다.

모든 풀의 모든 VM 목록이 포함된 [가상 시스템] 탭이 표시됩니다.

가상 시스템용 콘솔 실행

헬프 데스크 콘솔에서 가상 시스템용 콘솔을 실행하려면 가상 시스템 목록에서 VM 이름을 클릭합니

다.

콘솔이 열리고 VM에 대한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Ctrl-Alt-Del 및 콘솔 창 상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한 전원 작업이 지원됩니다.

상태 검색 설정

상태 검색 도구를 사용하면 데스크톱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포트 액세스, 성능 또는 전반적인 액세스를

저하시킬 수 있는 VM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모니터링할 모든 VM에 Horizon DaaS Health Agent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VM 상태 검색] 탭의 상단 오른쪽에 있는 Horizon DaaS Health Agent 설치 링크를 클릭합

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Health Agent는 TCP 포트 10762에서 수신 대기합니다.

2 [검색 필터] 필드 및/또는 [풀 선택]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원하는 대로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검색을 시작합니다.

n 단일 검색을 즉시 수행하려면 일회성 검색을 클릭합니다.

n 시간(분)을 입력하고 스케줄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된 시간 간격으로 반복 검색을 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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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VM에 대한 정보가 아래 설명된 것처럼 열에 표시됩니다.

열 설명

VM 가상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풀 VM이 속하는 풀(할당)입니다.

IP VM의 IP 주소입니다.

결과 검색의 전체 결과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n 전원 끄기 – VM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n 에이전트 실패 – Health Agent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

나 VM에서 연결 가능하지 않습니다.

n VM 문제 - [X] 아이콘 및 번호로 표시됩니다. VM에

하나 이상의 문제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른 열에 자세

히 설명됩니다.

포트 필요한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화벽 VM 방화벽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

다.

절전 정책 VM을 절전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VM에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서비스 다음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n 데스크톱 창 관리자 세션 관리자

n VMware HTML Access(Blast)

n VMware Horizon Agent

n VMware DaaS Agent

n VMware Tools

RDP 사용 RDP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임의 버전의 RDP를 실행

하는 컴퓨터의 연결을 허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잘못된 IP 데스크톱이 169.x.x.x IP 주소를 갖지 않는지, 즉 DHCP

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은지 확인합니다.

DHCP 데스크톱이 STATIC이 아닌 DHCP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도메인 신뢰 관계 데스크톱 및 도메인 컨트롤러 간 도메인 신뢰 관계를 확인합

니다.

원격 지원 데스크톱에서 원격 지원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4 검색이 완료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검색 결과 테이블의 오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추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n 목록 상단 왼쪽에 있는 보고서 버튼(보고서: <요일 날짜 시간> 레이블 표시)을 클릭하여 최근

에 수행한 검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행의 아무 위치나 두 번 클릭하여

해당 검색의 결과를 엽니다.

n 오류가 없는 VM을 숨기려면 오류가 있는 VM만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n [검색] 필드에 이름 또는 부분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이름으로 VM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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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표시] 드롭다운 메뉴에서 값을 선택하여 페이지당 표시되는 VM 수를 조정합니다.

n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복사 – 정보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n CSV – 결과를 CSV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n PDF – 결과를 PDF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n 인쇄 – 결과의 인쇄 가능 웹 버전을 생성합니다.

원격 지원 받기

원격 지원 도구는 헬프 데스크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활성 사용자 세션을 표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지원] 탭에서 원격 지원 가이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사용 보고서 보기

[사용 보고서] 탭에서는 사용 추세가 표시되며 사용자 활동 세션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보고서를 날짜, 풀 및 데이터 유형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 보고서에 표시되는 데이터에

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 사용 추세 – 최대 동시 사용자 수, 최대 동시 세션 수, 일별 고유 사용자 수, 총 용량

n 사용자 정보 – 클라이언트 액세스 인구 통계, 내부 및 외부 사용자 액세스

n 세션 정보 – 프로토콜, 서비스 유형, 세션 기간

풀 기반 사용 정보(예: 최대 동시 사용자 수 및 특정 풀에 액세스하는 고유 사용자 수)는 RDSH 풀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 사용 및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보고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자 활동을 선택하여 사용자 활동 요약을 표시합니다.

사용자 활동 요약 목록에서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여 사용자 활동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할당 생성에 사용할 OS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VM을 이미 준비한 경우 현재 위치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n 도구 hvexport를 사용하여 Horizon View 데스크톱 풀 템플릿을 내보낸 다음 이미지 업로드를

사용하여 준비된 템플릿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기존 이미지의 업로드 프로세스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n 업로드할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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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업로드 단계를 수행합니다.

n 업로드 문제를 해결합니다(필요한 경우).

업로드할 이미지 준비

이미지 업로드 서비스는 OVF 형식의 일반 VM 템플릿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전에

VM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도움말] 링크를 클릭하여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에이전트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필수 소프트웨어(에이전트) 및 SSL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

다. 테넌트 장치 버전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파일을 준비합니다.

3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n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로드 서비스] 페이지의 [에이전트 다운로드] 링크에서 필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n Horizon DaaS Agent

n Horizon Agent

n Horizon DaaS Health Agent

n SSL 인증서

Horizon DaaS 테넌트 인증서 파일을 DaaS Agent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지 업로드

서비스] 페이지의 [에이전트 다운로드] 링크에서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x64 시스템에

기본 DaaS Agent 설치가 있는 상태로, 인증서 파일을 다음으로 복사해야 합니다.

C:\Program Files (x86)\VMware\VMware DaaS Agent\cert\cacert.pem

n 서비스

다음 서비스를 자동 시작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n VMware DaaS Agent(DaaS Agent)

n VMware Horizon View Agent(WSNM)

n Windows 방화벽(MpsSvc)

n 데스크톱 창 관리자 세션 관리자(UxSms)

n VMware Blast(VM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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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데스크톱 관리자가 있는 경우 DaaS Agent 구성 파일에서 데스크톱 관리자 IP 주소를 업데

이트합니다. x64 시스템에 기본 DaaS Agent 설치가 있는 경우 구성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 (x86)\VMware\VMware DaaS Agent\service\MonitorAgent.ini

n 다음 줄을 찾습니다.

;standby_address=<uncomment and add comma separated standby address

list>

n 맨 앞에 있는 세미콜론을 제거하여 주석 처리를 해제하고 쉼표로 구분해서 데스크톱 관리자 주

소를 추가합니다. 예:

standby_address=192.168.11.3,192.168.11.4,192.168.11.5,192.168.11.6

5 내보내기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n 네트워크 어댑터 유형이 VMXNET3입니다. E1000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n VM에 연결된 ISO가 없습니다. 가상 CD-ROM 드라이브는 제거해도 안전합니다.

n 대상 하이퍼바이저가 가상 시스템 버전을 지원합니다. 인프라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최신 가상

시스템이 항상 지원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가상 시스템 버전을 낮은 버전으로

유지합니다. 예: 버전 8. 가상 시스템 버전이 호환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보고되므로 서비스 제

공업체에 지원되는 가상 시스템 버전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거나 이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n VM에서 3D 그래픽 카드 기능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n 이미지 업로드 기능이 현재 OVA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상 시스템이 OVF로 내보내집니다.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를 준비한 후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이미지 업로드] 탭에서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 시스템 파일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다음 파일이 포함됩니다.

n 1개의 .ovf 파일

n 1개 이상의 .vmdk 파일

n 경우에 따라 1개의 .mf 파일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n .iso 파일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iso 파일이 있으면 가상 시스템을 편집하고 모든 CD-ROM

드라이버를 제거한 후 다시 내보냅니다.

n OVA 파일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OVA 파일을 OVF 형식으로 변환하려면 OVA 파일 확

장명 “.ova”를 “.zip”으로 바꾼 다음 zip 도구를 사용하여 압축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압

축을 푼 파일은 OVF 형식입니다.

업로드된 VM 템플릿이 데스크톱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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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vf 파일이 선택되면 구성 링크를 클릭하여 구성 페이지를 불러온 후 적절한 구성 사항을 입력합니

다.

3 가져오기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자세한 메시지와 함께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참고   다시 업로드하지 않고 업로드된 VM을 다른 데이터 센터 또는 데스크톱 관리자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파일을 다시 사용하려면 [이미지 파일] 섹션에서 이전에 업로드됨 라디오 버튼

을 선택합니다.

업로드 문제 해결

이 프로세스가 실패하면 [이미지 업로드] 탭의 하단에 실패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n 가상 시스템이 배포되지 않은 경우 오류 이유에 따라 새 시스템을 다시 업로드하거나 다시 배포해

야 할 수 있습니다.

n VM이 배포되었으나 골드 패턴 변환이 실패하면 VM은 패턴 관리에서 [가져온 데스크톱] 풀 또는

[예약된 데스크톱]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M을 찾은 후 헬프 데스크 콘솔 및 관리 콘솔에

서 콘솔 액세스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수동으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VM 이미지가 큰 경우 시

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다시 업로드/배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Horizon View에서 템플릿 사용

Horizon View에서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n Horizon View에서 템플릿을 내보내고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n 헬프 데스크 콘솔에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Horizon View 및 준비 이미지에서 템플릿 내보내기

hvexport 도구는 Horizon View에서 데스크톱 풀 템플릿을 내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도구는 구성 확인, 적절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DaaS 인증서의 자동 설치 및 다운로드 후

DaaS 에이전트 폴더에 복사 등을 포함하여 이미지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프로시저

1 [이미지 업로드] 페이지에서 도움말 링크를 클릭합니다.

2 링크를 클릭하여 도구 및 플랫폼 구성을 다운로드합니다.

플랫폼 구성이 동적으로 생성되고 도구에서 사용됩니다.

3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hvexport 도구에는 3개의 폴더(export, repos, software)와 다음 5개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n hvexport.bat

n hvexport.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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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vexport.sh

n ImgUploadSvc.conf

n readme.txt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n 도구 폴더에 다운로드된 ImgUploadSvc.conf

n software 디렉토리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필수 소프트웨어(예: DaaS Agent, View

Agent)

n export 디렉토리는 Horizon View 데스크톱 풀 템플릿이 내보내지는 기본 디렉토리입니다.

참고   이 도구는 Java 애플리케이션이며 실행을 위해 JRE가 필요합니다.

4 hvexport.bat 또는 .sh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도구 가이드에 따라 VM을 내보

내고 OS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이 도구는 대화형이며, 결과적으로 vCenter에 대상 템플릿 VM의 연결된 클론을 생성하고 필수

소프트웨어를 게스트 운영 체제에 자동으로 업로드합니다. 다음 항목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n Horizon DaaS Agent

n Horizon View Agent

n Horizon DaaS Health Agent

또한 골드 패턴을 준비하기 위해 테넌트 인증서(cacert.pem)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이전에 다

운로드한 플랫폼 구성 파일(ImgUploadSvc.conf)에 포함된 인증서도 준비합니다.

업로드된 파일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미지 준비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상 데스크톱에서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hvexport 도구는 소프트웨어 설치 후에 환경 확인을 수행합니다.

또한 상태를 파일에 저장하므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입력된 필드는 기본값을 유지합

니다. 예: 연결 서버 주소.

5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파일 업로드

템플릿을 내보내고 이미지 파일을 준비한 후에는 헬프 데스크 콘솔에서 이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내보낸 후에는 기본적으로 hvexport 도구의 export 디렉토리에 표시됩니다.

프로시저

1 [이미지 업로드] 탭에서 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존재할 수 있는 .iso 파일을 제외하고 export 폴더

의 모든 파일을 선택합니다. 1개의 .ovf 파일, 1개의 pool.conf 파일, 1개 이상의 .vmdk 파일

이 있습니다. iso 파일은 업로드하지 마십시오.

pool.conf 파일이 hvexport 도구에 의해 내보내진 풀이면 일부 필드가 채워진 상태로 구성이 자

동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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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을 클릭하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3 [가져오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화면에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기록 보기
[기록] 탭에서는 감사 용도로 액세스 로그를 제공합니다.

페이지 상단의 컨트롤을 사용하여 풀(할당)별로 데이터를 검색 및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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