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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프로세스 이해 673
Horizon Cloud - Universal Broker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 677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스케줄링 및 완료 680

Universal Broker로 전환한 후 테넌트 환경의 새로워진 사항 693

8 VMware Workspace ONE 및 True SSO 기능과 함께 Horizon Cloud 환경 사용 정보
696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 697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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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
와의 통합 아키텍처 705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클라이언트 생성
706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Horizon Cloud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
록 설정한 테넌트와의 통합을 위해 사용자 특성 구성 707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Horizon Cloud와의 통합을 위해 Intelligent 
Hub 구성 709

Universal Broker Horizon Cloud - 사용자 연결에 대한 Intelligent Hub 리디렉션 구성 710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Workspace ONE Access 통합 삭제 712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 713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관련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정보를 사용
하여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를 구성하는 단계 718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Workspace ONE Access에서 최종 사용자의 데스
크톱 할당 액세스 확인 720

Horizon Cloud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True SSO 구성 720

Horizon Cloud - True SSO - SSO Microsoft Windows Server 시스템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CA(인증 기관) 설정 722

Horizon Cloud - True SSO -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 724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페어링 번들 다운로드 727

Horizon Cloud - True SSO - 등록 서버 설정 728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한 True SSO 구성 완료 729

9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연결 731
RDS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 세션에 표준 시간대 리디렉션 사용 732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제공되는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중 모니터 지
원 732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Microsoft Teams에 대한 미디어 최적화의 비디오 지원 734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735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735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736

파일 리디렉션을 사용하여 원격 애플리케이션으로 로컬 파일에 액세스 737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카탈
로그를 통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지정 738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지정 739

10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왼쪽 탐색 메뉴 정보 742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모니터링 메뉴 정보 743

활동 페이지 744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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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페이지 753

감사 로그 작업 753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할당 메뉴 정보 755

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 내 자산 보기 756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설정 메뉴 정보 758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 759

Horizon Cloud - 일반 설정 페이지의 도메인 보안 설정 765

Horizon Cloud -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파일 공유 페이지 774

Horizon Cloud -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정보 가져오기 774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ID 관리 페이지 778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브로커 관련 설정 781

Horizon Cloud 시작 마법사 - 개요 784

11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필터 필드 사용 788

12 Horizon Cloud 환경 관리자를 위한 문제 해결 790
Horizon Cloud -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에이전트 로그 수집 790

IT 또는 보안 조직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구독의 Azure Marketplace 제공 사용 또는 
Marketplace 구매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배포에서 Azure 중국을 사용하는 경우 792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디스크 크기가 증가한 경우 필요한 관리자 작업 797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첫 번째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할 수 없음 798

로그된 Microsoft Windows Sysprep 오류를 해결한 후에도 시간 초과 오류와 함께 이미지로 변환 작업 실패
798

Windows Server 2012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로 변환 작업이 시간 초과 오류로 실패함 799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잠긴 경우의 알림 799

새 팜이 진행 중인 상태로 유지됨 800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에 연결하려고 할 때 Windows 오류 메시지가 표시됨 800

문제 해결 - Horizon Cloud 이메일 사용자 의견 옵션이 작동하지 않음 801

중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 801

True SSO가 구성되고 사용자에게 인증서의 해지 상태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802

포드를 아직 매니페스트 123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도메인 계정이 가져온 이미지로 원격 연결하는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 802

13 개정 기록 — 변경 로그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및 온보딩된 포드 그룹 관리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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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테넌트 - 포드 그룹 관리 - Horizon Cloud

이 페이지의 관리 모음에서는 1세대 테넌트 환경의 포드 그룹에 포드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수행할 작업을 설명합
니다. 이 설명서 페이지는 주로 관리 모음의 진입 페이지로 사용됩니다. 이 모음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1세대 제어부에 온보딩한 포드를 관리하는 1일 차 작업과 2일 차 작업에 관한 페이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정보
중요   이 정보는 1세대 테넌트 환경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2022년 8월부터 Horizon Cloud Service - 

next-gen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차세대 설명서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차세대 또는 1세대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에 로그인하고 Horizon Universal Console 레이블을 표
시한 후 브라우저의 URL 필드에 표시되는 패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차세대 환경의 경우 콘솔의 URL 주소에 /
hcsadmin/과 같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1세대 콘솔의 URL에 다른 섹션(/horizonadmin/)이 있습니다.

Horizon Plus 구독은 차세대 환경에서 유효합니다. Horizon Plus 구독이 있는 경우 이 페이지 읽기를 중지하고 
대신 Horizon Plus 설명서 및 연결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세대 테넌트 관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전체 테넌트 환경은 VMware 호스팅 서비스와 적절하게 배포되고 서비스의 제어부에 연결된 포드 그룹으로 구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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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가 제공하는 포드 그룹 및 클라우드 호스팅 관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라는 테
넌트 환경의 웹 기반 관리 포털 또는 간단히 콘솔을 사용합니다. 주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서비스, 클라우드 
제어부, 클라우드 연결 포드 및 관련 개념 소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포드 그룹
테넌트의 포드 그룹은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Horizon 포드
이러한 포드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이러한 포드는 Microsoft Azure에서의 실행과 관련된 VMware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
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하나 이상의 포드가 있는 경우 Horizon Cloud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테넌트에 첫 번째 포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 가이드" 의 Microsoft Azure용 
Horizon Cloud 및 Horizon 포드로 배포 및 온보딩 항목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에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읽었지만 사용 중인 라이브 환경에 해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다음은 이 설명서에서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콘솔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n 이러한 설명서 페이지는 서비스 및 제어부의 현재 릴리스를 반영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릴리스 수준으로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포드 구성 요소가 있고 기능이 최신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라이브 환경에 이 가이드에 
설명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 또한 특정 릴리스에서는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이 Horizon Cloud에 별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에 이러한 기능의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 기능과 관련된 요소가 Horizon Universal Console 콘솔
에 반영됩니다.

n 서비스에는 테넌트별로 요청을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설정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테넌트에 자동
으로 동일한 기능이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Horizon Cloud 설명서에서 기능에 대해 읽었지만 환경에 해당 기능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지원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관리 항목에 대한 수정 기록
이 항목 설명서 집합은 제품의 각 릴리스에 따라 또는 필요할 때 업데이트됩니다. 날짜에 대한 중요한 수정 내용 모
음을 보려면 장 13 개정 기록 — 변경 로그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및 온보딩된 포드 그룹 관리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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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이 문서는 가상 시스템 기술과 데이터 센터 작업에 익숙한 숙련된 IT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조직의 요구 및 사용 중인 포드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해당 기능에 
익숙한 경우 도움이 됩니다.

n VMware Horizon

n VMware Horizon® Cloud Connector™
n VMware Unified Access Gateway™ 
n VMware Workspace ONE® Access™
n VMware Workspace ONE Hub Services

n VMware Workspace ONE® UEM

n VMware Horizon® Client™
n VMware Horizon® HTML Access™
n VMware Cloud™ on AWS 및 AWS EC2(Amazon Web Services EC2)

n Microsoft Azure 및 해당 마켓플레이스
n AVS(Azure VMware Solution)

n GCP(Google Cloud Platform) 및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

n Microsoft Active Directory

n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이 문서에 사용되는 스크린샷 정보
일반적으로 스크린샷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스크린샷이 나타나는 지점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전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의 일부만 표시하며 반드시 전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n 데이터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되는 부분을 흐리게 처리합니다.

참고   일부 스크린샷은 다른 스크린샷보다 높은 해상도로 생성되므로 PDF를 100%로 볼 때 선명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로 확대하면 이미지가 선명하고 읽기 쉽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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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커뮤니티
다음 커뮤니티를 사용하여 질문을 하고, 다른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고, 유용한 정보가 있는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 https://communities.vmware.com/community/vmtn/horizon-cloud-service의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커뮤니티
n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커뮤니티의 하위 커뮤니티인 https://communities.vmware.com/

community/vmtn/horizon-cloud-service/horizon-cloud-on-azure의 VMware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하위 커뮤니티

VMware 지원팀에 문의
Horizon Cloud 환경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VMware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n My VMware® 계정을 사용하여 VMware 지원팀에 온라인으로 지원 요청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
습니다.

n KB 2144012 "고객 지원 지침" 에서는 발생한 문제에 따라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n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구성한 후에 클라우드 기반 콘솔에 로그인하고  > 지원을 클릭하여 지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 가이드 설명서 항목에 사용된 선택된 포드 관련 용어
Horizon Cloud 설명서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구문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구문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 의미를 갖습
니다.

Horizon 포드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포드입니다. 

Horizon Connection Server 구성 요소는 VMware에서 이러한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에서 
실행됩니다. Horizon 포드에는 일반적으로 VMware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VMware SDDC의 몇 가지 예로는 온 프레미스 vSphere 환경, VMware Cloud on AWS,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 또는 AVS(Azure VMware Solution) 등이 있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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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 구독으로의 배포를 자동화하는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여 생성되는 포
드입니다. 이 포드 유형은 VMware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하며 Microsoft Azure에
서만 실행되도록 지원됩니다.

참고   Microsoft Azure의 Horizon 포드는 AVS(Azure VMware Solution)의 Horizon 포드와 완전히 별
개의 엔티티입니다. 이러한 두 기술은 완전히 다른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결 브로커
연결 브로커는 각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와 해당 VM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 간에 연결된 세션을 설정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를 가상 데스크톱 VM 또는 팜 VM과 연결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이 명사(브
로커)는 영어 broker의 일반적인 정의 하나가 거래 협상가이므로 사용되었습니다.

데스크톱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사용 사례에서, 연결 브로커가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수신하여 가
상 데스크톱 VM 또는 팜 VM과의 연결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연결 브로커는 요청을 적절히 라우팅하고 
VM 중 하나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와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간에 연결된 세션을 협상합니다. 협상은 최종 
사용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의 유형을 고려합니다.

Horizon 제어부 서비스 중 하나는 Universal Broker 서비스입니다. Universal Broker는 여러 포드에 걸쳐 
있는 리소스의 브로커링을 지원하고 사용자 및 포드의 지리적 사이트를 기준으로 브로커링을 결정하는 다중 
테넌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Horizon 포드의 연결 서버 또는 Horizon Cloud 포드의 포드 관리자 VM은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를 클라
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충족하는 포드의 리소스로 쉽게 라우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VMware Information Experience 용어집
VMware Information Experience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정리한 용어집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VMware 기술 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보려면 http://www.vmware.com/kr/support/pubs

로 이동하십시오.

VMware 개인 정보 보호 알림
VMware이 제품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vmware.com/

help/privacy.html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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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환경으로 시작 1
전체 Horizon Cloud 환경은 VMware 호스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된 용량 및 해당 용량에 배포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된 VMware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해당 용량에 설치된 VMware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구성되
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되면 구성된 엔티티는 이제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됩니다.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유지하고 Active Directory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서비스를 포함하는 
해당 포드와 관련된 관리 작업에 클라우드 및 웹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소개를 보려면 Horizon Cloud 소개 및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되도록 포드 온보딩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용량 환경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또는 VMware 지원 SDDC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각 용량 환경은 다
음과 같은 특정 포드 유형을 지원합니다.

n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의 포드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연결된 Horizon 포드 - VMware 지원 SDDC에 배포된 Horizon 

포드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유지하고 Active Directory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콘솔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콘솔은 Horizon Cloud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통합된 보기 및 중앙 집중식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웹 기반 콘솔은 업계 표준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됩니다. 지원되
는 웹 브라우저 유형 및 버전 목록을 보려면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액세스할 수 있는 용량의 유형에 따라, 해당 용량에 대한 자동화된 포드 배포를 위해 이 동일한 콘솔을 사용하고 
Horizon Cloud에 대한 연결을 위해 해당 포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포드에서는 자동으로 배포 및 
구성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필수 연결 단계를 수행한 후에 해당 포드에 클라우드에서 연결하고 동일한 이 관리 콘
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에서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또는 콘솔을 사용하려면 먼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n 첫 번째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합니다. 먼저 배포하려는 포드 유형에 따라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포드 — Horizon 포드에 대한 고급 워크플로.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Microsoft Azure에 포드를 배포하기 위한 고급 워크플로
n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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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n Horizon Cloud가 Active Directory에서 조회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 및 보
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 도메인을 처음 등록할 때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제공하여, 기본 바인딩 계정
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될 경우 콘솔에서 관리자 사용자가 잠금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n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VM 가져오기, 팜 RDSH 인스턴스 생성,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 
생성 등을 수행할 때처럼 가상 시스템을 도메인에 가입해야 하는 포드 작업에서 Horizon Cloud가 사용
하는 도메인 가입 계정.

참고   이 릴리스에서 Microsoft Azure 포드에 대한 시스템 작업에는 주로 도메인 가입 계정이 사용됩니다.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는 사용자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단계에서 지정한 도메인 가입 계정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업 환경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만 있는 경우에도 도메인 가입 
계정 단계를 완료하여 슈퍼 관리자 역할을 할당하라는 후속 프롬프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그룹에 해당 역할을 할당하는 것은 모든 유형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필수 단계입니다.

이러한 도메인 바인딩 및 도메인 가입 계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려면 Horizon Cloud의 작동에 필요한 서비
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등록 워크플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그런 후에 시작 마법사에 표시되는 권장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알려진 문제로 인해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에 연결할 경우 첫 번째 포드에 
대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후속 포드에 대한 Cloud Connector 클
라우드 연결 워크플로를 실행하려고 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의 클라우드 연결 워크플
로가 Horizon Cloud와의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여러 포드에 대한 연결을 허
용하더라도 첫 번째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포드의 클라우드 연결 프로세스를 실행하려고 하
면 이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웹 기반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서 분리 작업을 사용하여 단일 클라우드 연결 포드로 내려갈 
때까지 각 클라우드 연결 포드 간 연결을 제거합니다.

2 Horizon Cloud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제거의 단계에 따라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
여 실패한 등록을 제거합니다.

3 해당 포드와 관련된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4 웹 기반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서 다른 포드에 대해 커넥터의 클라우드 연결 워크플로를 다
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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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해당 포드 사용을 위해 Horizon Cloud에 등록되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하면 최종 사용자에게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 역할을 할당하는 것과 같이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Horizon Cloud 워크플로 내
에서 해당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등록되면 추가 보
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 및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릴리스에서 모든 포드는 모든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콘솔
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할 경우 해당 도메인이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한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 집합에 추가됩니다.

중요   관리 콘솔은 동적이며, 현재 서비스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항목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신 포드 소
프트웨어 수준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경우 콘솔에 최신 포드 소프트웨어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해당 기능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릴리스에서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 또는 특정 테넌
트 계정 구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Horizon Cloud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또는 테넌트 계정 구성
에 이러한 기능의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 기능과 관련된 요소가 콘솔에 동적으로 반영됩니다. 예시를 보려
면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콘솔 둘러보기를 참조하십시오.

관리 콘솔에 표시되어야 하는 기능이 표시되지 않으면 VMware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라이센스 및 테넌트 계
정 구성에 따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
n Horizon Cloud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십시오.

n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
n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

으로 등록
n Horizon Cloud에서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한 추가 보조 바인딩 계정 추가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로그인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

해 조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여
n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
n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CMS) 사용 또는 비활성화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 및 

VMware Cloud Services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
n VMware와 사용자 의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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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제거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
이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 테넌트에 필요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정보를 구성하기 위한 다단계 워크
플로를 설명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이 워크플로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넌트 환
경에 적합한 모든 콘솔의 관리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드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인지 아니면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함하는 
Horizon 포드의 배포인지에 관계없이 이 워크플로를 즉시 완료하거나 첫 번째 포드를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추가
한 직후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워크플로는 콘솔의 관리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넌트에 하나 이상
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구성될 때까지 거의 모든 콘솔의 관리 기능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잠깁니다.

개략적인 개요
전체 도메인 등록 워크플로에는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1 cloud.horizon.vmware.com에서 화면을 따라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 콘솔에서 Active 

Directory 구성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2 도메인 바인딩 단계의 경우 테넌트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쿼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바인딩 
서비스 계정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관련 정보, 프로토콜 관련 정보,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기본 
및 보조 계정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대해 Horizon Cloud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내용은 도메인 바인딩 계정 - 필수 특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 도메인 가입 정보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가 테넌
트의 시스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DNS 서버의 IP 주소, 포드 프로비저닝된 다중 세션 및 VM(단
일 세션 시스템)을 생성하려는 기본 OU(조직 구성 단위) 및 테넌트가 해당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에 가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가입 서비스 계정의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VM에는 가져온 
VM, 팜 RDSH 인스턴스 및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 등이 포함됩니다. 테넌트가 해당 도메인 가입 계정에 요
구하는 항목은 도메인 가입 계정 - 필수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테넌트의 첫 번째 포드가 Horizon Connection Server 포드 유형인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 정보 입력을 건
너뛰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드에 클라우드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수행한 
다음, 나중에 Horizon Cloud 포드 배포를 동일한 테넌트에 추가하고 해당 포드가 동일한 도메인의 최종 사용
자의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려면 해당 포드를 배포한 후에 도메인 가입 정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콘솔은 
Horizon Cloud 포드를 배포한 후 도메인 가입 정보가 구성되지 않았음을 자동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4 워크플로의 최종 관리자 추가 단계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 그룹에 Horizon Cloud 슈퍼 관리자 역할
을 할당합니다.

5 관리자 정보를 저장하면 콘솔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이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식별된 도메인 그룹의 
관리자만 콘솔의 관리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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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하나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해 워크플로가 완료되면 나중에 조직의 요구에 맞게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n 콘솔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 대해 이 전체 워크플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

한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주 서비스가 잠깁니다.

n 지원되는 콘솔 기능을 사용하려면 Active Directory 도메인 그룹에 슈퍼 관리자 역할을 할당하는 워크플로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법사를 취소하는 경우 콘솔의 [시작] 페이지에서 구성 
버튼을 클릭하여 Active Directory 등록 마법사를 다시 열고 해당 역할 할당을 완료합니다.

n v2202 서비스 릴리스부터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해 LDAPS 사용이 지원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테넌트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테넌트의 첫 번째 포드 및 후속 포드에
서 v2201 릴리스 매니페스트 수준을 실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LDAPS(SSL을 통한 LDAP)에 구성된 Active Directory 환경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 분산 그룹은 보안 그룹 아래에 중첩되어 있더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Active Directory 그룹을 생성할 때는 
그룹 유형에 대해 보안을 항상 선택합니다.

n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항상 콘솔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됩니다. 슈퍼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용자가 지정된 도메인 바인딩 계정
에 액세스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 Active Directory 서버의 클럭 오차가 4분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매니페스트 2474.x부터 시스템은 등록된 
Active Directory 서버의 클럭 오차가 4분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이 오차가 4분을 초과하면 "클럭 오차가 너
무 큼"이라는 예외를 나타내며 시스템의 도메인 서버 검색이 실패합니다. 시스템의 도메인 서버 검색이 실패할 
경우 최종 사용자 데스크톱 연결 요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 나중에 이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추가 포드 배포를 추가하려는 경우 해당 포드를 연결하거나 배포할 때 해당 
포드가 이 동일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n 또한 알려진 문제로 인해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에 연결할 경우 첫 번째 포
드에 대한 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후속 포드에 대한 Cloud 

Connector 클라우드 연결 워크플로를 실행하려고 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연
결 워크플로가 Horizon Cloud와의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여러 포드에 대
한 연결을 허용하더라도 첫 번째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포드의 클라우드 연결 프로세스
를 실행하려고 하면 이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서 분리를 사용하여 단일 클라우드 연결 포드로 내려갈 때까지 각 클라우드 연결 포드 
간 연결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실패한 Active Directory 등록을 제거하고, 해당 단일 클라우드 연결 포드
에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후속 포드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워크플로를 다시 실행합니
다.

콘솔에서 워크플로를 실행하기 전
n 첫 번째 포드가 성공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콘솔의 시작 마법사에서는 녹색 확인 표시 아이콘( )

을 표시하여 첫 번째 포드가 성공적으로 배포되었는지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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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등록하려는 도메인에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을 가져옵니다. 이 워
크플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콘솔의 Active Directory 등록 창에 이러한 값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예는 Horizon Cloud의 Active Directory 워크플로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 등록 
필드에 필요한 정보 찾기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이름이 없는 사용자 로그온 이름과 같은 계정 이름 자체(예: 

ouraccountname)를 필드에 입력합니다.

n 필요한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과 도메인 가입 계정에서 콘솔의 필수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유효한 
정보를 얻습니다. 해당 계정이 도메인에 있는지와 Horizon Cloud의 해당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에 설명
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는 콘솔 워크플로의 일부로, 입력한 계정 정보의 유효성을 검사
합니다.

n 도메인 가입 계정 단계가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Active Directory 인프라가 정확한 시간 소스와 동기화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VMware 지원팀에 지원을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바
인딩 단계는 성공하지만 도메인 가입 단계는 실패할 경우 도메인을 재설정하고 시간 소스를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재설정하려면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제거의 단계를 참조하십
시오.

참고   테넌트의 첫 번째 포드 배포가 Horizon Connection Server 및 Horizon Cloud Connector 배포 유형이
고 이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배포에서 지원되는 버전의 Horizon Connection Server 및 
Horizon Cloud Connector를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로그인 및 워크플로 시작
1 https://cloud.horizon.vmware.com/의 Horizon Universal Console 포털 URL로 이동하여 콘솔에 로

그인합니다.

이 URL을 통해 다음 스크린샷에서 보여주는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 화면으로 리디렉션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와 연결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화면 흐름을 따릅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20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5F0B52F6-CD79-447B-B1C6-6ED2AF71BBA7.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4A16C7EE-A5D2-4EA1-AD0E-D6153101B7EA.html
https://cloud.horizon.vmware.com/


이전에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약관 
알림 상자가 표시됩니다. 계속하려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인증되면 콘솔이 열리고 [시작]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시작 마법사에서 일반 설정 섹션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면 엽니다.

3 Active Directory에서 구성을 클릭합니다.

콘솔에 Active Directory 등록 워크플로의 시작 창이 표시됩니다. 이 창의 모양은 테넌트가 Horizon 

Connection Server 포드 유형으로 시작하는지 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로 시작하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메인 바인딩 - Horizon Connection Server 포드
콘솔 창에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 다음, 도메인 바인딩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각 바인딩 계정 이름을 입력할 때 
사용자 로그온 이름(예:ouraccountname)과 같이 도메인 이름이 없는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표 1-1. Horizon 포드 - Active Directory 등록 필드
필드 설명
NETBIOS 이름 콘솔은 이 단계에서 Horizon 포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이름

으로 채워진 선택 메뉴를 표시합니다. 먼저 등록하려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
합니다.

DNS 도메인 이름 읽기 전용입니다. 콘솔에 NETBIOS 이름으로 선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정규화
된 DNS 도메인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프로토콜 이 포드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프로토콜인 LDAP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바인딩 사용자 이름 및 바인딩 암호 선택한 도메인에 사용할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 바인딩 서비스 계정의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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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Horizon 포드 - Active Directory 등록 필드 (계속)

필드 설명
보조 계정 #1 바인딩 사용자 이름 및 바인딩 암호 필드에 보조 LDAP 바인딩 계정으로 사용할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과 관련 암호를 입력합니다.

고급 속성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는 한, 서비스는 콘솔에 표시된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n 포트 - 기본값은 기본 LDAP 포트인 389입니다. 도메인에서 비표준 LDAP 포트를 사
용하지 않는 한, 이 값을 유지합니다.

n 도메인 컨트롤러 IP - 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한 테넌트의 트래픽이 특정 도
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IP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비워 두면 서비스는 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
해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n 컨텍스트 - DNS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LDAP 이름 지정 컨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는 서비스가 NetBIOS 이름의 도메인에서 추출한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채워
지고 DNS 도메인 이름 필드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도메인 바인딩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콘솔 창에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 다음, 도메인 바인딩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각 바인딩 계정 이름을 입력할 때 
사용자 로그온 이름(예:ouraccountname)과 같이 도메인 이름이 없는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표 1-2. Horizon Cloud 포드 - Active Directory 등록 필드
필드 설명
NETBIOS 이름 시스템에 텍스트 상자가 표시됩니다. 포드에 표시되는 AD 도메인의 NetBIOS 이름을 입력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름은 마침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환
경에서 사용할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예는 Horizon Cloud의 Active Directory 워크플
로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 등록 필드에 필요한 정보 찾기을 참조하십시오.

DNS 도메인 이름 NETBIOS 이름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AD 도메인의 정규화된 DNS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
니다.

프로토콜 이 포드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프로토콜인 LDAP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바인딩 사용자 이름 및 바인딩 암호 선택한 도메인에 사용할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 바인딩 서비스 계정의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
다.

보조 계정 #1 바인딩 사용자 이름 및 바인딩 암호 필드에 보조 LDAP 바인딩 계정으로 사용할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과 관련 암호를 입력합니다.

고급 속성 선택 사항입니다.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는 한, 서비스는 콘솔에 표시된 기본값을 사용합니
다.

n 포트 - 기본값은 기본 LDAP 포트인 389입니다. 도메인에서 비표준 LDAP 포트를 사
용하지 않는 한, 이 값을 유지합니다.

n 도메인 컨트롤러 IP - 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한 테넌트의 트래픽이 특정 도
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IP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비워 두면 서비스는 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
해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n 컨텍스트 - DNS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LDAP 이름 지정 컨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는 서비스가 도메인 DNS 도메인 이름 필드에서 추출한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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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크린샷은 첫 번째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Microsoft Azure에 있는 Active Directory 등록 창을 보여 줍
니다. 필드에는 NetBIOS 이름이 ENAUTO이고 DNS 도메인 이름이 ENAUTO.com인 예시 Active Directory 도메
인 값이 표시됩니다.

도메인 가입
도메인 바인딩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콘솔에 [도메인 가입]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정 자격 증
명의 경우, 전제 조건에 설명된 도메인 가입 계정의 지침에 부합되는 Active Directory 계정을 사용하십시오.

이 마법사 단계에서 필수 필드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도메인 가입 계정이 Microsoft 

Azure 포드에 있는 VM 관련 시스템 작업에 주로 사용되지만, 이 단계를 완료하면 콘솔에 슈퍼 관리자 역할을 부
여하는 후속 단계를 완료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중요   도메인 바인딩 단계가 실패하지만 도메인 가입 계정을 계속 추가하고, 시스템이 슈퍼 관리자 역할 단계를 계
속 진행해도 등록 프로세스는 완전히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Active Directory 도
메인 등록 제거의 단계를 따른 후 도메인 바인딩 흐름을 다시 시작합니다.

1 [도메인 가입] 대화상자에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기본 DNS 서버 
IP

Horizon Cloud에서 시스템 이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려는 기본 DNS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포드의 경우 이 DNS 서버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내부의 시스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 DNS 서버 
IP

(선택 사항) 보조 DNS 서버의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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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기본 OU 가져온 VM, 팜 RDSH VM,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와 같은 포드의 데스크톱 관련 가상 시스템에서 사용하려는 

Active Directory OU(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Active Directory OU는 OU=NestedOrgName, 
OU=RootOrgName,DC=DomainComponent와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시스템 기본값은 CN=Computers입니다. 필요에 
맞게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예: CN=myexample).

참고   중첩된 조직 이름에 대한 설명은 중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입력한 각 개별 OU는 항목의 OU= 부분을 제외하고 64자 이하여야 합니다. Microsoft에서는 개별 
OU를 64자 이하로 제한합니다. 64자보다 길지만 64자를 초과하는 개별 OU가 없는 OU 경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 OU는 64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 사용자 이
름 및 가입 암호

해당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컴퓨터를 가입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계정입니다. 

사용자 이름 및 관련 암호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용자 이름 자체만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보조 가입 사용
자 이름 및 보조 
가입 암호

선택 사항입니다.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기본 도메인 가입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시스템에서는 Microsoft Azure 포드의 작업 중에서 이미지 VM 

가져오기, 팜 RDSH 인스턴스 생성,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 생성 등과 같이 도메인에 가입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전제 조건에 설명된 기본 도메인 가입 계정의 동일한 지침에 부합되는 Active Directory 계정을 사용하십시오. 두 계
정 모두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의 만료 시간은 기본 도메인 가입 계정과 
달라야 합니다. 기본 및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이 동시에 만료되면 이미지 봉인과 팜 RDSH VM 및 VDI 데스크톱 VM 

프로비저닝을 위한 시스템 작업이 실패합니다.

이번에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을 추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하는 경우 나중에 업데
이트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은 하나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저장을 클릭합니다.

도메인 가입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관리자 추가]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AD 도메인의 관리자 그룹에 슈
퍼 관리자 역할을 추가하는 단계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중요   도메인 가입 단계가 실패하면 등록 프로세스는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
우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제거의 단계를 따른 후 4단계를 다시 시작합니다.

AD 그룹에 슈퍼 관리자 역할 추가
1 [관리자 추가] 대화상자에서 Active Directory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이 콘솔을 통해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는 Active Directory 관리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이 고객 계정에 대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할당은 하나 이상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자 계정에 이 콘솔에서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합니다.

2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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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이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포드를 등록했으면 
VMware 계정 자격 증명과 함께 Active Directory 계정을 사용하려면 다시 로그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VMware 계정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한 다음,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된 Active 

Directory 그룹에 있는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중요   슈퍼 관리자 역할에 Active Directory 그룹을 할당한 후에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
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에 설명된 것처럼 이 슈퍼 관리자 역할에 다른 관리자 그룹을 추가한 경우가 아니면, Active 

Directory 시스템에서 지정된 관리자 그룹을 제거하거나 Active Directory 시스템에 표시되는 GUID를 변경하
지 마십시오. 이 슈퍼 관리자 역할은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로그인하고 콘솔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D 사용자 계정을 제어합니다. Active Directory 시스템에서 그룹을 제거하거나 Active Directory 시스
템에서 해당 GUID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 내용이 Horizon Cloud 제어부에 전달되지 않고, 슈퍼 관리자 역할
이 있는 해당 AD 그룹에 대한 Horizon Cloud 정보가 손실됩니다. 해당 그룹이 이 슈퍼 관리자 역할에 할당된 유
일한 그룹인 경우 슈퍼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던 어떤 AD 계정도 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을 사
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 도메인 바인딩 계정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
정의 자격 증명만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슈퍼 관리자 역할에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완료 결과
마법사의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 항목이 준비됩니다.

n Active Directory 도메인은 클라우드부에서 이 Horizon Cloud 고객 계정에 연결된 첫 번째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구성됩니다.

n Horizon Cloud에는 가상 시스템을 해당 도메인(Horizon Cloud 포드)에 가입하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 작업
에 필요한 도메인 가입 계정이 있습니다.

n 이제 콘솔의 관리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 이제 Horizon Cloud 테넌트에 첫 번째로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콘솔에 로그인할 
때 로그인 흐름이 변경됩니다. 로그인 흐름의 개요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인증 정보를 참조하
십시오.

n 슈퍼 관리자 역할을 부여한 그룹의 사용자가 첫 번째 로그인 화면을 위해 연결된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때 콘솔에 액세스하고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가 자신의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
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로그인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여에 
설명된 단계를 완료합니다.

n Microsoft Azure 포드 리소스와 관련된 할당을 위해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n 등록된 해당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으로 콘솔의 헬프 데스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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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이때 일반적으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n 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 구성에 추가 보조 바인딩 계정을 추가합니다. 지정한 첫 번째 기본 바인딩 계정
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면 시스템은 다음 보조 바인딩 계정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에 연결합니다. 보조 
바인딩 계정이 있으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기본 바인딩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관리자
가 콘솔로부터 차단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에서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한 추가 보조 바인딩 계정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n 사용자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먼저 연결된 Horizon Cloud 역할
이 있는 VMware 계정을 추가한 다음 해당 Active Directory 계정에 적절한 Horizon Cloud 역할을 부여
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로그인하고 작업을 수행
하기 위해 조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여 및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시작 마법사의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Horizon Cloud 시작 마법사 - 개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콘솔의 [대시보드] 및 기타 영역으로 이동하여 기능을 알아보거나 다른 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콘솔에 대해 관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나 할당을 제공하려는 최종 사용자가 있는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 해당 Active Directory 도메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
트 환경에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등록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n 콘솔에 대해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이 도메인의 사용자에게 데모 관리자 역할을 할당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 및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 받은 후에 해당 그룹의 개인에 대해 활성화된 콘솔의 영
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된 Active Directory 그룹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해당 그룹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향후 로그인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의 작동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
Horizon Cloud에는 서비스 계정으로 사용할 계정 두 개가 AD(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두 계정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Horizon Cloud에서는 이러한 두 서비스 계정으로 사용할 AD 계정 두 개를 지정해야 합니다.

n AD 도메인에서 조회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메인 바인딩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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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컴퓨터 계정을 도메인에 가입하고 Sysprep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메인 가입 계정
참고   Microsoft Azure에 있는 포드의 경우 시스템은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이미지 가져오
기, 팜 RDSH 인스턴스 생성,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 생성 등을 수행할 때처럼 가상 시스템을 도메인에 가입
해야 하는 작업에서 이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계정에 대해 지정하는 Active Directory 계정이 Horizon Cloud에서 해당 작업을 위해 필요한 다
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테넌트에 첫 번째 포드를 온보딩한 후 클라우드 기반 관리 콘
솔을 사용하여 이러한 계정의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중요  
n Horizon Cloud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이외의 구성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다른 구성에서 이러한 서비스 계정을 재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구성 설정에서 동일한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대한 예기치 않은 알림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표시될 수 있
습니다.

n 도메인 바인딩 및 도메인 가입 계정이 시스템에서 사용 중이며 사용할 예정인 모든 OU 및 개체에 대해 여기에 
설명된 사용 권한을 계속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는 환경에서 사용하려는 Active 

Directory 그룹을 미리 채우거나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도메인 바인딩 계정 및 도메인 가
입 계정으로 Horizon Cloud를 구성해야 합니다.

경고   모든 사용 권한을 별도로 설정하는 대신, 계정에 대해 모든 권한을 설정할 수 있지만 사용 권한을 별도로 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메인 바인딩 계정 - 필수 특성
n 도메인 바인딩 계정은 만료되거나 변경되거나 잠길 수 없습니다.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은 Active 

Directory를 쿼리하기 위한 서비스 계정으로 사용되므로 이 유형의 계정 구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
로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면 시스템에서는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사용합니다.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만료되거나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클라우드 기반 콘솔에 로그인하여 구성
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중요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둘 다 만료되거나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콘솔에 로그인하여 작동 
중인 도메인 바인딩 계정 정보로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기본 또는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대해 
만료되지 않음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두 계정에 대해 서로 다른 만료 시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만료 시간이 가
까워짐에 따라 계속 추적하면서 만료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Horizon Cloud 도메인 바인딩 계정 정보를 업데
이트해야 합니다.

n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sAMAccountName 특성이 필요합니다. sAMAccountName 특성은 20자 이하
여야 하며 "/ \ [ ] : ; | = , + *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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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항상 콘솔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됩니다. 슈퍼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용자가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콘솔에서 사용하는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
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바인딩 계정 - 필수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최종 사용자에게 데스크톱 VM을 할당하는 등 Horizon Cloud에서 제공하는 Desktop-

as-a-Service 작업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AD OU(조직 구성 단위)에서 AD 계정을 조회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읽기가 있어야 합니다. 도메인 바인딩 계정은 Active Directory의 개체를 열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
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Horizon Cloud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OU 및 개체에 대한 다음 사용 권한이 필
요합니다.

n 컨텐츠 나열
n 모든 속성 읽기
n 사용 권한 읽기
n tokenGroupsGlobalAndUniversal 읽기(모든 속성 읽기 권한에 내포)

중요   일반적으로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배포에서 인증된 사용자에게 일반적으
로 부여되는 즉시 사용 가능한 기본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배포에서 일반적으로 인증된 사용자에게 부여된 기본 설정은 표준 도메인 사용자 
계정에 Horizon Cloud가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대해 필요로 하는 열거를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조
직의 AD 관리자가 일반 사용자에 대해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을 잠그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AD 관리자
가 Horizon Cloud에 사용할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 표준 기본값을 보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
다.

도메인 가입 계정 - 필수 특성
n 도메인 가입 계정은 변경되거나 잠길 수 없습니다.

n 계정의 사용자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름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시
스템 작업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n 도메인 가입 계정에는 sAMAccountName 특성이 필요합니다. sAMAccountName 특성은 20자 이하여
야 하며 "/ \ [ ] : ; | = , + *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n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n Active Directory에서 도메인 가입 계정을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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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또는 첫 번째 도메인 가입 계정과 다른 만료 시간을 갖는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을 구성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이 콘솔에서 구성한 기본 도메인 가입 계정과 동일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도메인 가입 계정이 만료되고 작동하는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이미지 봉인과 팜 
RDSH VM 및 VDI 데스크톱 VM 프로비저닝을 위한 Horizon Cloud 작업이 실패합니다.

중요   테넌트에 1600.0보다 오래된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을 등록할 때 입력하는 도메인 가입 계정도 Horizon Cloud 슈퍼 관리자 역할을 할당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 중 하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전 매니페스트 버전을 실행하는 해당 포드에 대한 시스템 작
업은 Horizon Cloud 슈퍼 관리자 역할을 통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도메인 가입 계정을 통해 수행됩니다. 그룹에 
역할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
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을 참조
하십시오.

도메인 가입 계정 - 필수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
도메인 가입 계정은 테넌트 수준에서 구성됩니다. 시스템은 테넌트 포드 그룹의 모든 포드에 대한 모든 도메인 가
입 관련 작업에 대해 Active Directory 등록에 구성된 동일한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시스템은 Active Directory 등록 워크플로(해당 워크플로의 기본 OU 텍스트 상자)에서 지정하는 OU 및 만드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지정하는 OU 내에서 도메인 가입 계정에 대해 명시적 권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단, 

해당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 컴퓨터 OU 텍스트 상자가 Active Directory 등록의 기본 OU와 다른 경우에 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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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OU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컴퓨터 OU의 모든 하위 개체에 적용되도록 이러한 필수 사용 권
한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n 목록의 일부 AD 사용 권한은 일반적으로 Active Directory에서 계정에 기본적으로 할당합니다. 그러나 

Active Directory에서 보안 권한을 제한한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에 Horizon Cloud에서 사용할 예정인 
OU 및 개체에 대해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 Microsoft Active Directory에서 새 OU를 생성할 때 시스템은 새로 생성된 OU 및 모든 하위 개체에 대한 
모든 하위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Deny를 적용하는 Prevent Accidental Deletion 특성을 자동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가입 계정에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할당한 경우, 새로 생성
된 OU에서 Active Directory가 명시적으로 할당된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재정의를 적용했을 수 있
습니다. 실수로 인한 삭제 방지 플래그를 지우면 Active Directory가 모든 하위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적용
한 Deny를 자동으로 지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 추가된 OU의 경우에는 Horizon Cloud 콘솔에서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하기 전에 OU 및 모든 하위 OU에서 모든 하위 개체 삭제를 위한 Deny 사용 권한 집합을 확
인하고 수동으로 지워야 할 수 있습니다.

팁   2474.0 이상의 포드 매니페스트의 경우 테넌트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메인 가입 계정에 대한 
필수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 집합이 이전 집합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가입 계정이 테넌트 수
준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테넌트 포드 그룹의 모든 포드에 대한 도메인 가입 관련 작업에서 동일한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포드 그룹에 2474.0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 포드가 포함된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에 해당 포드에 필요한 이전 사용 권한 집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모든 Horizon 

포드가 포드 매니페스트 2474.0 이상으로 업데이트되면 도메인 가입 계정에 대해 더 줄어든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의 집합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표 1-3. Microsoft Azure의 모든 포드 그룹에 있는 Horizon 포드에서 매니페스트 2474.0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액세스 적용 대상
모든 속성 읽기 이 개체만
컴퓨터 개체 생성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컴퓨터 개체 삭제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모든 속성 쓰기 하위 컴퓨터 개체
암호 재설정 하위 컴퓨터 개체

표 1-4. 포드 그룹에 2474.0 이전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포드가 있는 경우
액세스 적용 대상
컨텐츠 나열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모든 속성 읽기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컴퓨터 개체 생성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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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포드 그룹에 2474.0 이전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포드가 있는 경우 (계속)

액세스 적용 대상
컴퓨터 개체 삭제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모든 속성 쓰기 모든 하위 개체
사용 권한 읽기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암호 재설정 하위 컴퓨터 개체

Horizon Cloud의 Active Directory 워크플로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
인 이름 등록 필드에 필요한 정보 찾기
이 항목에서는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 필드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방법의 예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필드는 Horizon Cloud 환경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한 워크플로에 필요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을 위한 워크플로를 시작하는 경우 콘솔에 Active Directory 등록 창이 표시됩니
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 창의 위쪽 부분을 보여 줍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환경에서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 필드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
니다. 일반적인 Active Directory 도메인 환경에서 NetBIOS 이름은 MMC(Microsoft Management 

Console)에 대해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스냅인을 사용할 때처럼 Active Directory 관리 도구 인
터페이스의 도메인 이름(Windows 2000 이전) 필드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동일한 해당 스냅인에서 DNS 도
메인 이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MMC 스냅인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해당 스냅인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또는 원격 서버 관리 도구가 설치된 Microsoft 

Windows 서버에 설치된 경우 dsa.msc를 실행하여 스냅인을 열 수 있습니다.

절차
1 도메인 구성을 볼 수 있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구성 창을 엽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DNS 도메인 이름이 ENAUTO.com인 Active Directory 도메인 창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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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메인 이름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하여 도메인의 속성을 표시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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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의 NetBIOS 이름은 도메인 이름(Windows 2000 이전) 필드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름은 마침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Active Directory 등록 창의 NETBIOS 이름 필드에 이 이름을 제공
합니다.

속성 이름 맨 위에 있는 이름이 도메인의 전체 DNS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름은 마침표를 포함합니다
(예: ENAUTO.com). Active Directory 등록 창의 DNS 도메인 이름 필드에 이 전체 DNS 이름을 제공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앞의 스크린샷에 표시된 예제 ENAUTO.com 도메인을 등록할 때의 콘솔 Active 

Directory 등록 창입니다. 이 도메인의 NetBIOS 이름은 ENAUTO이고 해당 DNS 도메인 이름은 
ENAUTO.com입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LDAPS(SSL을 통한 LDAP)에 구성된 
Active Directory 환경 사용
이 페이지에서는 클라우드부 테넌트와 함께 LDAPS용으로 구성된 Active Directory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서비
스의 지원을 설명합니다.

서비스 릴리스 2201부터 서비스는 LDAPS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AD(Active Directory) 도메인 환경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테넌트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포드 그룹의 포드는 v2201 릴
리스의 매니페스트 수준을 실행하는 Horizon Cloud 포드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의 사용 설정을 요청하
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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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에 대한 간략한 소개
VDI 제공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사용하여 AD 도메인에서 조회를 수행할 수 있
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AD 환경이 LDAPS용으로 구성된 경우 서비스에는 도메인 컨트롤러의 루트 CA 인증서와 
중간 CA 인증서(선택 사항)가 필요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수집하고 시스템
에 저장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CA 인증서를 시스템에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인 자동 검색 및 수동 업로드를 제공합
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요 사항 및 요구 사항
LDAPS 구성 AD 도메인을 등록하기 전에 다음 중요 사항 및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n 자체 서명된 인증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n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DNS에 LDAPS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도메인에 대한 SRV 레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도
메인에 LDAPS를 사용하도록 선택하면 SRV 레코드를 암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n 반드시 AD 환경을 채널 바인딩을 적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 바인딩 적용은 LDAPS를 올바르
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으로, 특히 중간자(MITM) 공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n 서비스의 도메인 등록 워크플로에서 서비스에서 사용할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를 지정하려면 정규화된 DNS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설정 도메인 컨트롤러를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입력할 때 콘솔은 IP 주소 입력을 차단합니다. 2개 이상의 기본 DC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n 콘솔의 [도메인 바인딩] 마법사에서 기본 DC를 지정하지 않으면 DNS를 사용하여 서비스가 검색하는 DC에 
모든 포드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n 방화벽 구성은 다음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모든 포드에서 도메인 컨트롤러로의 아웃바운드 연결을 허
용해야 합니다.

n 포트 88/TCP - Kerberos 인증
n 포트 636/TCP 및 3269/TCP - LDAPS 통신

n 루트 인증서를 제외한 신뢰 체인의 모든 인증서에 HTTP 해지 끝점을 정의해야 하며 HTTP를 통해 포드에서 
해당 끝점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n LDAP를 해지 끝점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n 서비스는 인증서에 정의된 OCSP 또는 CRL HTTP URL을 사용하여 해지 검사를 수행합니다.

n 인증서가 HTTP 프로토콜에 대한 OCSP 또는 CRL 끝점을 정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서 해지 검사를 수
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LDAPS 연결이 실패합니다.

n 모든 포드는 해지 끝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화벽은 배포된 포드에서 HTTP를 통해 해지 끝점으
로 이동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차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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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색 - Microsoft CA

Microsoft CA를 사용하여 도메인 컨트롤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은 자동 검색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Active Directory 환경에서 모든 루트 및 중간 인증서를 자동으로 찾아 
콘솔에 표시하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자동 검색된 인증서는 모두 수락하거나 모두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분 승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콘솔에서 승인되면 나중에 동일한 포리스트의 모든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인증서를 저장합니다. 한 
도메인에서 자동 검색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해당 도메인을 서비스에 등록한 다음, 나중에 동일한 포리스트에서 다
른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포리스트의 이전 도메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콘솔에 표시되는 자동 검색
된 인증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구현되므로 새 도메인 등록 시 이전 도메인 등록 시간과 동일한 포리
스트의 다음 도메인 등록 시간 사이에 포리스트에 새 인증서가 생성되거나 인증서가 삭제되는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콘솔은 다음 위치 내에서 이 자동 검색 경로를 제공합니다.

n AD 도메인 등록 흐름의 도메인 바인딩 부분에 포함되는 프로토콜 단계에서. 프로토콜에 LDAPS를 선택하면 
자동 검색 선택 항목 및 버튼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자동 검색하고 해당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n [AD 인증서] 페이지의 설정 > AD 인증서 > 자동 검색됨에서. 테넌트에 등록된 기존 AD 도메인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콘솔에서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인증된 인증서를 확인하고 사용 중이 아
닌 인증서를 삭제하여 설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동 검색된 인증서가 표시됩니다.

수동 업로드 - 비 Microsoft CA 또는 Microsoft CA

비 Microsoft CA를 사용하여 도메인 컨트롤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엔터프라이즈 CA를 지원하지 않는 
AADDS를 사용하는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은 CA 인증서를 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한 수동 업로드 경
로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콘솔을 사용하여 PEM으로 인코딩된 루트 및 중간 CA 인증서를 수동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환경에서 Microsoft CA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한다면 수동 업로드 방법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certutil과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타사, 비 Microsoft CA 인증서를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게시한 경
우 자동 검색 방법을 통해 해당 CA 인증서가 검색됩니다.

콘솔은 다음 위치 내에서 사용자에게 이 수동 업로드 경로를 제공합니다.

n AD 도메인 등록 흐름의 도메인 바인딩 부분에 포함되는 프로토콜 단계에서. 프로토콜에 LDAPS를 선택하면 
업로드 선택 항목 및 버튼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n [AD 인증서] 페이지의 설정 > AD 인증서 > 업로드됨에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에 등록된 기존 AD 

도메인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콘솔에서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업로드 버튼을 사
용하여 각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해지 검사
이 서비스는 인증서에 정의된 OCSP 또는 CRL http:// URL을 사용하여 인증서 해지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 서
비스는 기본적으로 OCSP를 통해 검사합니다. 끝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는 CRL을 사용하여 검사를 시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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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OCSP 응답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억할 사항   앞의 주요 사항 및 요구 사항 섹션에 설명된 대로 CA는 HTTP를 사용하여 OCSP 또는 CRL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서비스 검사가 작동하지 않습니
다.

새로 발급된 CA 인증서 - 도메인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 CA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새로 발급된 CA 인증서를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CA 인증서를 시스템으로 가져옵니다.

도메인 등록에 수동 업로드가 사용되는 경우
CA 인증서가 새로 발급되는 즉시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설정 > AD 인증서 > 업로드됨으로 이동한 후 
업로드를 사용합니다.

도메인 등록에 자동 검색이 사용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새로 발급된 CA 인증서의 존재 여부가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시스템에서 새 
CA 인증서를 감지하면 알림을 생성하고 콘솔의 표준 알림 표시와 함께 표시합니다. 이 알림은 시스템에 새 
CA 인증서를 저장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표시됩니다. 도메인 포리스트의 경우 이 알림은 포리스트
의 모든 도메인이 아니라 포리스트당 하나의 도메인에 생성됩니다. 하나의 도메인 등록을 업데이트하면 모든 
포리스트의 도메인에 대한 작업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도메인 등록을 업데이트하려면 콘솔의 도메인 바인딩 마법사를 시작하고 마법사의 프로토콜 단계에서 자동 검
색 버튼을 사용하여 자동 검색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DC 인증서가 만료 횟수에 근접한 경우 -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 적용
서비스에서 DC(도메인 컨트롤러) 인증서의 만료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지하면 알림이 생성되고 콘솔의 표
준 알림 표시와 함께 콘솔에 표시됩니다. 첫 번째 알림은 만료 시간 21일 전에 나타납니다.

중요   VMware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알림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n 만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DC 인증서를 재발급하려면 업데이트 적용 작업을 수행합니다.

n 업데이트 적용 작업에 새 CA 인증서 발급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CA가 새 DC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되기 
전에 새 CA 인증서를 시스템에 저장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새 CA 인증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앞
의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만료 예정인 인증서 알림의 예
다음 스크린샷은 이러한 알림 중 하나를 보여 줍니다. 도메인 포리스트의 경우 이 알림은 포리스트의 모든 도
메인이 아니라 포리스트당 하나의 도메인에 생성됩니다. 하나의 도메인을 업데이트하면 모든 포리스트의 도메
인에 대한 작업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도메인의 구성으로 이동되며 여기에서 
[도메인 바인딩] 마법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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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와 LDAPS 간 전환 지원
테넌트가 이 페이지 맨 위에 설명된 대로 이 기능의 기준을 충족하며, 하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AD 도메인을 
등록한 후에는 콘솔에서 기존 도메인 바인딩 구성을 업데이트하여 다른 프로토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DAPS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도메인 바인딩을 구성했으며 LDAP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해야 할 경우 
Active Directory > 도메인 바인딩으로 이동한 후 도메인 바인딩 정보를 편집하여 다른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도메인 바인딩을 편집할 때 콘솔에서 도메인 바인딩 마법사를 엽니다. 그런 다음, 마법사를 완료하고 필요
한 정보를 입력하고 단계를 진행하여 현재 프로토콜 선택 항목에서 다른 프로토콜 선택 항목으로 변경합니다.

서비스의 저장된 수집에서 인증서 삭제
콘솔에 현재 서비스에 저장된 모든 인증서가 표시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콘솔의 디스플레이에서 인증서를 
지우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콘솔의 설정 > 인증서 페이지에서는 자동 검색됨 및 업로드됨 인증서에 삭제 작업을 
제공합니다.

LDAPS 지원에 테넌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의 도메인 바인딩 마법사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화면의 도메인 바인딩 흐름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경우와 다르게 보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s://cloud.horizon.vmware.com에서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테넌트와 첫 번째 포드가 완전히 새로운 경우처럼 테넌트에 등록된 AD 도메인이 0개인 경우 해당 상황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단일 위치(콘솔의 시작 > 일반 설정 > Active Directory > 구성)에서 도메인 바인딩 흐름
을 시작합니다.

콘솔에서 페이지의 왼쪽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테넌트에 AD 도메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콘솔의 설
정 > Active Directory 페이지로 이동하여 도메인 바인딩 정보 입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2단계를 수행하면 도메인 바인딩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이 마법사는 [도메인 바인딩], [프로토콜], [요약]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도메인 바인딩 부분부터 세 부분을 보여 줍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37



4 이 첫 번째 마법사 단계에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각 
바인딩 계정 이름을 입력할 때 사용자 로그온 이름(예:ouraccountname)과 같이 도메인 이름이 없는 계정 이
름을 입력합니다. 이러한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서 서비스가 요구하는 항목은 도메인 바인딩 계정 - 필수 특성
을 참조하십시오.

필드 설명
NETBIOS 이름 시스템에 텍스트 상자가 표시됩니다. 포드에 표시되는 AD 도메인의 NetBIOS 이름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름은 마침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
메인 환경에서 사용할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예는 Horizon Cloud의 Active 

Directory 워크플로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 등록 필드에 필요한 정보 찾
기을 참조하십시오.

DNS 도메인 이름 NETBIOS 이름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AD 도메인의 정규화된 DNS 도메인 이름을 입
력합니다.

바인딩 사용자 이름 및 바인딩 암호 선택한 도메인에 사용할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 바인딩 서비스 계정의 자격 증명을 제공
합니다.

보조 계정 #1 바인딩 사용자 이름 및 바인딩 암호 필드에 보조 LDAP 바인딩 계정으로 사용할 도메인
의 사용자 계정과 관련 암호를 입력합니다.

5 프로토콜 단계에서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서비스가 첫 번째 마법사 단계에서 입력한 AD 도메인과 
통신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기본 도메인 컨트롤러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LDAPS용으로 구성된 AD 환
경의 컨텍스트에서 마법사의 이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CA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UI에는 프로토콜 선택 항목이 반영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LDAPS 선택 항목과 자동 검색 라디오 버튼 선택 
항목을 보여 줍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38



이러한 필드는 이전 마법사 단계에서 지정한 AD 도메인의 컨텍스트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UI는 선택 사항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필드 설명
프로토콜 LDAPS 또는 LDAP를 선택합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선택 사항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지정된 AD 도메인에 액
세스하기 위해 서비스에서 사용하려는 쉼표로 구분된 해당 DC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비워 두면 서비스는 이 AD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n LDAPS를 프로토콜로 선택한 경우 정규화된 DNS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DC를 
지정해야 합니다.

n LDAP가 프로토콜로 선택되면 IP 주소 또는 정규화된 DNS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AD 도메인에 대한 이름 지정 컨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는 이전 마법사 단계에서 
DNS 도메인 이름에 지정된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인증서 프로토콜에 LDAPS가 선택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 인증서를 시스템에 제공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의 앞에 설명된 대로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지원
합니다.

n CA 인증서의 자동 검색. 이 설명서 페이지의 위쪽에 있는 자동 검색 - Microsoft 

CA 섹션을 참조하여 AD 도메인 환경에서 이 방법의 사용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
시오.

n CA 인증서를 수동으로 업로드합니다. AD 도메인 환경에서 자동 검색 방법의 사용
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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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에 LDAPS를 선택하고 인증서의 라디오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인증서 제공을 위해 선택한 방법
에 따라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두 경우 모두 UI에 표시되는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Autodiscover

자동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의 이전 섹션에 설명된 대로 시스템은 관련 마법사 필드에 입력된 AD 도메
인 및 도메인 컨트롤러 정보로 지정된 환경에서 CA 인증서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CA 인증서가 UI에 표시됩니
다. 화면 흐름을 따릅니다. 검색된 모든 인증서를 수락하라는 메시지가 UI에 표시됩니다. 마법사가 최종 단계
로 진행되려면 검색된 인증서 집합을 수락해야 합니다.

업로드
이 방법은 PEM으로 인코딩된 루트 및 중간 CA 인증서를 수동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를 클릭하여 로
컬 시스템에서 CA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UI는 PEM 파일 확장명을 갖는 파일만 수락합니다.

마법사의 다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이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단계로 이동합니다.

6 [요약] 단계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만족스러우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전 단계에서 업로드 방법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제공한 경우의 요약을 보여 줍니다. 이 예에
서는 8개의 인증서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끝나면 AD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바인딩 구성이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새 Horizon Cloud 테넌트에 대한 첫 번째 AD 도메인을 등록하는 과정의 일부로 위 흐름을 실행한 경우 나중에 
UI에서 도메인 가입 흐름 및 관리자 추가 흐름을 완료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두 흐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에서 도메인 가입 및 슈퍼 관리자 역할 추가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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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인증서 페이지
인증서가 시스템에 저장되면 콘솔의 [AD 인증서] 페이지에 인증서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CA 인증서를 확인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인증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관리자가 시스템에 인증서를 업로드한 경우를 보여 주는 예에 불과합니다.

LDAP 서버 서명 요구 사항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Horizon Cloud 지원
Horizon Cloud에서는 도메인 컨트롤러: LDAP 서버 서명 요구 사항 보안 정책 설정이 서명 필요로 설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Horizon Cloud에서는 서명 및 봉인이 둘 다 사용되도록 설정된 보안 GSSAPI(Generic Security Services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LDAP 바인딩을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LDAP 데이터 무결성 및 개인 정보 
보호를 모두 제공합니다. 또한 Horizon Cloud 포드에 도메인 컨트롤러: LDAP 서버 서명 요구 사항 보안 정책 설
정이 서명 필요로 설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Horizon Cloud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한 외부 및 포리스트 트러스트 지원 
정보
복잡한 Active Directory 환경의 조직에는 사용자 계정이 다른 포리스트의 도메인에 있고 도메인의 사용자가 다
른 도메인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부 또는 포리스트 신뢰가 있으면서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
스가 한 포리스트의 도메인에 가입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해당 외부 신뢰 또는 서로 다
른 포리스트의 도메인 사이에 있는 포리스트 신뢰를 트래버스 하기 위한 Horizon Cloud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 및 그룹에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할당을 생성합니다. 콘솔
을 사용하여 VDI 데스크톱 할당 또는 팜을 생성하는 경우, 결과 데스크톱 VM 또는 팜 세션 호스트 VM을 찾을 클
라우드 등록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또한 콘솔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사용자 및 그룹에서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할당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할당에 대해 복잡한 도메인 환경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Horizon Cloud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n 한 포리스트의 도메인에 가입된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다른 포리스트의 도메인에 가입된 
사용자 및 그룹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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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단방향 신뢰.

중요   Horizon Cloud 할당에 대해 도메인 로컬 그룹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포리스트의 그룹
에 동일한 할당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려면 각 포리스트에서 하나의 유니버설 그룹을 등록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외부 및 포리스트 신뢰를 지원하도록 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n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서 사용하려는 계정이 포함된 모든 포리스트의 모든 도메인을 
Horizon Cloud에 등록합니다. 그룹의 도메인이 Horizon Cloud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포리스
트의 그룹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
메인 등록 수행 및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등록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항목에 설명된 대로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는 
모든 클라우드 등록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n 포리스트 신뢰의 양쪽에서 포리스트 루트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포리스트 루트 도메인에 사용자 또는 데스크
톱이 없는 경우에도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Horizon Cloud에서 포리스트 루트에 연결하
고 관련 TDO(트러스트된 도메인 개체)를 디코딩할 수 있습니다.

n 각 포리스트에 등록된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 대해 글로벌 카탈로그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등록된 모든 도메인에 글로벌 카탈로그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n 다른 포리스트의 그룹에 Horizon Cloud의 동일한 할당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려면 각 포리스트에서 하
나 이상의 범용 그룹을 등록해야 합니다.

n 포리스트 도메인의 DNS 이름 및 루트 이름 지정 컨텍스트에 대한 계층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상위 도메
인을 example.edu라고 지칭할 경우 하위 도메인을 vpc.example.edu라고 지칭할 수 있으나 vpc.com
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n 외부에서 트러스트된 포리스트의 도메인에 등록된 다른 메인과 충돌하는 NETBIOS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이러한 도메인은 시스템의 열거에서 제외됩니다. 등록된 NETBIOS 이름은 트러스트된 포리스트 도메인의 
시스템 열거 중에 발견된 충돌하는 NETBIOS 이름보다 우선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십시오.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 및 운영 작업을 수행합니다. 콘
솔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업계 표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일부 로그인 세부 단계는 특정 환경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클라우드 기반 콘솔에 대한 로그인 인증은 VMware Cloud Services를 사용하는 계정 자격 증명 인증을 
활용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인증 요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콘솔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
다. 콘솔의 첫 번째 로그인 화면에 로그인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https://status.workspaceone.com의 
[Horizon Cloud 시스템 상태] 페이지에서 최신 시스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수신을 구독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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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 흐름에 대한 개요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인증 정보를 참조하
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과 연결된 VMware Cloud Services 계정 또는 VMware Customer Connect 계
정(이전 My VMware 계정)의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Horizon Cloud 테넌트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도메인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Active Directory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절차
1 https://cloud.horizon.vmware.com/의 Horizon Universal Console 포털 URL로 이동합니다.

이 URL을 통해 스크린샷에서 보여주는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 화면으로 리디렉션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와 연결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이전에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 버튼을 클릭
하면 서비스 약관 알림 상자가 표시됩니다. 계속하려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2 Horizon Cloud 테넌트의 상태에 적용되는 인증 흐름에 따라 화면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테넌트 상태 및 흐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인증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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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콘솔이 나타납니다.

중요  
n Active Directory 로그인 화면에서 올바른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제출하면 AD 사용 권한 불일치

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할당된 역할을 검토하려면 기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
한 일반 설정의 My VMware 섹션에서 사용자에게 할당된 역할보다 더 작은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된 Active Directory 그룹에 속해 있는 것입
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Horizon Cloud 테넌트에 대한 관
리자 권한이 있는 조직의 개인이 로그인하고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선택한 역할에 대한 사용 권한과 
일치하도록 [일반 설정] 페이지의 My VMware 섹션에서 할당된 역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역할
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
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에 입력한 자격 증명이 환경에 대한 클라우드부의 테넌트 레코드에서 소유
자로 표시된 경우 이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Active Directory 그룹의 역할과 역할 사용 권한
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n 환경에서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경우 유지 보수 기간에 로그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로그인 화면에 표시됩니
다.

n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를 잘못 입력하면 시스템은 VMware Cloud Services 인증에서 
로그아웃합니다. 이 상황에서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으로 돌아가 로그인 흐름을 따라 Active 

Directory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해당하는 경우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Horizon Cloud 고객 계정에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전체 Active Directory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
해야 합니다.

참고   관리자가 콘솔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30분입니다.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인증된 세션이 종료되고 
관리자는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하나 이상의 포드가 있으면 일반 설정 페이지의 세션 시
간 초과 섹션에서 관리 포털 시간 초과 값을 편집하여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Horizon 포드만 
있는 경우 기본값인 30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
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인증 정보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을 관리합니다. 해당 콘솔에 액세스하는 기능은 해당 Horizon 

Cloud 테넌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의 인증과 인증 흐름과 동일한 테
넌트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사용하는 인증을 제공하는 인증 흐름에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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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단계 및 로그인 화면 스크린샷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십시오.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환경을 Workspace ONE 환경에 통합한 경우 Workspace ONE 또는 Horizon Cloud 로그인 
흐름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Just-in-Time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사용하여 생성된 사용자는 Horizon Cloud 로그인 흐름을 사용하여 로
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Workspace ONE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모든 테넌트 상태에서 로그인 흐름은 인증 요청을 VMware Cloud Services로 리디렉션합니다.

n VMware Cloud Services에 조직의 특정 구성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 구성에 따라 인증됩니다.

n 그렇지 않은 경우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 흐름에서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의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의 이름은 이전에 My VMware 계정이었습니다.) 

계정 자격 증명은 user@example.com과 같은 기본 이메일 주소와 계정 프로파일에 설정된 암호입니다.

위 방법의 하나를 사용한 후에 표시되는 특정 인증 흐름은 로그인하는 시점의 Horizon Cloud 테넌트 상태, 즉 테
넌트에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존재하기 전에 로그인했는지, 단일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지만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없을 때 로그인했는지, 테넌트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하나 있을 때 로그인했
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테넌트 상태 — 클라우드 연결 포드 없음
테넌트에서 인증을 받은 후에는 콘솔의 [시작] 마법사에서 용량 섹션이 기본적으로 확장되어 표시됩니다. 클라우드
가 포드에 연결될 때까지 [시작] 마법사는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입니다. 이 시점에 테
넌트를 이 초기 상태 이후에 전환하려면 포드를 Horizon Cloud로 온보딩해야 합니다. 포드 온보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용 Horizon Cloud 및 Horizon 포드로 배포 및 온보딩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팁   라이센스 및 역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 키 보기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VMware 제품의 
영구 키를 보고 생성할 수 있는 [영구 키]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영구 키 보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포드가 
온보딩되고 도메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 라이센스 및 역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라이센스] 페이지와 [시작] 페이
지 모두에서 해당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라이
센스 정보 가져오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스크린샷은 테넌트가 이 초기 상태일 때의 콘솔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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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1개 있고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없는 테넌트
테넌트에서 인증을 받은 후 콘솔의 디스플레이가 초기 상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작] 마법사는 용량 섹션
이 기본적으로 확장된 액세스 가능한 유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Horizon Cloud 테
넌트를 사용하여 조직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구성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넌트를 
이 상태 이후로 전환하려면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1개 있는 테넌트
VMware Cloud Services에서 성공적으로 인증한 후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n Horizon Cloud 테넌트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VMware Cloud services로 페더레이션된 
엔터프라이즈용으로도 구성된 경우 해당 구성에 따라 인증이 흐릅니다. 인증 흐름에서 Horizon Cloud 

Active Directory 로그인 창이 생략됩니다. 페더레이션된 ID 관리를 위해 VMware Cloud Services에 구
성된 조직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콘솔이 표시됩니다.

n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VMware Cloud Services에 페더레이션되지 않으면 브라우저가 
Horizon Cloud Active Directory 로그인 창으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Active Directory 로그인 창에서 
Active Directory 계정의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이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이 성공하면 콘솔이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EXAMPLEDOMAIN이라는 도메인이 테넌트에 등록되었을 때의 이 로그인 창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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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2개 이상 있는 테넌트
이 상태에서는 인증 흐름이 위의 등록된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 상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
생합니다.

n Horizon Cloud Active Directory 로그인 창이 표시되는 인증 흐름에서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제공된 
자격 증명이 유효한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Horizon Cloud 테넌트에 DOMAIN-A 및 DOMAIN-
B의 등록된 두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의 예를 보여 줍니다.

n 계정이 테넌트에 등록되고 VMware Cloud services로 설치된 엔터프라이즈 페더레이션을 갖춘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속하는 경우 이전 섹션에 설명된 대로 인증 흐름에서 Horizon Cloud Active 

Directory 로그인 창이 생략됩니다. 그러나 계정이 테넌트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속해 있지
만 조직에서 VMware Cloud services와의 엔터프라이즈 페더레이션을 위해 해당 도메인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Horizon Cloud Active Directory 로그인 창으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경우 드롭다운
에서 도메인을 선택하고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제공하여 로그인합니다.

참고   2020년 5월부터 이 페더레이션된 ID 관리 기능은 제한된 가용성을 제공하며 현재 Horizon Cloud 테
넌트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모두 Microsoft Azure의 포드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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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
이 클라우드 및 웹 기반 콘솔은 Horizon Cloud 환경 및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단일 제어 
지점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주의   Horizon Universal Console은 동적이며,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합니다. 이 설명
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에 대한 액세스가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제한된 가용성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
는 방법(VMware KB 2006985)에 설명된 대로 정보(비기술적) SR(서비스 요청)을 열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환경
콘솔은 최신 버전의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및 Microsoft Edge와 호환됩니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1에서는 이 콘솔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차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Apple Safari에서 이 콘솔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Apple Safari에서는 이 콘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1과 같은 최신이 아닌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콘솔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콘솔에 최
신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한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위해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및 Microsoft Edge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탐색 및 기능 영역
인터페이스 왼쪽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계층 구조를 제공하는 탐색 막대가 표시됩
니다. 다음 표는 탐색 막대 맨 위부터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범주 기능 영역
모니터링 모니터 범주에서 통합 대시보드,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및 알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있는 페이지의 개요를 보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모니터링 메뉴 정보 및 항목 
Horizon Cloud 대시보드 - 포드 그룹 및 테넌트 환경에 대한 상태 가시성 및 인사이트, 활동 페이
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 및 알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할당 할당 범주에서 할당 및 할당 관련 작업과 워크플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페이지에 대
한 개요 및 할당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할당 관련 워크플로에 대한 링크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할당 메뉴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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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기능 영역
인벤토리 [인벤토리] 범주에서는 포드의 Desktop-as-a-Service 아티팩트(예: 가져온 기본 VM, 봉인된 이

미지, 팜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 및 해당 범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의 개요를 보려면 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 내 자산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범주의 많은 페이지는 Microsoft Azure의 포드에만 적용됩니다.

설정 [설정] 범주에서는 작업 환경의 설정 및 구성과 관련된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주 및 
해당 범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개요를 보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설정 메뉴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 릴리스에서는 콘솔의 일부 영역이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만 적용됩니
다. Horizon Cloud 포드는 콘솔의 자동화된 포드 배포 마법사를 통해 Microsoft Azure에 배포되고 포드 관리자 
소프트웨어 기술을 실행합니다. 클라우드 연결 포드 환경이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를 실행하
는 포드에 해당하는 Horizon 포드로만 구성된 경우,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만 해당하는 영역은 그래픽 및 메시지
를 표시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표시되는 일부 내용을 보여 줍니다.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에 Horizon Cloud 포드와 Horizon 포드가 둘 다 포함될 경우 다양한 페이지에 설명을 
포함하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상단 도구 모음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 아래에 표시되는 로그아웃 작업 외에도, 콘솔의 상단 부분에 다음이 제공됩니다.

n 사용자 또는 VM을 검색하기 위한 콘솔의 검색 기능( ). 자세한 내용은 콘솔
의 검색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 알림( ). 자세한 내용은 알림 페이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사용자 의견 . 자세한 내용은 VMware와 사용자 의견 공유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지원 관련 정보 ( )(예: 현재 서비스 수준의 새로워진 사항, 웹 기반 설명서, 빌드 정보,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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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언어 선택기, 지원되는 언어로 콘솔을 표시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클라
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등록
필요에 따라 Horizon Cloud 고객 계정에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하면 해당 도메인이 해당 Horizon Cloud 고객 계정에 연결된 클라우드 구성 도메인 집
합에 추가됩니다. 도메인이 클라우드 구성 도메인 집합에 있는 경우 해당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 및 그룹을 사용하
도록 설정하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헬프 데스크 기능을 사용하는 헬프 데스크 관
리자 또는 데스크톱 관련 기능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중요   도메인 바인딩 및 도메인 가입 계정과 관련된 바인딩 사용자 이름 및 가입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자에 사용
자 로그온 이름과 같이 도메인 이름을 제외한 계정 이름 자체(예: ouraccountname)를 제공합니다.

참고   분산 그룹은 보안 그룹 아래에 중첩되어 있더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Active Directory 그룹을 생성할 때
는 그룹 유형에 대해 보안을 항상 선택합니다.

테넌트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LDAPS(SSL을 통한 LDAP)에 구성된 Active Directory 환
경 사용에 설명된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3단계의 콘솔 화면이 여기에 설명된 것과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테
넌트에 해당 사용 설정이 있는 경우 대신 해당 페이지를 따르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도메인 가입 계정 단계가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Active Directory 인프라가 정확한 시간 소스와 동기화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VMware 지원팀에 지원을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바인딩 단계
는 성공하지만 도메인 가입 단계는 실패할 경우 도메인을 재설정하고 시간 소스를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재설정하려면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제거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대해 다음을 비롯하여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에 설
명된 요구 사항에 맞는 두 개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우발적인 잠금으로 인해 클라우드 기반 콘솔에 로그인하지 못하여 Horizon Cloud 환경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만료되거나, 변경되거나, 잠길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
템은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서비스 계정으로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쿼리하기 위해 콘솔에 로
그인하기 위한 자격 증명을 확인하므로 이 유형의 계정 구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면 시스템에서는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사용합니다.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모두 만료되거나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콘솔에 로그인하고, 액세스 가능한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사용하도
록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항상 콘솔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됩니다. 슈퍼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용자가 지정된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액세스
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50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4A16C7EE-A5D2-4EA1-AD0E-D6153101B7EA.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5F0B52F6-CD79-447B-B1C6-6ED2AF71BBA7.html


도메인 가입 계정의 경우 계정이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
인합니다.

경고  
n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된 Active Directory 그룹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해

당 그룹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향후 로그인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포드 그룹에 1600.0 이전의 매니페스트를 실행 중인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에 슈퍼 관리자 역할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298 이전 버전의 이러한 매니페스트는 지원되
지 않으며 VMware KB 86476에 설명된 대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워크플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콘솔의 Active Directory 등록 창에 이러한 값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예는 
Horizon Cloud에서 Active Directory 워크플로의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 필드를 등록하는 데 필
요한 정보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할 경우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해당 도메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포드에서 동일한 고객 계정 레코드가 해당 계정에 등록된 동일한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 집합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노드는 동일한 Active Directory 서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DNS 구성이 모든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Active Directory를 선택합니다.

2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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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ive Directory 등록] 대화상자에서 요청된 등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중요   전제 조건에 설명된 대로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는 Active Directory 

계정을 사용합니다.

옵션 설명
NETBIOS 이름 n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가 있는 경우 이 단계에서 Horizon 포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이름으로 채워진 선택 메뉴가 표시됩니다. 먼저 등
록하려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n Microsoft Azure에 클라우드 연결 포드만 있는 경우 이 단계에서 텍스트 상자가 표
시됩니다. 등록하려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NetBIOS 이름을 입력합니다. 일
반적으로 이 이름은 마침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환경에
서 사용할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한 예는 Horizon Cloud의 Active Directory 워크플
로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 등록 필드에 필요한 정보 찾기을 참조하십시
오.

DNS 도메인 이름 n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가 있는 경우 NETBIOS 이름에 대해 선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n Microsoft Azure에 클라우드 연결 포드만 있는 경우 시스템에 텍스트 상자가 표시됩
니다. NETBIOS 이름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정규화된 
DNS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환경에서 사용할 값을 찾
는 방법에 대한 예는 Horizon Cloud의 Active Directory 워크플로 NETBIOS 이름 
및 DNS 도메인 이름 등록 필드에 필요한 정보 찾기을 참조하십시오.

프로토콜 지원되는 프로토콜인 LDAP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바인딩 사용자 이름 기본 LDAP 바인딩 계정으로 사용할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
참고   사용자 이름 자체만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바인딩 암호 바인딩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자의 이름과 연결된 암호.

보조 계정 #1 바인딩 사용자 이름 및 바인딩 암호 필드에 보조 LDAP 바인딩 계정으로 사용할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과 관련 암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사용자 이름 자체만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4 도메인 바인딩을 클릭합니다.

도메인 바인딩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도메인 가입]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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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메인 가입] 대화상자에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   전제 조건에 설명된 도메인 가입 계정의 지침에 부합되는 Active Directory 계정을 사용하십시오.

옵션 설명
기본 DNS 서버 IP Horizon Cloud에서 시스템 이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려는 기본 DNS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포드의 경우 이 DNS 서버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내부
의 시스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 DNS 서버 IP (선택 사항) 보조 DNS 서버의 IP 주소
기본 OU 가져온 VM, 팜 RDSH VM,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와 같은 포드의 데스크톱 관련 가상 시

스템에서 사용하려는 Active Directory OU(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Active Directory 

OU는 OU=NestedOrgName, OU=RootOrgName,DC=DomainComponent와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시스템 기본값은 CN=Computers입니다. 필요에 맞게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예: CN=myexample).

참고   중첩된 조직 이름에 대한 설명은 중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직 구성 단위
를 사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입력한 각 개별 OU는 항목의 OU= 부분을 제
외하고 64자 이하여야 합니다. Microsoft에서는 개별 OU를 64자 이하로 제한합니다. 

64자보다 길지만 64자를 초과하는 개별 OU가 없는 OU 경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각각
의 개별 OU는 64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 사용자 이름 해당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컴퓨터를 가입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계정입니다.

참고   사용자 이름 자체만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가입 암호 가입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자의 이름과 연결된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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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 사항)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기본 도메인 가입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시스템에서는 Microsoft Azure 포드의 작업 중에서 이
미지 VM 가져오기, 팜 RDSH 인스턴스 생성,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 생성 등과 같이 도메인에 가입해야 하
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참고  
n 전제 조건에 설명된 기본 도메인 가입 계정의 동일한 지침에 부합되는 Active Directory 계정을 사용하

십시오. 두 계정 모두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된 경우가 아니면, 이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의 만료 시간은 
기본 도메인 가입 계정과 달라야 합니다. 기본 및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이 동시에 만료되면 이미지 봉인
과 팜 RDSH VM 및 VDI 데스크톱 VM 프로비저닝을 위한 시스템 작업이 실패합니다.

n Horizon Cloud에 등록하는 각 Active Directory에 대해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을 하나만 추가할 수 있
습니다.

n 이번에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을 추가하지 않으면 나중에 콘솔을 사용하여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n 나중에 이 계정을 업데이트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n 데스크톱 관련 가상 시스템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예: 봉인된 이미지, 팜 RDSH 인스턴스 또는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는 시스템이 해당 가상 시스템에서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버전 
18.1 이상이어야 합니다.

옵션 설명
보조 가입 사용자 이름 해당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시스템을 가입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계정
중요   이 필드에는 도메인 이름 없는 사용자 로그온 이름과 같은 계정 이름(예: 

ouraccountname)만 제공하십시오. 슬래시 또는 @ 기호를 입력하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보조 가입 암호 보조 가입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자의 이름과 연결된 암호
 

7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때 도메인 가입 단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관리자 추가]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슈퍼 관리자 추가] 대화상자에서 Active Directory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이 콘솔을 통해 환경에서 관리 작
업을 수행하려는 Active Directory 관리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이 고객 계정에 대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할당은 하나 이상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자 계정에 Horizon Cloud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십시오.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합니다.

중요   포드 그룹에 1600.0보다 오래된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 전제 조건에 설명된 것과 같이 도메인 가입 계정이 포함된 Active Directory 그룹을 슈퍼 관리자 
역할에 추가해야 합니다. 포드 그룹에 이러한 이전 매니페스트에서 실행 중인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이 슈퍼 관리자 역할이 있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없는 경우 해당 포드에서 VM 가져오기 워크플로
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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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장을 클릭합니다.

결과
이제 다음 항목이 구성됩니다.

n Active Directory 도메인은 이 Horizon Cloud 고객 계정에 연결된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
인 중 하나입니다.

n Microsoft Azure에 있는 포드의 경우 Horizon Cloud에는 데스크톱 관련 가상 시스템이 해당 도메인에 가
입되는 해당 시스템 작업에 필요한 도메인 가입 계정이 있습니다.

n VMwar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 로그인한 후 Active Directory 로그인 창에서 Horizon 

Cloud 역할이 할당된 해당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가 Active Directory 계정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n 슈퍼 관리자 역할을 부여한 그룹의 사용자가 첫 번째 로그인 화면을 위해 연결된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콘솔에 액세스하고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가 첫 번째 로그인 
단계를 위해 자신의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
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로그인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여에 설
명된 단계를 완료합니다.

n Microsoft Azure 포드 리소스와 관련된 할당을 위해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n 등록된 해당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으로 콘솔의 헬프 데스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이때 일반적으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n 사용자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이 도메인의 추가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먼저 연결된 Horizon 

Cloud 역할이 있는 VMware 계정을 추가한 다음 해당 Active Directory 계정에 적절한 Horizon Cloud 

역할을 부여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로그인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여 및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콘솔에 대해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이 도메인의 사용자에게 데모 관리자 역할을 할당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 및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 받은 후에 해당 그룹의 개인에 대해 활성화된 콘솔의 영
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에서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한 
추가 보조 바인딩 계정 추가
Horizon Cloud 환경에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할 때 구성에는 하나의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
정이 필요합니다. 하나 이상의 보조 바인딩 계정을 두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기본 바인딩 계정에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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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관리자 사용자가 관리 콘솔에서 잠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해 추가 보조 바인딩 계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에 대해 구성한 기본 및 첫 
번째 보조 바인딩 계정에 모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면 시스템은 다음 보조 바인딩 계정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연결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설정 > Active Directory로 이동한 후 해당 도메인이 페이지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 Horizon Cloud 계정의 클라우드 구성 도메인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기존 암호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므로 도메인에 대한 콘솔에 이미 구성
된 다음 계정에 대해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이미 구성된 바인딩 계정의 암호
n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미 구성된 도메인 가입 계정의 암호
추가 중인 바인딩 계정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정보가 있는지와 도메인 바인딩 계정 - 필수 특성에 설명된 요
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섹션에 설명된 것처럼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항상 콘솔에
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됩니다. 슈퍼 관리자 권한을 부
여하지 않으려는 사용자가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로 잠기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특히 
계정 암호가 만료되거나, 변경되거나, 잠기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계정은 Active Directory를 쿼리하기 위한 
서비스 계정으로 사용되므로 이 계정 구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Active Directory를 클릭합니다.

2 보조 바인딩 계정을 추가할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3 표시되는 도메인 바인딩 설정 옆에 있는 편집을 클릭합니다.

4 [Active Directory 편집] 대화상자에서 기본 바인딩 계정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암호를 입력하면 도메인 바인딩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고급 속성을 확장하고 보조 바인딩 계정 추가를 클릭합니다.

보조 계정 정보에 대한 섹션이 대화상자에 추가됩니다.

6 계정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참고   사용자 이름 필드에는 ourbindaccount2와 같이, 사용자 이름 자체만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도메인 이
름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7 도메인 바인딩을 클릭합니다.

8 이후에 나타나는 각 창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기존 설정을 확인합니다.

도메인 가입 창이 나타나면 도메인 가입 계정의 암호를 입력한 후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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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본 및 보조 바인딩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시스템에서 해당 보조 바인딩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단계를 반복하여 여러 보조 바인딩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바인딩 계정 암호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려
면 Active Directory 편집 창의 고급 속성 영역에 표시되는 해당 링크를 사용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
이 설명서 항목에서는 사용자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고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하게 
하려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한 역할은 Horizon Universal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체의 다양한 부분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역
할은 해당 역할이 할당된 사용자가 호출할 수 있는 작업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역할의 최종 조합이 해당 사용자에게 원하는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   한 역할은 사용자가 콘솔에서 볼 수 있는 작업을 제어하고 다른 유형의 역할은 작업 호출을 제어하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가 소유하는 두 역할의 전체적인 조합이 특정 사용자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 조합은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따르지 않으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당된 역할이 여기에 설명된 지침에 따라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콘솔에 로그인한 후 수
행하도록 하려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로그인한 후 수행하지 않게 하려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
니다. 따라서 일반 설정 페이지의 My VMware 계정 영역에 있는 개별 역할을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해당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할당된 역할에 맞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일반적인 조직의 표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역할과 모범 사례 조
합을 설명합니다.

주의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하여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처럼 기능에 대한 액세스 가용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담당자
에게 요청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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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할당된 Active Directory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콘솔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역할
이러한 역할은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되며 Active Directory 그룹과 관련됩니다. 개별 사용자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인증 정보 해당 사용자 계정이 있는 AD(Active Directory) 그룹이 감지됩니다. 또한 콘솔의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해당 AD 그룹에 할당되는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콘솔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 페이지, 탭 및 창을 따라 이동하면 해당 항목은 사용자의 AD 그룹에 할당된 역할에 따라 사용하도록 설정
되거나 비활성화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중요   이러한 역할을 개별 AD 사용자 계정이 아닌 그룹에만 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한 AD 도메인 그룹에 
이러한 두 역할을 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 중 두 개를 동일한 AD 그룹
에 부여하고 해당 그룹의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콘솔로 해당 사용자 그룹에 두 역할이 할당되었음을 식별하면 사용
자 인터페이스 페이지를 이동할 때 두 역할 중 하나로 인해 해당 항목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므로 비활성화된 항목
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AD 그룹 수준에서 이러한 각 역할을 적용합니다. 개별 수준이 아니라 그룹 수준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AD 

그룹의 모든 사용자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하는 역할을 받게 됩니다. 

AD 환경의 AD 그룹에 속하는 개인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AD 환경의 개인을 하나의 AD 그룹에서 다른 Active 

Directory 그룹으로 이동하는 경우 할당된 다른 역할(My VMware 계정에 할당된 역할)에 맞는 역할 중 하나가 
있는 그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한 AD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개인을 이동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My VMware 

계정에 할당된 다른 유형의 역할을 새 AD 그룹에 할당된 개인의 역할 유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 중 하나의 예로 Help Desk Read Only Administrator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역할 및 사용 권
한] 페이지에서 AD 그룹에 해당 역할이 할당되면 해당 그룹의 개인이 최종 사용자의 사용자 카드로 이동하여 해당 
정보를 볼 수 있지만 데스크톱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역할이 해당 My VMware 계정에 할당된 사용자가 호출할 수 있는 작업을 
결정하는 역할
다른 역할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할은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일반 설정] 페이지의 
My VMware 계정 영역에 구성된 My VMware 계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에 대한 인증 정보 경우 콘솔은 로그인한 세션을 인증하는 데 사용된 My VMware 계정에 할당된 역할을 감지합
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콘솔에서 작업을 호출하려고 하면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My 

VMware 계정에 할당된 이 역할에 따라 API 호출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API 호출을 방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콘솔에 대한 초기 인증 후 할당된 역할은 다른 유형의 할당된 역할과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콘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 탭 및 창을 따라 이동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사용자의 AD 그룹에 
할당된 역할에 따라 사용하도록 설정되거나 비활성화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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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API 호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My VMware 계정에 할당된 역할이 해
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경우 API 호출이 진행되지 않고 작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중요   콘솔에서 이 역할이 사용자의 AD 그룹에 할당된 역할과 함께 작동한다고 가정할 경우(후자는 어떤 콘솔 요
소가 활성 상태인지 확인하고, 전자는 요소 클릭 시 완료할 수 있는 작업 결정) 특정 개인이 갖는 두 역할의 전체적
인 조합이 특정 개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AD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개인을 이동하는 경우 해당 My VMware 계정의 역할이 새 AD 그룹의 역할에 맞게 
정렬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표준 모범 사례 조합이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5가지 표준 모범 사례 역할 조합
아래 표에 따라 사용자의 두 역할이 잘 맞지 않을 때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직의 개인에게 부여된 역
할을 다음 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은 해당 그룹에 속한 개인의 My VMware 계정에 할당된 역
할보다 좀 더 허용적인 역할을 AD 그룹에 할당하도록 허용합니다. 개인이 여러 AD 그룹에 속하는 경우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해당 그룹에 할당된 역할이 서로 간에 그리고 개인의 My VMware 계정 역할과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My VMware 계정에 대한 역할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 있
는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대한 역할

설명

고객 관리자 슈퍼 관리자 콘솔의 모든 영역을 확인하고 콘솔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 액세스 권한.

고객 할당 관리자 할당 관리자 콘솔의 모든 영역을 보고 최종 사용자 할당 및 팜의 수정/관리
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자 읽기 전용 데모 관리자 콘솔의 모든 영역을 보고, 설정을 보고, 추가 선택 항목을 볼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항목 삭제와 같이 
환경을 변경하는 작업을 호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 조합을 
사용하는 예는 조직의 사용자가 로그인하도록 허용하며, 시스
템의 기능을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 주면서 시스템을 변경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객 기술 지원 헬프 데스크 관리자 콘솔의 헬프 데스크 관련 영역을 보고, 콘솔에서 제공하는 모든 
헬프 데스크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목적
은 사용자 카드 기능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세션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션에서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
다.

고객 기술 지원 읽기 전용 헬프 데스크 읽기 전용 관리자 콘솔의 헬프 데스크 관련 영역을 확인하고 사용자 카드의 최종 
사용자 세션 상태를 볼 수 있지만 헬프 데스크 관련 작업을 호
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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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모든 콘솔 영역에 대한 읽기 전용, 보기 액세스 권한으로 제한하려는 경
우
개인이 모든 콘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를 찾아보고, 대화상자를 열고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테넌트 
환경에서 항목 변경 작업의 호출은 제한하려면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n [일반 설정] 페이지의 My VMware 계정 영역에서 Customer Administrator Read-Only 역할을 해당 
My VMware 계정에 할당합니다. 해당 개인의 계정에 다른 역할이 나열되어 있으면 My VMware 계정 섹션
에서 해당 행을 제거하고, Customer Administrator Read-Only 역할을 지정하여 다시 추가합니다.

n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해당 개인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Demo Administrator 역할을 할당
합니다.

이러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개인이 콘솔에 로그인하고, 콘솔의 모든 페이지로 이동하고, 페이지를 찾아보고, 

대화상자를 열고 보고서를 볼 수 있지만 환경에서 항목 변경 작업의 호출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는 개별 계정 수준이 아니라 AD 그룹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직 요구 사항
에 따라 AD 그룹에 해당하는 개별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콘솔의 헬프 데스크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과 사용자 카드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려는 경우
개별 사용자가 콘솔에 로그인할 수 있고, 콘솔의 모든 영역이 아니라 헬프 데스크 관련 기능에만 액세스하도록 제
한하면서, 헬프 데스크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n [일반 설정] 페이지의 My VMware 계정 영역에서 Customer Helpdesk 역할을 해당 My VMware 계정에 
할당합니다. 해당 개인의 계정에 다른 역할이 나열되어 있으면 My VMware 계정 섹션에서 해당 행을 제거하
고, Customer Helpdesk 역할을 지정하여 다시 추가합니다.

n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해당 개인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Help Desk Administrator 역할
을 할당합니다.

이러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사용자는 콘솔에 로그인하고, 헬프 데스크 관련 기능을 보고, 헬프 데스크 관
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는 개별 계정 수준이 아니라 AD 그룹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직 요구 사항
에 따라 AD 그룹에 해당하는 개별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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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콘솔의 헬프 데스크 기능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으로 제한하려는 
경우
개별 사용자가 콘솔에 로그인할 수 있고, 헬프 데스크 관련 기능에 읽기 전용으로만 액세스하도록 제한하고, 헬프 
데스크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려면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 [일반 설정] 페이지의 My VMware 계정 영역에서 Customer Helpdesk Read-Only 역할을 해당 My 

VMware 계정에 할당합니다. 해당 개인의 계정에 다른 역할이 나열되어 있으면 My VMware 계정 섹션에서 
해당 행을 제거하고, Customer Helpdesk Read-Only 역할을 지정하여 다시 추가합니다.

n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해당 개인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Help Desk Read Only 
Administrator 역할을 할당합니다.

이러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사용자는 콘솔에 로그인하고, 헬프 데스크 관련 기능을 읽기 전용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는 개별 계정 수준이 아니라 AD 그룹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직 요구 사항
에 따라 AD 그룹에 해당하는 개별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콘솔의 할당 및 팜 관련 기능 액세스 권한으로 제한하려는 경우
개별 사용자가 콘솔에 액세스하여 최종 사용자 할당 및 팜 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고 콘솔의 다른 모든 영역
에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갖게 하려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일반 설정] 페이지의 My VMware 계정 영역에서 Customer Assignment Administrator 역할을 해당 
My VMware 계정에 할당합니다. 해당 개인의 계정에 다른 역할이 나열되어 있으면 My VMware 계정 섹션
에서 해당 행을 제거하고, Customer Assignment Administrator 역할을 지정하여 다시 추가합니다.

n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해당 개인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Assignment Administrator 역할
을 할당합니다.

이러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개인이 콘솔에 로그인하고 모든 콘솔 페이지로 이동하여 본 다음 최종 사용자 할
당 및 팜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VM 구성, 전원 관리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구성과 같은 할당 및 팜 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는 개별 계정 수준이 아니라 AD 그룹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직 요구 사항
에 따라 AD 그룹에 해당하는 개별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모든 콘솔 영역 및 작업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개별 사용자가 해당 콘솔 영역을 모두 볼 수 있고 테넌트 환경의 항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호출할 수 있도록 콘솔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n [일반 설정] 페이지의 My VMware 계정 영역에서 Customer Administrator 역할을 해당 My VMware 

계정에 할당합니다. 해당 개인의 계정에 다른 역할이 나열되어 있으면 My VMware 계정 섹션에서 해당 행을 
제거하고, Customer Administrator 역할을 지정하여 다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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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해당 개인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Super Administrator 역할을 할
당합니다.

이러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개인이 콘솔에 로그인하고, 콘솔의 모든 페이지로 이동하고, 환경의 항목 변경 작
업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는 개별 계정 수준이 아니라 AD 그룹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직 요구 사항
에 따라 AD 그룹에 해당하는 개별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
경에서 로그인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
여
클라우드 기반 관리 콘솔에서 인증을 받는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로그인 화면에 특정 테넌트와 연결된 기존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이 필요합니다. 회사 또는 조직의 다른 사용자에게 첫 번째 로그인 화면에 로
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려면 해당 개별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이 동일한 테넌트 및 적절한 역
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별 계정에 할당하는 역할은 해당 개인이 콘솔을 사용하여 테넌트에서 수행하도록 허용
하려는 작업의 유형에 맞아야 합니다.

참고   사용자를 테넌트에 관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KB 문서 2006985의 단계를 사용하여 
Customer Connect Support에서 비기술적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하려면 사용
자 계정의 도메인이 테넌트를 생성한 초기 구매 또는 평가판 순서의 도메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래의 단계를 사용하여 할당하는 역할은 특정 사용자가 콘솔에서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 인증된 세션과 콘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콘솔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역할 중 
하나입니다.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에 할당된 역할은 다음 항목을 결정합니다.

n 사용자가 콘솔의 로그인 화면을 사용하여 콘솔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n 사용자가 모든 콘솔 영역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영역의 일부(예: Horizon Cloud 환경의 헬프 데스크 기능)를 
볼 수 있는지 여부.

n 콘솔에서 볼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사용자가 호출할 수 있는 특정 작업.

중요   여기에 설명된 이 역할은 인증된 세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어하지만, 다른 Active Directory 도메
인 관련 역할은 세션에 표시되는 콘솔의 영역을 제어하므로 사용자가 조직 내의 다른 작업 위치 및 Active 

Directory 그룹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두 역할의 전체 조합이 계속해서 특정 개인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반영하
도록 해야 합니다. 역할 할당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역할 및 모범 사례 페어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
에 대한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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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과 연결된 역할 외에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등록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할
당된 역할이 해당 사용자 계정에 해당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과 연결된 역할과 함께 작동하는 액세
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용자 계정이 속한 Active Directory 그룹에 할당된 역할은 콘솔의 두 번째 로그인 화면
에서 Active Directory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후 해당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콘솔의 요소를 
제어합니다. 해당 역할 목록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
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   vmware.com에서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을 생성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지만 
콘솔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려면 계정을 미리 생성해야 합니다.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은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account-registration의 등록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https://cloud.horizon.vmware.com에서에서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합
니다. 해당 콘솔에서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을 테넌트와 연결합니다. 콘솔을 사용하는 위치는 테넌
트에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없는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포드가 이미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테넌트에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아직 없는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 시작 마법사의 일반 설정 섹션를 사용하여 이러한 단계
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구현될 때까지 시작 이외의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
다.

주의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하여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처럼 기능에 대한 액세스 가용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담당자
에게 요청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https://cloud.horizon.vmware.com에서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2 콘솔에서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없는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지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을 환경에 연결합니다.

팁   이름 My VMware는 VMware Customer Connect의 이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콘솔에서 같은 의미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연결 포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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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하나 이상의 포드가 포함될 때까지 콘솔은 Horizon Universal Console 시작 마법사
의 일반 설정 섹션 이외의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일반 설정 > My VMware 계
정 > 추가를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포드
테넌트에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경우 [시작] 페이지 외에도 콘솔의 [일반 설정] 페이지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작] 페이지의 My VMware 계정 영역을 사용하거나 설정 > 일반 설정 > 편집을 클릭
하고 My VMware 계정 영역으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 이미 연결된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목록의 하단 항목에서 볼 수 있는 더하기 아이콘( )을 클릭하여 목록에 행을 추가합니다.

이름, 성,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ID를 입력하고 테넌트 역할을 선택하기 위한 필드가 포함된 새 
행이 표시됩니다.

4 작업 환경에 연결하려는 각 계정에 대한 행을 만들고 각 행에 테넌트 역할 선택을 비롯한 요청된 정보를 입력
합니다.

다른 역할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역할은 고객 관리자로 설정됩니다. 사용자가 콘솔에서 작업을 호출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읽기 전용 역할 중 하나를 할당합니다.

사용자의 계정에 대한 역할 설명
고객 관리자 콘솔에 대해 포드를 온보딩하거나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할당 관리자 최종 사용자 할당 및 팜 수정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VM 구성, 전원 관리 및 원
격 애플리케이션 구성과 같은 할당 및 팜 관리와 관련된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자 읽기 전용 포드를 온보딩하거나 일반 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환경 변경 작업을 호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객 기술 지원 콘솔의 헬프 데스크 관련 영역 내에서 모든 헬프 데스크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기술 지원 읽기 전용 콘솔의 헬프 데스크 관련 영역 내에서는 정보를 볼 수만 있습니다. 해당 콘솔 영역 내의 항목
을 변경하는 작업을 호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저장합니다.

결과
추가한 모든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ID가 vmware.com에 있는 경우 첫 번째 Horizon Cloud 로
그인 화면에서 인증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방금 완료한 단계에서는 실제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정은 
https://customerconnect.vmware.com/account-registration의 등록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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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추가한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계정이 아직 Horizon Cloud 역할과 연결되지 않은 Active Directory 그룹
에 속한 경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에 설명된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에 설명된 모범 사례 페어링을 따릅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
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
클라우드 기반 관리 콘솔에 인증하는 과정에서 초기 로그인 화면을 인증한 후 조직의 개인은 사용자가 환경에 등록
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따라 두 번째 로그인 화면에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 자격 증명을 입력합
니다. 시스템은 다양한 Active Directory 그룹에 할당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역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관련 역할은 로그인한 사용자가 콘솔로 이동할 때 표시되고 사용하도록 설정되거나 표시되었으
나 비활성화되는 콘솔의 영역을 제어합니다. 조직의 적절한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을 할당해야 해당 그룹
의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하여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처럼 기능에 대한 액세스 가용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담당자
에게 요청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사용하여 할당하는 역할은 특정 사용자가 콘솔에서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 인증된 세션과 콘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콘솔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역할 중 
하나입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십시오.에서 콘솔의 
첫 번째 로그인 화면에서는 [일반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역할과 연결된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계정의 이전 이름은 My VMware 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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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로그인 화면에서는 [역할 및 권한] 페이지를 사용하여 역할과 연결된 AD(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AD 도메인 관련 역할은 콘솔 기능 및 요소의 가시성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 역할은 사용자가 
콘솔을 탐색할 때 비활성화 상태로 표시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D 그룹에서 할당 관리자 역할이 할당된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 할당 및 팜 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작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헬프 데스크 읽기 전용 관리자 역할이 있는 AD 그룹의 사용
자는 최종 사용자의 사용자 카드로 이동하고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사용자 세션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
니다. 반면 헬프 데스크 관리자 역할이 있는 AD 그룹의 사용자는 사용자 카드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으며 사용자 
세션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 관리자 역할의 경우 AD 그룹이 수행할 수 있는 문제 해
결 작업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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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AD 도메인 관련 역할은 조직의 사용자가 표준 로그인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의 역할과 함께 작동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직 내에서 다른 작업 위치 및 
AD 그룹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두 역할의 전체 조합이 계속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원하는 결과를 반영하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역할 할당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역할 및 모범 사례 페어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
에 대한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cloud.vmware.com의 VMware Cloud Services를 통해 Horizon Cloud Service 플랫폼을 사용하여 
수행한 역할 변경 사항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된 대로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직접 역할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고   슈퍼 관리자 역할은 여기에 제공된 AD 그룹에 역할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로그인하고 콘솔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D 사용자 계정을 제어합니다. 슈퍼 관리자 역할에 단일 
AD 그룹만 할당된 경우에는 이 슈퍼 관리자 역할에 다른 관리자 그룹을 추가할 때까지 Active Directory 시스템
에서 해당 관리자 그룹을 제거하거나 Active Directory 시스템에 표시되는 GUID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Active 

Directory 시스템에서 그룹을 제거하거나 Active Directory 시스템에서 해당 GUID가 변경되도록 그룹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변경 내용이 Horizon Cloud 제어부에 전달되지 않고, 슈퍼 관리자 역할이 있는 해당 AD 그룹에 
대한 Horizon Cloud 정보가 손실됩니다. 해당 그룹이 슈퍼 관리자 역할에 할당한 유일한 그룹인 경우, 슈퍼 관리
자 액세스 수준으로 로그인할 수 있었던 AD 계정 중 어느 계정으로도 로그인하고 AD 그룹에 역할을 할당하여 슈
퍼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AD 계정 집합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을 비롯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항상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됩니다. 슈퍼 관리자 역할에 할당된 단일 AD 그룹을 제거했
으며 해당 그룹에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없는 경우, 도메인 바인딩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콘솔에 로그인하고 
새 AD 그룹에 슈퍼 관리자 역할을 할당하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 액세스 권한을 테넌트 계정으로 복구할 것을 VMware 지원팀에 요청
합니다.

중요   이러한 Horizon Cloud 역할은 그룹에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각 역할에 대한 개별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역할을 개별 계정이 아닌 그룹에만 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한 AD 그룹에 두 개의 역할을 할당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슈퍼 관리자 역할은 콘솔에서 모든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 권
한을 모두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데모 관리자 역할은 읽기 전용 역할입니다. 동일한 AD 그룹에 이러한 역할을 둘 
다 지정하면 해당 그룹의 모든 사용자가 슈퍼 관리자 역할의 사용 권한을 수신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콘솔
에서 제한되어, 사용자의 환경 전체를 관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미리 정의된 역할이 제공됩니다. 미리 정의된 역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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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Horizon Cloud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그룹
역할 설명
슈퍼 관리자 AD 도메인의 하나 이상의 그룹 및 필요에 따라 다른 그룹에 할당해야 하는 필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콘솔의 모든 

영역에 액세스하고 콘솔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항상 콘솔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슈퍼 관
리자 역할이 할당됩니다. 슈퍼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용자가 지정된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포드 그룹에 1600.0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이 슈퍼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는 그룹 중 하나에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
하십시오.

할당 관리자 테넌트 환경이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이 역할을 하나 이상의 그룹에 선택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이 있는 AD 그룹은 콘솔에 액세스하여 최종 사용자 할당 및 팜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이 
있는 그룹은 VM 구성, 전원 관리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구성과 같은 할당 및 팜 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 관리자 하나 이상의 그룹에 선택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의 목적은 이 역할을 가진 AD 그룹이 사용자 카
드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콘솔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n 최종 사용자 세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n 세션에 대한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역할이 있는 AD 그룹에는 콘솔에 나열된 할당 또는 팜과 연결된 세션에서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테넌트 환경이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필요에 따라 그룹 사용 권한을 수정
하여 해당 그룹의 문제 해결 작업 범위를 특정 할당 및 팜과 연결된 세션으로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의 사용 
권한 범위를 수정하려면 해당 그룹의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참고   AD 그룹의 사용 권한 범위에 할당 또는 팜을 포함하고 나중에 해당 할당 또는 팜을 삭제하면 그룹의 사용 권
한 범위에서 해당 할당 또는 팜이 즉시 제거됩니다. 삭제 프로세스가 실패하고 할당 또는 팜이 여전히 존재할 때 그룹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려면 사용 권한 범위에 수동으로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헬프 데스크 읽기 전
용 관리자

여러 그룹 중 하나에 선택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의 목적은 이 역할을 가진 AD 그룹이 사용자 카
드 기능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세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콘솔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모 관리자 하나 이상의 그룹에 선택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로그인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여과 페어링된 경우 이 그
룹의 사용자는 설정을 보고 옵션을 선택하여 콘솔에서 추가 옵션을 볼 수 있지만 선택 항목은 구성 설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기존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을 할당하기 전에 Active Directory 그룹의 사용자 계정 멤버 자격을 검

토하여 사용자 계정이 이러한 Horizon Cloud 역할 중 하나만 수신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특정 Active 

Directory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Active Directory 그룹 수준에서 할당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계정이 두 개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속하고 각 그룹에 다른 역할이 할당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콘솔 기능이 표시됩니다.

a 슈퍼 관리자
b 할당 관리자
c 헬프 데스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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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데모 관리자
e 헬프 데스크 읽기 전용 관리자
이 우선순위의 결과로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계정이 Active Directory 그룹 ADGroup1 및 
ADGroup2 둘 다에 속해 있으며 ADGroup1에 슈퍼 관리자 역할을 할당하고 ADGroup2에 헬프 데스크 읽
기 전용 관리자 역할을 할당하는 경우, 슈퍼 관리자 역할이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역할에 대한 기능의 부분 집
합 대신에 슈퍼 관리자 역할에 따라 모든 기능이 콘솔에 표시됩니다.

n 또한 그룹 멤버의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에 할당된 역할을 검토하여 해당 역할이 Active 

Directory 그룹에 할당하는 역할에 맞게 지정되도록 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에 설명된 모
범 사례 페어링을 따릅니다.

중요   시스템은 모든 Horizon Cloud의 미리 정의된 역할에 최대 64개의 고유한 Active Directory 그룹을 할당
하도록 지원합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역할 및 권한으로 이동합니다.

2 미리 정의된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3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그룹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검색 상자에 3자 이상을 입력해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해당 그룹이 선택된 그룹 집합에 추가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중요   시스템에서는 저장 작업으로 인해 모든 역할에 할당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최대 Active Directory 그
룹 수를 초과할 경우 선택한 그룹을 역할에 저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최대값은 이 설명서 항목의 사
전 요구 사항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도메인 그룹의 사용자가 해당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에 적절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 및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로그
인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CMS) 사용 또는 비활성화
테넌트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의 용량, 사용량 및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얻으려면 먼저 
Cloud Monitoring Service(CMS)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CMS는 Horizon Cloud의 중앙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CMS는 테넌트 수준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되며 해당 설정은 해당 Horizon Cloud 테넌트에 연결된 모
든 포드에 적용됩니다. CMS 활성화는 관리 콘솔 [대시보드] 페이지의 차트 및 그래프, [보고서] 페이지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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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헬프 데스크 기능을 위한 사용자 카드에 표시되는 모든 시각적 포드 관련, 세션 관련 및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핵심 작업 중 하나입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CMS)는 모니터링 및 보고 목적으로,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세션,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데이터는 장 2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제공된 Cloud 

Monitoring Service의 통합 가시성, 인사이트,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기능 소개에 설명된 대로 다양한 콘
솔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팁   CMS는 일반적으로 Horizon Cloud 테넌트를 처음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콘솔 페이지에 표
시되는 시각적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먼저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CMS가 설정되어 있
는지 확인합니다.

테넌트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최종 사용자 세션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의 
추적을 선택적으로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CMS에서 사용자 세션에 대해 수집하는 일반적인 정보
에는 로그인한 시간, 세션 기간, 사용자별 평균 세션 길이가 포함됩니다.

n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선택하면 Horizon Cloud에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Horizon Cloud를 사용하는 동안 
유지합니다. 나중에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도록 결정한 경우 수집을 중지하고 세션 데이터 토글을 해제
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n 사용자 데이터 수집은 선택 해제했지만, CMS는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두면 Horizon Cloud에서 제한된 
기간에 세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 이름을 해시하여 정보에 대한 기록과 집계된 보기를 비활성화하면서 
실시간 관리는 허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사용량 보고서와 같은 일부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연결된 포드의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과 관련된 다른 데이터도 계속 수집합니다.

이러한 토글을 해제하면 이전에 수집된 모든 데이터도 삭제됩니다. 세션 데이터 토글 자체를 해제하면 이전에 수집
된 사용자 관련 데이터가 삭제되고, 다른 유형의 수집된 데이터(예: 포드 수준 및 세션 관련 데이터)는 유지합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 토글을 해제하면 테넌트에 대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경고   vRealize Operations Manager에 데스크톱 데이터를 보내는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가 있는 경우 
CMS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데이터가 Cloud Monitoring Service로 대신 전송됩니다. vRealize Operations 

Manager를 계속 사용하여 해당 데스크톱 세션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CMS를 비활성화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에서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테넌트 포드 그룹에 하나 이상의 포드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설정 > 일반 설정을 클릭하여 콘솔의 [일반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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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모니터링] 섹션을 찾습니다.

3 Cloud Monitoring Service 설정을 변경하려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n Cloud Monitoring Service 토글을 사용하여 테넌트 환경에 대한 모든 데이터 수집을 활성화하거나 비
활성화합니다. 비활성화하면 CMS는 해당 테넌트 환경에서 어떤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에서도 데이터
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n 세션 데이터 전환 옵션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세션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의 추적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
제합니다.

4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 및 VMware Cloud Services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Horizon Cloud 테넌트를 온보딩하여 테넌트 환경의 추
가 기능 잠금을 해제합니다. 환경의 포드에 대해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려면 Horizon Cloud 테넌
트가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은 VMware Cloud services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
습니다. Horizon Cloud 설명서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두 이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넌트를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온보딩하면 Horizon Cloud 그룹이나 조직의 
VMware Cloud services 조직에 연결됩니다. 온보딩되면 VMware Cloud services에서 조직에 로그인하고 
[내 서비스]에서 Horizon Cloud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클라우드 기반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
다.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테넌트의 지역 클라우드부,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최신 수준의 포드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지 여부 및 기능이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이센스 또는 테넌트 계정 구
성에 이러한 기능의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 기능과 관련된 요소가 콘솔에 동적으로 반영됩니다. 콘솔에 표
시되어야 하는 기능이 표시되지 않으면 VMware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라이센스 및 테넌트 계정 구성에 따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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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테넌트 레코드가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대한 온보딩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테넌트가 VMware Cloud services 조직에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란색 배너가 
Horizon Universal Console 상단에 표시됩니다. 이 배너를 통해 온보딩 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테넌트 레코드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 줍니다.

이 배너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n Workspace ONE 환경의 콘솔에서 Horizon Cloud 카드를 클릭하여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Workspace ONE 콘솔의 서비스 영역에 Horizon Cloud 카드가 있는 시나리오에서 Horizon Cloud 테넌
트는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으로 이미 온보딩된 것을 의미합니다.

n Horizon Cloud 고객 레코드가 사용자 환경을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온보
딩하기 위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려면 https://

kb.vmware.com/s/article/2006985에 설명된 대로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이 종단 간 프로세스에서는 VMware Cloud services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기존 조직을 선택하거나 VMware 

Cloud services 내에서 새 조직을 생성합니다. VMware Cloud services의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Cloud Services 설명서에서 VMware Cloud Services에 등록하는 방법 및 ID 및 액세스 관리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파란색 배너에서 온보드를 클릭합니다.

온보딩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있는 새 상자가 나타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예입니다.

2 온보드를 클릭합니다.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 포털에서 온보딩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또 다
른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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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을 클릭하여 온보딩 프로세스를 계속합니다.

브라우저에서 VMware Cloud services 포털로 리디렉션됩니다.

4 모든 화면 양식을 따르고 VMware Cloud services의 조직에 대한 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온보딩
을 완료하라는 메시지를 따릅니다.

이러한 화면 단계의 일부로 이 Horizon Cloud 테넌트에 연결할 조직을 선택합니다. 조직 및 Horizon Cloud 

테넌트 간의 연결은 일대일 연결이어야 합니다. 선택한 조직이 이미 다른 Horizon Cloud 테넌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기존 조직이 다른 Horizon Cloud 테넌트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 화면 단계의 
일부로 이 테넌트에 연결할 새 조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
이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이러한 항목이 배치됩니다.

n VMware Cloud Services 포털( )은 연결된 VMware Cloud services 

조직에 대해 나열된 서비스 중에서 Horizon Cloud 서비스를 표시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시
작되고 VMware Cloud services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인증됩니다.

n Horizon Universal Console 일반 설정 페이지에는 VMware Cloud services로의 온보딩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Horizon Cloud 테넌트와 VMware Cloud services 조직을 연결하는 프로세스에는 다소 시간이 걸
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일반 설정] 페이지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 섹션에서 새로 고침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30분 넘게 경과되고 Completed 상태가 표시되지 않으면 https://

kb.vmware.com/s/article/2006985에 설명된 대로 VMware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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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이제 Horizon Cloud 테넌트가 VMware Cloud services에 등록되었으므로 환경의 포드에 대한 Horizon 인프
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환경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포드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VMware와 사용자 의견 공유
VMware 제품 내 사용자 의견은 사용 중인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VMware 팀과 직접 사용자 의견을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자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n 언제든지 콘솔 맨 위에 있는 사용자 의견 아이콘 을 클릭하여 사용자 의견 공유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창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을 클릭하거나 창의 아래쪽 부분에서 이메일 링크를 클릭하여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
다.

n 콘솔에 로그인한 후 사용자 의견 공유 창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창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을 클릭하거나 창
의 아래쪽 부분에서 이메일 링크를 클릭하여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의견 공유 창 

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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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제거
일부 상황에서는 Horizon Cloud 고객 계정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연결을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
리 콘솔에서는 이 작업에 삭제 레이블을 지정하며 사용자들은 테넌트 환경에 바인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드가 Horizon Cloud 고객 계정에 연결된 즉시 또는 직후에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해당 등록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해당 도메인은 전체 Horizon Cloud 고
객 계정에 대한 클라우드 구성 도메인이 됩니다. Horizon Cloud에서 배포하거나 동일한 고객 계정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 연결한 모든 포드는 고객 계정 레코드를 통해 첫 번째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
인과도 연결됩니다. 동일한 고객 계정 레코드를 공유하는 모든 포드는 해당 레코드에 포함된 클라우드 구성 도메인
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테넌트에 바인딩된 도메인을 삭제(재설정이라고도 함)할 수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n Microsoft Azure에서 초기 포드를 배포하고 도메인 바인딩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문제가 발생했으
며 도메인 등록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정보 일부가 
클라우드의 고객 계정 레코드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콘솔을 사용하여 도메인 
등록을 계속 진행하여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n 테스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하면서 Microsoft Azure에서 포드를 배포하여 개념 증명을 실행했
으며 많은 워크플로를 실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 시작하고 운영 도메인에 운영 포드를 만들기 위해 해당 
포드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테스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여전히 고객 계정의 클라우드 구성 도
메인에 있으므로 시스템에서 해당 테스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새 포드와 연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n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전에 먼저 이 Horizon Cloud 

고객 레코드를 사용하여 여러 Horizon 포드에 대해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워크플로를 실행했
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워크플로는 Horizon 포드의 연결 서버에 알려진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Horizon Cloud에 부분적인 구성을 생성합니다. 콘솔에서 초기 Active Directory 도메
인 등록 워크플로를 수행할 때 해당 부분 구성이 완료됩니다. 이 릴리스의 알려진 문제로 인해 콘솔에서 도메
인 등록 워크플로를 완료하기 전에 Horizon Cloud에 여러 Horizon 포드를 연결하면 등록 워크플로가 실패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커넥터의 구성 포털에서 분리 작업을 사용하여 해당 포드 중 하나만 제외한 모든 포드
의 클라우드 연결을 실행 취소하고, 부분적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을 제거한 후 도메인 등록을 시도
해야 합니다.

관리 콘솔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ctive Directory 도메인 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버튼이 표시됩니다.

n [시작] 페이지에서 작업 환경에 단 하나의 포드만 배포되었거나 연결되었다고 표시되거나, 사용자가 모든 초기 
포드를 삭제했고 [용량] 페이지에 표시되는 포드가 없습니다.

중요   모든 초기 포드를 삭제했고 True SSO 구성이 있는 경우 Active Directory 도메인 정보를 제거하는 
버튼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포드를 삭제하기 전에 콘솔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서 
True SSO 구성을 제거하여 Active Directory 구성에 대한 삭제 버튼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n Microsoft Azure에 포드가 있는 경우 해당 포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n 가져온 VM

n 해당 포드에 게시된(봉인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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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팜
n VDI 데스크톱 할당
n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 표시된 True SSO 구성
n [ID 관리] 페이지에 표시된 ID 관리 구성
n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 표시된 둘 이상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포드에 가져온 VM, 게시된 이미지,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이 있는지가 표시됩니
다. 콘솔의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절차
u 콘솔에서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워크플로의 도메인 바인딩 단계 또는 도메인 가입 단계가 성공적
으로 완료되지 않아서 도메인을 재설정하는 경우 [시작] 페이지에서 [일반 설정] 섹션을 확장합니다. 

[Active Directory] 행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n 그렇지 않고 설정 메뉴가 표시되면 설정 >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결과
로그아웃되고 초기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Horizon Cloud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십시오.에 설명된 대
로 다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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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제공된 
Cloud Monitoring Service의 통합 가시성, 인사이트,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기능 소개

2
Cloud Monitoring Service(CMS)는 Horizon Cloud에 제공되는 중앙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CMS는 해당 개
별 포드 및 에이전트 실행 VM이 상주하는 배포 환경과 관계없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의 용량, 사용량 및 상태
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소개
Cloud Monitoring Service는 테넌트의 포드 그룹 및 에이전트 실행 VM에서 용량, 상태 및 사용량 관련 데이터
를 가져옵니다.

CMS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콘솔은 테넌트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을 사용하기 위한 단일 창 방식입니다.

CMS는 다양한 대시보드 페이지 탭에 데이터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상태, 용량 
및 사용량 메트릭을 드릴다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CMS는 콘솔의 [보고서] 페이지와 사용자 카드 내에서 다양한 보고 보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개별 최종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헬프 데스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으로 구성된 배포의 경우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의 데이터도 CMS로 이동한 후 
[대시보드] 페이지의 [인프라] 탭으로 이동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CMS 기능 사용 - 요구 사항
CMS가 제공하는 가시성,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기능을 위해 콘솔을 사용하려면, 먼저 테넌트 환경에 적어
도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단일 클라우드 연결 포드
2 해당 포드가 연결된 하나 이상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해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이 완료되

어야 합니다.

3 해당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있는 하나 이상의 그룹에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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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넌트 환경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CMS)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콘솔의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해 CMS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한 스위치를 제공합
니다. 동일한 스위치로 동일한 테넌트 환경의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한 CMS 사용을 제어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포드가 Horizon Cloud Connector 1.8 또는 1.9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 연결된 경우, 전체 기능 프
로파일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했거나 기본 기능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배포한 후 
CSMS(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한 경우 해당 포드에서 CMS가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1.8 또는 1.9에서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포드가 기본 Amazon EC2 배포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 연결한 
경우 장치에서 CSMS(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한 경우에만 해당 포드에 CMS를 사용하
도록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Amazon EC2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용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제어부에 온보딩할 수 있는 포드 유형은 Horizon Cloud - 서비스 소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orizon 배포 - 요구 사항
이러한 배포 유형에서 CMS를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n 배포에서 Horizon 7.7.9 이상을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n 포드의 JMS 메시지 보안 모드는 향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CMS 기능은 모드가 향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드의 관리자 콘솔을 사용하여 보안 모드 설정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VMware Horizon 7 설명서에서 
"Horizon 7 업그레이드" 의 “JMS 메시지 보안 모드를 향상으로 변경” 항목에 설명된 대로 보안 모드를 향상
으로 변경합니다.

n Horizon 배포(포드 및 데스크톱)는 Horizon 참조 아키텍처에서 지원되는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 중 
하나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VMware 기술 영역의 VMware Workspace ONE 및 VMware Horizon 참
조 아키텍처 사이트에서 Horizon 참조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에 데스크톱 데이터를 보내는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가 있는 경우 
CMS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데이터가 Cloud Monitoring Service로 대신 전송됩니다. vRealize Operations 

for Horizon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세션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CMS를 비활성화합니다. 또는 CMS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Management Pack for Horizon for vRealize Operations Manag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요구 사항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사용자 카드 및 보고서에 있는 CMS 데이터의 가용성은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CMS를 사용하도록 설정했는지와 HAI(Horizon Agents Installer)를 사용하여 배
포 데스크톱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선택한 옵션에 따라 좌우됩니다.

n 기록 세션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CMS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HAI에 vRealize Operations Desktop 

Agent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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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라이브 세션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HAI에 헬프 데스크 플러그인도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RDP 프로토콜은 Horizon Cloud에서 지원되는 다른 프로토콜과 비교할 때 제한된 메트릭 집합을 제공합
니다. vRealize Operations Desktop Agent는 RDP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메트릭에 대한 데이터를 반환합니
다.

CMS 및 기간별 세션 데이터
기록 세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n 지난 7일 동안 로그오프된 세션에 대한 세션 정보.

n 지난 15분 동안 활성, 유휴 및 연결 해제된 세션에 대한 성능 추세 데이터(CPU, 메모리, 지연 시간, 디스크 추
세)

라이브 세션 데이터가 수집 및 표시되지 않도록 CMS 옵션이 구성되면 VM 관련 정보 및 로그인 시간 분석이 표시
되지만 다음 항목은 볼 수 없습니다.

n 클라이언트 정보
n 사용자 환경 정보
n 실시간 성능 추세
n 프로세스/애플리케이션 정보
콘솔의 일반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CMS의 세션 데이터 옵션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
다음 항목 및 해당 하위 항목에서 Cloud Monitoring Service가 제공하는 통합 가시성,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
스크 기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Horizon Cloud 대시보드 - 포드 그룹 및 테넌트 환경에 대한 상태 가시성 및 인사이트
n Horizon Cloud 환경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포드
n Horizon Cloud 환경의 헬프 데스크 기능

Horizon Cloud 대시보드 - 포드 그룹 및 테넌트 환경에 대한 상태 가
시성 및 인사이트
Horizon Universal Console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모든 포드에 대한 실시간 메트릭 및 상태 정보에 
액세스하고 전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의 전반적인 상태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일 중지 위치로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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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Horizon Cloud에 제공되는 중앙 서비스 중 하나인 Cloud Monitoring 

Service(CMS)에서 제공합니다. [대시보드] 페이지는 콘솔의 모니터 아이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하여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처럼 기능에 대한 액세스 가용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담당자
에게 요청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 소개
[대시보드] 페이지의 [개요] 탭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포드의 전체 그룹에서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스냅샷 상
태 보기를 가져오고 선택적으로 드릴다운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의 중앙 서비스 중 하나인 
Cloud Monitoring Service는 [개요] 탭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CMS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의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참고   세션 데이터 차트는 Cloud Monitoring Service 기능이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해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기간별 데이터와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 기능은 모니터링 및 보고 목적으로,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세
션,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합니다. 환경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 기능을 비
활성화하면 기록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으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표시되는 세션 데이터 차트는 현재 세
션의 데이터만 기반으로 합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 상태입니다. 환경에서 기능
이 활성화되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세션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경우 콘솔에서 이 기능을 활성
화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CMS) 사용 또는 비활성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스크린샷은 4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포함하는 [개요] 탭을 보여 줍니다. 이 스크린샷은 Microsoft 

Azure 용량을 사용하는 2개의 포드, 즉 온 프레미스 Horizon 포드 1개와 VMware Cloud on AWS 용량을 사용
하는 Horizon 포드 1개를 보여 줍니다. 온 프레미스 Horizon 포드는 파리에 위치하며 두 가지 문제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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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몇 분 간격으로 정보를 새로 고칩니다. 페이지를 수동으로 새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의 경우, 포드를 배포한 시점 또는 사용자 세션 정보의 모니터링을 사용하
도록 설정한 시점부터 1시간이 지나야 사용자 관련 데이터가 표시되는 정보에 반영됩니다. 

글로벌 풋프린트
[대시보드] 페이지의 상단 부분에는 대화형 글로벌 풋프린트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풋프린트 지도는 포드
의 지리적 도시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마우스로 위치를 가리키면 추가 정보를 표시합니다. 맵은 다른 크기
의 지도를 보기 위해 팬 및 확대/축소와 같은 일반적인 업계 표준 맵 대화형 기능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 확대하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클러스터된 포드를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처음으로 맵을 
표시할 때 확대/축소는 포드 그룹을 단일 보기에 표시하는 스케일로 기본 설정됩니다.

작업 환경에 여러 다른 유형의 포드가 있는 경우 지도 영역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유형의 
포드를 선택적으로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중요   시스템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포드와 연결된 위치 정보를 사용합니다.

n 포드를 배포하고 Horizon Cloud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도시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n 모든 포드에 대해, 포드 세부 정보의 포드 연결 위치에 대해 지정된 도시 이름을 따릅니다. 위치를 이미 등록된 
포드와 연결하려면 Horizon Cloud - [용량] 페이지의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
한 일부 클라우드 관련 특성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은 해당 도시 조회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도시와 연결된 위도 및 경도 좌표를 가져오고, 지도의 해당 좌표에 
포드를 배치합니다.

지도 오른쪽에 있는 문제 또는 세션 관련 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풋프린트 지도의 특정 보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보기에 따라 지도의 포드 아이콘은 상태 관련 (문제) 데이터 또는 세션 관련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포드 아이콘 위
에 마우스를 놓으면 콘솔에 추가 관련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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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기가 선택된 경우(기본값) 풋프린트 지도에 각 포드의 상태도 표시됩니다. 각각의 주 시각적 아이콘은 해
당 지리적 도시 위치에 있는 포드 집합과 해당 위치의 총 포드 수를 나타냅니다. 마우스로 아이콘을 가리키면 
해당 위치에 있는 포드 목록, 포드 유형을 나타내는 아이콘, 해당 포드의 정상 배포를 나타내는 녹색 점 및 비
정상 배포를 나타내는 빨간색 점이 표시됩니다. 해당 포드 목록에서 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에서 포드
에 대해 보고된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지도의 오른쪽 영역에는 현재 문제의 총 개수가 표시되고 아래에는 5개의 주요 문제가 나열됩니다. 마우스로 
이 영역을 가리키면 지도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위치에 대한 포드 정보 팝업이 열립니다. Horizon 포드는 
포드가 온라인 상태일 때 제어부 서비스로 Horizon Console 실행에 설명된 것처럼 포드의 Horizon 

Connection Server를 위한 Horizon Console을 실행하기 위해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포드 이름이 표시됩
니다.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이면 포드에 다시 연결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Horizon Console을 실행하는 링크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 목록 아래쪽에서 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해당 페이
지에는 다양한 탭과 다양한 정렬 및 필터링 옵션이 있습니다.

n [총 문제] 탭에는 문제 목록과 모든 문제에 대한 세부 정보(문제가 있는 포드, 포드 유형 등)가 나열됩니다. 

Horizon 포드는 제어부 서비스로 Horizon Console 실행에 설명된 것처럼 포드 이름이 해당 포드의 
Horizon connection server에 대한 Horizon Console을 실행하기 위해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표시
됩니다.

n [전달] 탭에는 연결 서버와 같이 포드 자체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열됩니다.

n [인프라] 탭에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NTP 서비스, Microsoft Azure 서비스 등과 같이 포드와 함
께 사용되는 포드 기반 구성 요소 및 비포드 구성 요서와 관련된 문제가 나열됩니다. 포드의 인프라 구성 
요소에 대한 데이터는 해당 포드에 대해 Horizon Cloud 환경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포드을 사
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이 탭에 제공됩니다.

n [사용자 환경] 탭에는 사용자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나열됩니다.

세션 관련(VDI 및 RDSH 세션)

이 보기를 선택하면 풋프린트 지도에 각 포드의 세션 관련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각각의 주 시각적 아이콘은 
해당 지리적 도시 위치에 있는 포드 집합과 해당 포드의 총 세션 수를 나타냅니다. 총 세션 수에는 연결된 세
션, 활성 및 유휴 세션이 포함됩니다.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포드 유형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포함된 
포드 목록이 표시되고 세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팝업에 해당 위치의 포드에 대한 세션 추세 및 세션 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팝업은 세션 유형별로 현재 세션의 원형 차트와 포드에 대한 세션 수 세부 정보를 표시
합니다. 포드 목록 아래의 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에 대한 자세한 세션 관련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페이
지가 열립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상태별 세션을 보여주는 각 세션 유형에 대한 차트와 함께 각각에 대한 자세
한 정보가 포함된 세션 목록이 포함됩니다. 표시되는 세션 목록은 위치 및 포드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각 정보 열에 대한 정렬 및 필터 기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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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오른쪽 영역에는 포드에 대한 총 최종 사용자 세션 수가 표시됩니다. 총 세션 수에는 연결된 세션, 활성 
및 유휴 세션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포드와 각 포드의 세션 수가 나열됩니다. 목록에서 마우스로 포드를 가
리키면 지도에 해당 포드가 있는 위치에 관한 정보 팝업이 열립니다. Horizon 포드는 제어부 서비스로 
Horizon Console 실행에 설명된 것처럼 포드 이름이 해당 포드의 Horizon connection server에 대한 
Horizon Console을 실행하기 위해 클릭할 수 있는 링크로 표시됩니다. 포드 목록 아래쪽에서 보기 링크를 클
릭하면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렬 및 필터링 옵션이 
제공되고, 선택한 정렬 및 필터링 옵션을 기준으로 세션 관련 데이터를 표시하는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 활용률 영역
대시보드의 기본 개요에 있는 [활용률] 영역에는 포드 유형별로 집계된 포드 그룹 리소스의 시스템 활용률 계산을 
설명하는 대화형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그래프에 표시하는 활용률 데이터의 시스템 계산 및 의미는 포드 유
형에 따라 다릅니다. 클릭한 후 마우스를 가져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각 그래프와 상호 작용할 수 있
습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 유형
이 포드 유형의 포드에서는 활용률 그래프에 해당 포드의 할당된 용량과 할당된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률이 표시됩니다. 이 데이터는 최종 사용자가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데스크톱이 할당되었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자를 위해 제
공됩니다. 차트 데이터에서 전체 용량 비율은 1시간에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세션
에 대한 용량 백분율은 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n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데이터. 한 개의 점이 1시간에 해당합니다.

n 지난 24시간 이내 이 포드 유형의 그룹 포드에 대한 평균 데이터(시간 단위).

시스템에서는 활성 세션 수를 가능한 최대 세션 수로 나눈 값(ActiveSessions / MaxPossibleSessions)

을 활용률이라고 정의합니다.

VMware SDDC에 배포된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 포드 유형
이 포드 유형의 포드에서는 [활용률] 그래프에 평균 CPU, 메모리 및 디스크 스토리지 사용량의 최대값이 표시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n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데이터. 한 개의 점이 1분에 해당합니다.

n 해당 포드 유형의 포드 그룹에 포함된 포드에 대한 24시간 이내의 평균 데이터(1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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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 세션 영역 및 탭
대시보드 기본 개요의 [세션] 영역에는 모든 포드의 VDI 데스크톱, RDSH 데스크톱 및 RDSH 애플리케이션에 관
한 활성 및 유휴 상태 세션을 분석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세션] 영역에서 보기를 클릭하면 대시보드의 [세션] 탭이 
표시됩니다. [세션] 탭 내에서 포드 프로비저닝된 최종 사용자 세션에 대한 CMS 제공 세부 정보 데이터로 드릴다
운할 수 있습니다.

팁   콘솔은 환경에서 Cloud Monitoring Service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풋프린트 지도 위에 이 탭
이 표시됩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에서 기능이 사용하도
록 설정되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세션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경우 콘솔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
도록 설정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CMS) 사용 또는 비활성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세션 탭의 맨 위에는 세션 및 총사용자 수가 표시됩니다. 탭의 나머지 부분에는 환경에 있는 세션에 대한 세부 정보
를 나타내는 여러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 이 데이터는 기간, 위치, 배포 유형, 포드 및 풀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포드 필터에서 [모든 포드]를 선택하면 여러 포드의 세션 분포가 표시되고, 특정 포드를 선택하면 선택한 포드
의 여러 풀에 대한 세션 분포가 표시됩니다. 두 경우 모두 각 막대의 두 색은 현재 세션 수와 사용되지 않은 남
은 세션 수를 나타냅니다.

n 차트 요소(추세선, 막대)를 가리키면 숫자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n 이러한 차트의 왼쪽 아래에 있는 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차트 데이터의 세부 분석을 보여주는 목록 페이지가 열
립니다. 이러한 페이지에는 정상의 경우 녹색, 주의의 경우 황색 또는 위험의 경우 적색으로 각 세션 또는 VM

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좀 더 복잡한 차트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이 표에 언급된 차트 외에도 [세션] 탭에서는 VM 사용률, 

디스크 지연 시간, 로그온 기간 및 프로토콜 지연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추가 차트를 제공합니다. 각 
차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화면 지침 및 화면 정보 도구 설명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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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설명
세션 상태별 수 세션 상태(총 세션, 활성, 유휴 상태, 연결 해제됨)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세션 수를 표시

하는 추세선입니다.

리소스 사용 차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리소스(CPU, 메모리, IOPS) 및 배포 
유형을 선택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 유형
추세선에는 세션 유형(총 세션 수, 총 데스크톱 세션 수, 총 애플리케이션 세션)을 기준
으로 시간에 따른 리소스 사용량이 표시됩니다. 추세선 차트의 오른쪽에는 포드당 세
션 수(여러 포드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됨) 또는 할당/팜당 세션 수(단일 포드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막대 차트가 표시됩니다.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 포드 유형
추세선에 모든 세션에 대한 리소스 사용량이 시간에 따라 표시됩니다. 추세선 차트의 
오른쪽에는 포드당 리소스 활용률(여러 포드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됨) 또는 풀/팜당 
리소스 활용률(단일 포드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되는 경우)을 나타내는 원형 차트가 표
시됩니다.

CPU 활용률, 메모리 활용도, 디스크 IOPS 활용률 차트에서 리소스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콘솔에 사용되는 해당 임계값은 CMS 인프라에 의해 미리 정의되며 고정됩니다. 

CMS의 의도는 값이 클 때 주의해야 함을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계
값은 CMS 인프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 임계값은 디스크 유형 또는 
크기와 같은 VM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IOPS 활용률 차트의 디
스크 IOPS 사용량으로 미리 정의된 서비스 임계값은 기본 VM의 디스크 유형 또는 크기
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시보드 - 연결 통계 영역
이 영역에는 모든 포드에 대한 최종 사용자 연결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Horizon Client 유형 및 네트워크 액세
스 양식이 분석되어 표시됩니다.

Horizon Client 차트에는 기타 레이블이 붙은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결에 기
타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n 연결이 클라이언트 유형을 보고할 수 없는 Horizon Agent의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 연결이 VMware 인증 씬 클라이언트 또는 제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Horizon 7 버전 7.7 

포드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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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 사용자 탭
[사용자] 탭에는 사용자 및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탭 내에서 CMS 제공 세부 
정보 데이터로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팁   콘솔은 환경에서 Cloud Monitoring Service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특정 사용자당 세션 데이터를 수
집하는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풋프린트 지도 위에 이 탭이 표시됩니다. 해당 기능 및 옵션은 기본적
으로 활성화됩니다. 해당 기능이 현재 사용자 환경에 있지 않으며 서비스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라 사용자당 데이터
를 수집하려는 경우 콘솔을 사용하여 해당 기능 및 사용자당 세션 데이터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십시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CMS) 사용 또는 비활성화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제공된 화면 지침과 화면의 정보 제공용 도구 설명을 사용하여 각 차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용자] 탭에는 [사용
자] 탭 자체에 표시되는 항목에 적용되는 다양한 필터링 옵션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기 옵션을 사용하여 계속 클릭
하면서 각 차트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렬 및 필터링 옵션도 있습니다.

이 탭에는 사용자 관련 문제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표시됩니다. 다음 메트릭 중 하나라도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면 문제가 있는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문제 유형 정의
지연 시간 디스크 지연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프로토콜 프로토콜 지연 시간 또는 패킷 손실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느린 로그인 로그온 기간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사용자] 탭 맨 위에는 시스템에서 글로벌 메트릭으로 고려하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고유 사용자 총 고유 사용자 수. 이 값에는 활성, 유휴 및 연결이 끊긴 세션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세션 총 세션. 이 값에는 활성, 유휴 및 연결이 끊긴 세션이 포함됩니다.

활성 세션 총 활성 세션.

문제 사용자 환경 관련 문제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 수입니다.

다음 목록에서는 좀 더 복잡한 대화형 차트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각 차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화면 지침 및 화면 
정보 도구 설명을 사용합니다. 보기를 클릭하면 데이터가 상위 차트에 설명된 각 레코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나열하는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사용자 분포 차트
이 막대형 차트는 포드, 풀 또는 할당 전반의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의 분포를 보여 줍니다.

n 탭 상단의 포드 필터에서 모든 포드를 선택하면 차트에 포드별로 사용자가 표시됩니다. 한 포드의 막대를 
클릭하면 포드 필터가 해당 포드를 선택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러면 해당 탭에는 해당 포드에 대한 데이터
만 표시되며, 사용자 분포 차트는 해당 포드의 사용자만 풀별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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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탭 맨 위의 풀 필터에서 특정 풀을 선택한 경우 탭에 해당 풀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되고, 사용자 분포 차트
에는 해당 풀의 사용자만 표시됩니다.

사용량별 사용자 차트
리소스 사용량별 사용자 목록입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는 설명할 리소스 유형(CPU, 메모리 또는 디스크 
IOPS)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션별 활용률 열에 있는 값을 가리키면 활용률 값이 표시됩니다. 보기를 클릭하
면 페이지 상단에 특정 리소스(CPU, 메모리 또는 디스크 IOPS)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위한 추가 필터
가 있는 데이터 목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해당 목록 페이지에서 [세션] 열의 값을 클릭하여 사용자에 대한 세
션 세부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차트
문제 유형(지연 시간, 프로토콜, 느린 로그온)별로 분석된 영향을 받는 사용자 수를 보여 주는 막대형 차트입니
다. 보기를 클릭하면 페이지 상단의 특정 문제 유형(지연 시간, 프로토콜 또는 느린 로그온)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위한 추가 필터가 있는 데이터 목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해당 목록 페이지의 차트에서 특정 문제 
유형에 대한 막대를 클릭하면 문제 유형 필터가 해당 유형으로 설정되어 해당 문제만 표시됩니다. 목록 페이지 
하단에는 기본 메트릭(디스크 지연 시간, 프로토콜 지연 시간 및 로그인 기간)에 대한 값과 대역폭, 프레임 속
도 및 패킷 손실 값이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 인프라 탭
이 기능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탭에는 다양한 포드 구성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비롯하여 Horizon Cloud 포드 인프라에 대한 자세한 정
보가 표시됩니다. 이 탭 내에서 CMS 제공 세부 정보 데이터로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팁   콘솔은 다음 조건이 둘 다 충족된 경우에만 풋프린트 지도 위에 이 탭을 표시합니다.

n 해당 기능이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온보딩될 수 있게 고객 레코드가 사용하
도록 설정됩니다. 이 기능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 및 VMware Cloud Services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에 설명되어 있습
니다.

n 환경에 Cloud Monitoring Service가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CMS) 사용 또는 비활성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전 조건이 충족되고 풋프린트 지도 위에 이 탭이 표시되는 경우에도 콘솔의 이 탭에 데이터가 표시되려면 먼저 
포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해 하나 이상의 포드를 완전히 활성화해야 합니다. 포드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은 데이터
를 CMS로 보낼 수 있으며, 이후 CMS에서 해당 데이터를 콘솔로 보내 표시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포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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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니터링을 위해 완전히 활성화된 포드에서 얻은 모니터링 데이터가 이 탭에 표시됩니다. 색상 점은 이 모니터
링 기능이 지원하는 다양한 포드 구성 요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점을 클릭하여 추가 세부 정보로 드릴다운합니
다. 표시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의 예로는 시스템 상태,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및 디스크 사용량 등이 있습니
다. 이후에 표시된 페이지 내에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이터 그래프와 타일이 제공됩니다. 포드의 Active 

Directory, DNS 등의 연결된 서비스의 상태도 수집 및 표시됩니다. 표시된 하이퍼링크를 계속 사용하여 특정 영
역의 데이터로 드릴다운합니다. 제공된 필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항목의 보기를 변경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포드
이 문서에서는 Horizon Cloud 환경의 포드에 대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 요
구 사항 및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포드가 인프라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CMS(Cloud 

Monitoring Service)에 보고하여 포드 구성 요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Azure 중국 지역에서 필요한 packages.cloud.google.com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으
므로 Azure 중국 지역의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은 현재 프록시가 구성된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VMware 지원 서비스에서 해당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테넌트 계정을 구성했으며 Horizon Cloud 환경을 
VMware Cloud Service Engagement Platform에 온보딩하거나 Workspace ONE과 통합한 후에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 대해 이 기능을 활성화
하면 해당 포드는 인프라 데이터를 CMS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CMS는 해당 데이터를 Horizon Universal 

Console로 보냅니다.

주의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하여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처럼 기능에 대한 액세스 가용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담당자
에게 요청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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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에 대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에 대한 활성화 워크플로를 지원하려면 Horizon Cloud 환경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n Horizon Cloud 테넌트 레코드에는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성 옵션이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환경을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온보딩했거나 Workspace 

ONE과 통합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 및 VMware Cloud Services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온보딩
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로 이동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 섹션에 완료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에서 Active 

Directory 등록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n 포드 그룹에는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Horizon Cloud 포드가 있습니다. 포드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 포드에서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을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n 포드를 호스팅하는 Microsoft Azure 구독은 다음 섹션에 설명된 Horizon Edge 가상 장치의 요구 사항
을 수용해야 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에서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당 장치를 배포하고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을 위해 포드 관리자 
VM을 구성합니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는 Microsoft Azure 포드에서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사
용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Horizon Cloud 환경이 모든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콘솔은 포드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콘솔 위치
로 안내하는 지침 배너를 표시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Horizon Edge 가상 장치 요
구 사항
콘솔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경우 
시스템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icrosoft Azure의 포드 구독에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2 Horizon Edge 가상 장치 및 필요한 아티팩트(NIC, NSG, VM, 디스크)를 인스턴스화하고 구성합니다. 장치
의 NIC를 포드의 관리 서브넷에 연결합니다.

3 장치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포드 관리자 VM을 구성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각 Horizon Cloud 포드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
는지 확인합니다.

n Microsoft Azure 구독에 장치를 위한 충분한 용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장치에는 Standard_D4_v3 

VM 크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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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관리 서브넷이 장치의 DNS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장치는 모니터링을 CMS로 전송합니다. 1세
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 대한 적절한 테이블 행을 참조하십시오.

n 포드가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포드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안,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안정적인 상태 작업 중에 이 장치 및 포드 관리자 VM 간에, 그리고 이 장치
와 클라우드 제어부 간에 트래픽이 필요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서 
Horizon Edge 가상 장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n IP 범위가 10.32.0.0/12(10.32.0.1 - 10.47.255.254)인 포드 관리자 VNet 및 관리 서브넷에서 IP 범위 충돌
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IP 범위는 장치의 기본 Kubernetes 네트워킹에 사용됩니다. 포드에서 해
당 범위와의 IP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여 해당 포드에서 포드 모니터링을 활성
화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으십시오.

n 포드에 대해 사용 중인 서비스 주체에 참가자 역할 대신 사용자 지정 역할이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 구
독의 Horizon Cloud에 필요한 작업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 지정 역할이 Horizon Cloud에 필요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활성화 절차
1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배너가 안내하는 콘솔 페이지로 이동하고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찾은 후 모

니터링 관리를 위한 옵션을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n 앞의 섹션에 설명된 대로, 시스템은 포드 구독에 Horizon Edge 가상 장치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장치
의 전체 배포 및 구성 프로세스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3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콘솔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섹션에 활성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시기가 표시됩니다. 화면에 모니
터링 사용 설정이 실패했다고 표시되면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해야 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한 후 해당 포드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중요   콘솔에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약간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포드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대시보드] 페이지의 문제 사이드 탭과 인프라 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약 20분
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포드 모니터링 데이터 보기
콘솔의 [대시보드] 페이지에 있는 인프라 탭에 포드 인프라 모니터링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또한 [대시보드] 페이
지의 문제 탭에는 포드의 현재 상위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페이지의 [인프라] 탭을 사용하여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에서 보고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보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대시보드 - 포드 그룹 및 테넌트 환경에 대한 상태 가시성 및 인사
이트에서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90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FE6A6C12-2A0A-4C2D-B578-F1D65475801A.html#ports-and-protocols-required-by-the-horizon-edge-virtual-appliance--4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4F048A6D-CEF5-4A22-9745-00C2FE141B0B.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4F048A6D-CEF5-4A22-9745-00C2FE141B0B.html


Horizon Cloud 환경의 헬프 데스크 기능
관리 콘솔은 최종 사용자의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 위
한 단일 창을 제공합니다. 헬프 데스크 관리자를 위해 콘솔에 대한 역할 기반 액세스를 구성하면 헬프 데스크 관리
자가 로그인하고 콘솔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의 경우 헬프 데스크 관
리자가 해당 사용자의 세션을 검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특정 데스크톱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조직에는 최종 사용자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대해 해당 최종 사용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의 세션을 모니터링
하거나 데스크톱 인스턴스 및 팜 RDSH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여 세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식
별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콘솔에서 다음 항목이 헬프 데스크 관련 작업의 수행을 지원합니다.

n 헬프 데스크 작업자의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에 적절한 헬프 데스크 관련 역할이 있는 콘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인증 정보는 이러한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의 경우 Horizon Cloud에서 두 개의 미리 정의된 헬프 데
스크 관련 역할인 고객 기술 지원 및 고객 기술 지원 읽기 전용을 제공합니다. 콘솔의 [일반 설정] 페이지 또는 
[시작] 페이지를 사용하여 헬프 데스크 작업자의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을 추가합니다. 단계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로그인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
해 조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Customer Connect는 My VMware를 대신
하는 이름이고 콘솔 UI에 이전 이름이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n 헬프 데스크 작업자의 Active Directory 계정에 적절한 Horizon Cloud 헬프 데스크 관련 역할을 부여합니
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인증 정보에는 Active Directory 계정 자격 증명도 포함됩니다. 

Active Directory 계정의 경우 Horizon Cloud에서 두 개의 미리 정의된 헬프 데스크 관련 역할인 헬프 데
스크 관리자 및 헬프 데스크 읽기 전용 관리자를 제공합니다. 단계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Horizon Cloud 역할은 Active Directory 그룹 수준에서 할당됩니다. 헬프 데스크 작업자의 Active 

Directory 계정은 역할이 부여될 Active Directory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n 콘솔의 검색 기능입니다. 헬프 데스크 작업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최종 사용자 또는 VM(데스크톱 인스
턴스 또는 팜 RDSH 인스턴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n 사용자 카드 기능. 헬프 데스크 작업자는 특정 사용자의 사용자 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세션을 검사하
여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특정 데스크톱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은 해당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계정에 할당된 헬프 데스크 관련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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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의 검색 기능 사용
관리 콘솔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환경에서 이름으로 특정 사용자 또는 VM(가상 시스템)을 찾습니다.

참고   이 릴리스에서 검색 기능의 범위에 VMware SDDC에 있는 Horizon 포드의 클라우드 브로커링 RDSH 할
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VM 검색은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있는 VM에만 적용됩니다.

사용자 또는 VM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VM 검색을 선택한 후 검색 용어를 검색 텍스트 상자에 입
력합니다. 검색 텍스트 상자에 최소 3자를 입력한 경우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표시됩니다. 더 많은 문자를 
계속 입력하여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참고   VM 검색을 사용하여 팜의 RDS 서버 VM과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프로비저닝된 VDI 데스크톱 
VM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려는 항목이 표시되면 클릭하여 해당 사용자 또는 VM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되는 화면은 사용자 또는 VM 중 어떤 것을 클릭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n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한 카드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헬프 데스크라고도 
하는 사용자 카드 기능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n VM의 경우 해당 VM을 찾을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나열된 VM을 클릭하며 해당 VM이 팜의 
RDS 호스트인 경우 해당 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호스트 탭이 표시됩니다.

Horizon Cloud - 헬프 데스크라고도 하는 사용자 카드 기능 정보
콘솔의 사용자 카드 기능을 대시보드로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데스크톱과 같은 특정 사용자에게 할당된 리소스
를 사용합니다. 이 사용자 카드 기능을 헬프 데스크라고도 합니다.

중요   Horizon 포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연결 서버 인스턴스를 설치한 후 포드 연결 서버에 대한 이벤트 데
이터베이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벤트 데이터베이스는 로그 파일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으로 Horizon 포드 
관련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벤트 보고를 위한 이벤트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제품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콘솔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의 카드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검색 방법은 콘솔의 검색 기능 사용을 참
조하십시오.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를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의 카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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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카드를 탐색하고 화면 프롬프트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용 데이
터를 이 특정 사용자의 컨텍스트에서 참조하십시오.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 및 데이터를 보려면 한 정보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클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릴리스에서 사용자 카드 영역 일부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되는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Microsoft Azure에 포드가 없으면 해당 영역에는 Microsoft Azure에서 포드를 배포한 경우에만 
해당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그래픽 및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그래픽의 예를 보려면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세션
사용자 카드를 탐색하여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집계된 사용자의 현재 및 기간별 세션에 대한 정보를 가
져옵니다. 나열된 세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n 기본적으로 현재 세션만 표시됩니다.

n Microsoft Azure의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세션의 경우, 왼쪽의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최대 7일 동안의 
이전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현재 세션이 표시되므로 현재 세션이 없는 경우 [세션] 탭의 맨 위에 0 값이 표시됩니다. 기
간별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디스플레이를 조정하는 경우 이 숫자가 선택한 기간에 대한 세션 수로 업데이트됩
니다.

세션을 클릭하여 해당 대시보드를 엽니다. 세션의 대시보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 세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세션 대시보드 작업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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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카드를 탐색하여 이 사용자가 참여하는 할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에서 할
당은 사용자가 가상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받는 엔티티입니다.

참고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할당은 사용자 카드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데스크톱
사용자 카드를 탐색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자 할당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n VDI 플로팅 데스크톱에 대한 활성 세션
n RDSH 세션 데스크톱에 대한 활성 세션
n 이 사용자에게 해당 데스크톱에 대한 활성 세션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할당된 VDI 전용 데스크톱.

시스템에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VDI 전용 데스크톱을 할당합니다.

또한 사용자 카드는 데스크톱의 기본 VM(가상 시스템)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버튼도 제공합니다.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콘솔의 RBAC(역할 기반 작업 제어)에서 할당된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n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 작업을 사용하여 해당 특정 전용 데스크톱을 이 특정 사용자에
게 명시적으로 할당합니다.

n 사용자가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정의된 집합으로부터 데스크톱을 
할당합니다. 특정 전용 데스크톱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할당하지 않고 해당 사용자에게 VDI 전용 데
스크톱 할당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할당의 사용자/그룹 영역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용 권
한을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해당 할당의 데스크톱 집합에서 데스크톱을 처
음 실행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해당 VDI 전용 데스크톱을 할당했으며 시스템에서 해당 VDI 전용 데스
크톱을 해당 사용자에게 영구적으로 할당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카드를 탐색하여 사용자에게 할당된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활동
사용자 카드를 탐색하여 선택한 기간 동안의 사용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나열된 세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세션 유형, 포드 유형 및 관리자의 사용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 카
드를 탐색하고 화면 레이블에 따라 이러한 작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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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Horizon Horizon Microsoft Azure Microsoft Azure

VDI 데스크톱 세션 기반 데스크톱 VDI 데스크톱 세션 기반 데스크톱
알림 메시지 보
내기

특정 세션의 로그인된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
지를 보내는 것은 사용
자 카드에 제공된 작업 
중 하나입니다. 메시지
가 전송되면 사용자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 예 예 예

VMware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사용

이 작업을 수행하면 선
택한 최종 사용자 데스
크톱 세션에서 
VMware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제품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관리자는 가상 데
스크톱에서 원격 보기 
및 제어 기능으로 직원
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
다. 작업 버튼은 테넌트 
환경에 VMware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제품을 사용하도록 라
이센스가 부여되고 선
택한 데스크톱의 기반
이 되는 VM 및 해당 
VM을 프로비저닝하는 
포드에서 추가 최소 요
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
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 
및 이 기능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kspace ONE 

UEM Console 설명서 
모음에서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및 Horizon 

Cloud 가이드를 참조
하십시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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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Horizon Horizon Microsoft Azure Microsoft Azure

Microsoft 원
격 지원 사용

헬프 데스크 도구에서 
이 작업은 원격 지원으
로 표시됩니다. 이 작업
은 Horizon 포드의 세
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 작업은 게시된 
데스크톱에서 
Microsoft 원격 지원 
기능을 사용합니다. 특
정 최종 사용자 세션에
서 이 작업을 시작합니
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다시 시작 이 작업은 최종 사용자 
세션의 기반이 되는 
VM을 다시 시작합니
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연결 해제 세션 연결을 해제합니
다.

예 예 예 예

로그오프 세션에서 사용자를 로
그오프시킵니다.

예 예 예 예

재설정 최종 사용자 세션의 기
반이 되는 VM을 재설
정합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세션 대시보드 작업
활성 세션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세션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이 대시보드의 각 영역
을 탐색하면서 대시보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고, 대시보드가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세부 정보
세션 관련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 사용자의 세션(예: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네트
워크 지연 시간, 디스크 성능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대시보드를 따라 스크롤하고 화면 컨트롤을 사용하여 세
부 정보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RDP 프로토콜에 대해 제한된 메트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 세션에서 R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다른 프로토콜보다 더 적은 수의 메트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세션 대시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데이터 및 작업 유형의 예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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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시보드에는 슈퍼 관리자와 헬프 데스크 관리자가 세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능 데이
터 메트릭과 작업이 제공됩니다.

참고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연결된 세션의 경우 실시간 또는 기간별 성능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대해서만 이전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프로세스
이 대시보드에서는 세션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고, 문제가 있는 프
로세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데스크톱 또는 팜 VM에 헬프 데스크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VDI 데스크톱 VM 또는 팜 RDSH VM이 헬프 데스크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생성된 경우 해당 
VM에 연결된 세션에 대한 대시보드를 열면 정보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VM의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당 세션에 
대한 일부 대시보드 영역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n 클라이언트 및 VM에 대한 대부분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n 사용자 환경 메트릭 및 차트가 비어 있습니다.

n 프로세스 탭이 비어 있습니다.

n 새로 고침 아이콘을 클릭할 수 없습니다.

n 작업 종료 버튼과 같은 일부 작업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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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 유형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 3
Horizon Cloud는 다양한 유형의 포드가 있을 수 있으며 모두 단일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연결된 다양한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연결 포드 클라우드가 클라우드부에 등록되면 관리 콘솔의 
[용량] 페이지에 나열됩니다. [용량] 페이지는 전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을 감독 및 관리하고, 테넌트 환경에 
더 많은 포드를 추가하고, 포드의 특성을 편집하고, 포드를 제거할 수 있는 원스톱 장소입니다. [포드] 탭을 사용하
여 전체 엔터티로서 포드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다른 [용량] 페이지 탭에서 사이트(클라우드 연결 포
드의 정의된 집합)를 구성하고 저장된 자격 증명과 같은 포드 용량 관련 리소스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용량] 페이지 소개
[용량] 페이지는 콘솔의 설정 아이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탭이 
있습니다. 이러한 탭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한 가지 방법은 클라우드 연결 포드, 사이트 및 용량 관련 리소스
에 대해 전형적인 CRUD(생성, 읽기, 업데이트, 삭제)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성 작업
[포드] 탭에서는 포드 그룹에 새 포드를 추가하는 워크플로를 시작하기 위한 새로 만들기 작업을 제공합니다. 

[사이트] 탭에서는 새 사이트를 정의하기 위한 새로 생성 작업을 제공합니다. [리소스] 탭에서는 새 창을 여는 
관리 작업을 제공합니다. 이 새 창에서 Horizon Cloud에 저장할 새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읽기 작업
또한 [포드] 탭은 특정 포드의 세부 정보를 드릴다운하고 검토하는 Access Point로 작동합니다. 나열된 포드
의 이름을 선택하여 포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페이지를 엽니다. [리소스] 탭에서 나열된 리소스의 이
름을 선택하여 해당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페이지를 엽니다. [사이트] 탭에서 편집 버튼을 사용
하여 나열된 사이트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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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탭은 포드의 편집 가능한 특성을 변경하기 위한 편집 작업을 제공합니다. 포드에 대해 편집할 수 있는 
특정 특성은 포드 유형, 포드의 기존 특성 및 해당 포드 유형과 특성에 대해 지원되는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릅니
다. 마찬가지로 [사이트] 탭은 사이트의 편집 가능한 특성을 변경하기 위한 편집 작업을 제공합니다. [리소스] 

탭의 관리 작업은 리소스의 편집 가능한 특성을 변경하기 위한 진입점입니다.

삭제 작업
[포드] 탭은 Horizon Cloud 테넌트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에서 포드를 제거하기 위한 제거 작업을 제공
합니다. [사이트] 탭에는 해당 탭에 정의된 사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삭제 작업이 있습니다. [리소스] 탭의 관리 
작업은 Microsoft Azure 구독의 저장된 자격 증명과 같은 저장된 용량 관련 리소스를 삭제하기 위한 진입점
입니다.

포드 — 포드 수준 정보
[포드] 탭은 클라우드 연결 포드의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그룹에 대한 개요, 해당 상태, 리소스 활용률 측면
에서 포드의 수행 방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새 포드 배포 시작, 포드 특성 편집 또는 테넌트 환경에서 포드 제
거와 같은 포드 수준 관리 워크플로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각 포드 유형의 [포드] 탭에는 고유한 정보가 제공됩
니다.

기억할 사항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

n Horizon Cloud 포드는 VMware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의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구
축됩니다.

n Horizon 포드는 VMware Horizon의 연결 서버 기술을 기준으로 구축됩니다.

표 3-1. [포드] 탭의 [포드별 정보] 열
열 세부 정보
상태 포드의 상태(예: 온라인)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표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태의 의미를 보려면 포드 — 표시

되는 상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름 포드의 현재 이름을 표시합니다.

유형 사용자의 포드 그룹에 포함 가능한 유형인지 여부에 따라 포드 유형을 표시합니다. 이 열에 콘솔이 표시하는 내
용의 예로는 On-Premises 및 VMware Cloud on AWS가 있습니다.

버전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이 열에는 기본 포드 관리자의 VM 매니페스트 정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이 숫자는 포드 관리자 VM이 현재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 이진 파일 버전을 나타냅니다.

Horizon 포드의 경우 이 열에는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하는 Horizon Cloud Connector의 소프트웨
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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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포드] 탭의 [포드별 정보] 열 (계속)

열 세부 정보
상태 이 열에는 포드 배포의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의 의미는 배포가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연결 서버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포드 유형 간의 소프트웨어 기술 차이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려면 서비스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
이 포드 유형은 콘솔의 자동화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할 때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인스턴스화됩니
다. 이러한 포드는 항상 Horizon Cloud 제어부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 페이지에는 이 
포드 유형이 항상 Managed로 표시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포드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콘솔의 장 2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제공된 Cloud Monitoring Service의 통합 가시성, 인사
이트,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기능 소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서버 기반 포드
[용량] 페이지에는 이러한 유형의 포드가 Monitored 또는 Managed로 표시됩니다. [모니터링됨] 상태는 
이러한 포드를 Horizon Cloud에 처음 온보딩한 후의 기본 상태입니다. [모니터링됨] 상태의 포드는 구독 
라이센스 서비스 및 장 2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제공된 Cloud Monitoring Service의 통합 가
시성, 인사이트,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기능 소개을 제공하는 콘솔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포드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리됨] 상태의 포드는 [모니터링됨] 상태의 포드에 대한 콘솔 기능 외에도 이 포드 유형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모든 Horizon 제어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치 현재 포드와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를 표시합니다. 포드의 연결된 위치를 변경하려면 [용량] 페이지의 편집 
작업을 사용하여 포드를 다른 위치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용량] 페이지의 [편집] 워
크플로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한 일부 클라우드 관련 특성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Universal Broker를 구성한 경우 이 열에는 현재 포드와 연결된 사이트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이트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
션 활용률

테넌트 환경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활용률(%)은 사용 중인 활성 최종 사용자 세션을 잠재적인 세션의 
최대 수로 나누어 최종 사용자 활동을 측정한 것입니다.

참고   이 릴리스에서 시스템은 Microsoft Azure의 포드 그룹의 포드 관리자 기반 Horizon 포드에 대해서만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을 보고합니다.

포드 수준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활용률 열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백분율이 표시됩니다.

1 포드에 연결된 모든 활성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세션을 합합니다.

2 구성된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 세션 최댓값을 기준으로 포드가 제공하도록 구성된 모든 잠재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세션을 합합니다.

3 첫 번째 합계를 두 번째 합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 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포드에 다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n 하나의 RDSH VM과 VM당 10개의 동시 세션(해당 팜에 있는 10개의 잠재적 세션)에 대해 구성된 단일 데
스크톱 팜.

n 두 개의 RDSH VM과 VM당 20개의 동시 세션(해당 팜에 있는 40개의 잠재적 세션)에 대해 구성된 단일 
애플리케이션 팜.

n 애플리케이션 팜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단일 활성 최종 사용자 연결
해당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활용률 열에서 해당 포드에 대해 표시되는 백분율은 50개의 잠재적 섹션(데스
크톱 팜의 10개, 애플리케이션 팜의 40개)과 1개의 활성 세션이 있으므로 1/50 = 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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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포드] 탭의 [포드별 정보] 열 (계속)

열 세부 정보
사용된 용량 테넌트 환경에서 용량 사용량은 해당 포드가 배포된 기본 용량 인프라 중에서 해당 포드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용

량을 기준으로 사용 중인 포드의 vCPU(가상 CPU) 리소스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참고   이 릴리스에서 시스템은 포드 그룹의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에 대해서만 용량 사용량을 보고합니다. 이러
한 포드에 대한 용량 활용률은 구독의 지역별 총 vCPU 할당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구독의 모든 포드는 
동일한 용량 활용률을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포드의 경우 해당 vCPU 용량 사용량은 Microsoft Azure 구독의 Microsoft.Compute 지
역별 총 vCPU 할당량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온 VM, 봉인된 이미지, 팜 RDSH 인스턴스 및 VDI 데스크톱 인스
턴스에 사용되는 vCPU 외에, 이러한 각 포드는 구독의 지역별 총 vCPU 할당량 중에서 해당 포드 관리자 VM

에 대해 vCPU 4개를 사용하고, 각각의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VM에 대해 vCPU 4개를 사용합니
다.

에이전트 버전 v2204 릴리스 및 해당 릴리스의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부터, 이 열에는 포드 매니페스트와 일치하
는 에이전트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이전 매니페스트의 경우 이 열은 포드가 v2204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이상
으로 업데이트될 때까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포드가 현재 포드 매니페스트와 함께 배포된 기본 버전과 다른 버전의 에이전트를 실행 중인 경우 
버전 번호 오른쪽에 파란색 점이 나타납니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점을 클릭하십시오. 또한 에이전트 업데이트
가 릴리스될 때 알림이 생성됩니다.

포드 — 사용 가능한 포드 수준 작업
[용량]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포드 수준 관리 작업의 세부 사항은 작업에 관련된 포드에 대한 포드 유형
(Horizon Cloud 포드 또는 Horizon 포드)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포드 유형에 대한 포드 배포를 시작하여 작업 
환경에서 자동화된 배포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 설명
새 > 포드 유형 포드 그룹에 새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추가하는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포드를 추가한 후에 이 작업을 

사용하여 포드를 포드 그룹에 추가합니다. 포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원하는 포드 유형과 현재 제어부 서비스 수준
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포드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항목은 포드 유형에 따라 세부 단계에 연결됩니다.

n 포드 그룹에 새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메뉴 흐름 새로 만들기 > Microsoft Azure를 
해당 사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n 새 연결 서버 배포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배포는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합니다. 메뉴 흐
름 새로 만들기 > VMware SDDC를 해당 사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한 후에는 다운
로드를 클릭하여 최신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제어부에 Horizon 포드 온보딩을 참조하십시오.

편집 포드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하여 포드의 편집 가능한 특성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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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제거 포드를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하여 포드를 테넌트에서 제거합니다.

팁   제거 워크플로의 결과는 포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n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의 경우 제거 워크플로는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포드 및 모든 해당 아티팩트를 
삭제합니다.

n 연결 서버에 구축된 포드의 경우 제거 워크플로는 Horizon 제어부 서비스에서 포드 연결을 끊어 포드가 더 
이상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포드를 클라우드
에 연결하기 전에 배포했던 용량 환경에 포드의 아티팩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포드의 경우 제거 워크플
로는 Horizon Cloud Connector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분리 작업을 사용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보기 > 상태 변경 포드의 상태가 모니터링됨이며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Universal Broker 및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사용할 수 있게 [관리됨]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콘솔은 연결 서버 배포 유형에 대해서만 이 작업을 표시합니다. 위에 설명된 대로,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
가 항상 관리됨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드 상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링됨 상태인 포드를 선택한 다음, 추가 > 상태 변경을 선택하여 이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

포드 — 세부 정보 페이지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
에서는 해당 포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보 및 작업을 제공합니다. 포드에 대해 볼 수 있는 세부 특성의 유형은 포
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포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유형은 포드의 유형 및 포드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릅니
다. 일부 작업은 포드 편집 및 테넌트 환경에서 포드 제거와 같이,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와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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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유형에 따른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
유형 세부 정보
Horizon 포드 배포(연결 서버 기술로 배
포된 포드)

이 페이지에는 [요약] 및 [감사 로그] 탭이 있습니다. [감사 로그] 탭에 대한 내용은 감사 로그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요약] 탭의 작업 버튼을 사용하여 서비스가 현재 이러한 포드에서 지원하는 작업을 수행
합니다.

n 편집 버튼을 사용하여 포드의 편집 가능한 특성을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용량] 페이지의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한 일부 클
라우드 관련 특성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연결 끊기 버튼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포드를 제거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사용할 때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 제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업데이트된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업데이트 스케줄링 버튼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스케줄링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제어부 서비스로 Horizon Console 실행에 설명된 것처럼 Horizon Console 시작 버튼
을 사용하여 해당 포드의 Horizon Connection Server에 대한 Horizon Console을 실
행합니다.

n 더 보기 > 커넥터 로그 다운로드 버튼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활동의 로
그 파일을 수집합니다.

버전 번호 필드에 표시되는 숫자는 현재 포드에서 실행 중인 Horizon Cloud Connector의 
버전 및 빌드 번호를 나타냅니다.

Horizon Cloud 포드(포드 관리자 기술로 
배포된 포드)

이 페이지에는 [요약], [시스템 활동], [사용자 활동] 및 [감사 로그] 탭이 있습니다. [감사 로
그] 탭에 대한 내용은 감사 로그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요약] 탭의 작업 버튼을 사용하여 서비스가 현재 이 유형의 포드에 대해 사용하도록 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포드의 속성 중 일부를 편집합니다. 모든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 워크
플로는 또한 간단한 속성을 변경하는 것 외에 포드의 구성을 변경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새 
SSL 인증서를 업로드하거나, 2단계 인증 구성을 포드의 게이트웨이 설정에 추가하거나, 

기존 2단계 인증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전환하거나, 아직 설정되지 않은 포드에 게이트웨
이 설정을 추가합니다. 이 유형의 Azure 포드의 관리 작업에 대한 링크 목록은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n 전체 포드를 삭제하거나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을 삭제합니다.

n 시스템에서 추가 VM 서브넷을 포드에 추가하는 프로세스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콘솔
에서 실패한 네트워크 다시 배포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사용하여 시스
템이 다시 시도하도록 트리거합니다.

n 포드 관리자 VM에 기록된 로그를 다운로드합니다.

n 테넌트에 해당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단일 포드 브로커링 구성이 있고 이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와 통합하려는 시나리오에서 콘솔은 포드 관리자 
VM에 SSL 인증서를 업로드하는 업로드 워크플로를 제공합니다. 단계는 Workspace 

ONE AccessConnector가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
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처럼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 직접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버전 번호 필드에 표시된 숫자는 포드가 현재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 바이너리의 버전을 반영합
니다. 이 버전을 포드의 매니페스트 번호 또는 포드의 빌드 번호라고도 합니다. 포드 소프트웨
어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포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포드에 적용할 수 있는 매니페스트 번호
가 포함된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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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유형에 따른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 (계속)

유형 세부 정보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포드의 구독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와 연결된 구독 정보 변경, 수정 및 업데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포드에서 사용하는 Microsoft Azure 구독 제한 수준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제한을 
기준으로 구독의 현재 사용량 검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 표시되는 상태
CMS(Cloud Monitoring Service)는 각 포드의 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용량] 페이지 및 [대시보
드] 페이지에서 포드 상태를 나타냅니다. [용량] 페이지의 상태 열에 표시되는 상태의 의미는 다음 섹션에 나열되
어 있습니다. [용량] 페이지에서 상태 아이콘 위로 커서를 가져가면 보고된 상태의 기본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온라인
포드에 상태 문제가 없습니다. 포드의 커넥터 서비스가 온라인 상태이며 모든 포드 서비스가 작동합니다.

준비
포드에 상태 문제가 없습니다. 포드 배포 또는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경우와 같이 포드가 온라인 상태
로 전환되는 경우 [용량] 페이지에 준비 상태가 잠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오류
포드에는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상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포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영
향을 미칩니다.

경고
CMS가 포드에서 상태를 검색했으며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포드 작업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CMS가 포드에서 실행 중인 연결 서비스가 없음을 감지합니다.

n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의 경우 이 상태는 일반적으로 포드 관리자 VM이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
다. 이 상황은 드물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포드 관리자를 수동으
로 종료하거나 Microsoft Azure 클라우드가 중단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n 클라우드 연결 Horizon Connection Server 배포의 경우 이 상태는 Horizon Cloud Connector와 제
어부 간에 연결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가 작동되고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
오.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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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가 포드에서 상태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Horizon 포드의 경우 이 상태는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 또는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문제가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해당 
Horizon 포드에 대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호출이 정보를 검색할 수 없음을 의미합
니다.

사이트
[사이트] 탭은 환경이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에 표시됩니다. Horizon Cloud 환경의 사이
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사이트 사용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제어부에는 각 리소스 용량 유형에 있는 포드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리소스 용량을 Horizon Cloud 환경에 연결할 때 제어부의 구성 집합에 저장됩니다. [리소스] 탭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n 저장된 구성 설정에 대한 개요.

n 해당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작업. 현재, 이 탭에서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의 포드 관리
자 기반 배포를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어부에서 사용하는 저장된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관리하
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Horizon Cloud —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 삭제, 편집 및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제어부 서비스로 Horizon Console 실행
n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 및 Horizon Cloud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 정보
n Horizon Cloud - [용량] 페이지의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한 일부 클라우드 관

련 특성 변경
n Horizon Cloud에서 사용할 때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 제거

제어부 서비스로 Horizon Console 실행
해당 포드의 Horizon connection server에 대해 Horizon Console을 실행하여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시작되면 Horizon Console은 Horizon 제어부 서비
스에서 SSO(Single Sign-On) 인증을 지원하는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로 실행됩니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 또는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특정 Horizon 포드 연결 서버에 대해 Horizon Console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onsole은 Horizon Universal Console 로그인 세션에서 SSO 자격 증명을 사용하
여 새 브라우저 탭에서 열립니다. 추가 자격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Horizon Console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여 다음을 제외하고 Horizon Console을 기본적으로 실행할 때 
동일한 모든 포드 관리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 헬프 데스크 기능 Horizon 포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Horizon Cloud 환경의 헬프 데스크 기능을 대
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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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JMP Server 기능. 사용자에 대한 데스크톱 작업 공간을 정의하고 관리하려면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할당 생성 및 관리 및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에 설명된 대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대신 구성합니다.

Horizon Console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Horizon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Horizon 포드가 Horizon Console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실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포드 Connection Server를 공용 네트워크에서 액세스할 수 있을 때만 SSO 인증 없이 Horizon Console의 기
본 인스턴스가 대신 열립니다. 이 경우 새 브라우저 탭이 열리고 네이티브 Horizon Console 페이지에서 포드의 
Connection Server에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Connection Server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예: 방화벽 뒤에 있는 경우) 대신 연결 오류를 나타내며 브라우저 탭이 열립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 서
버 끝점에서 Horizon Console을 직접 실행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제어부에서 Horizon Console을 실행하려면 슈퍼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여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또한 Horizon Connection Server 버전과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을 현재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확
인합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대해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1.2 이상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u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Horizon Console을 실행합니다.

a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설정 > 용량을 선택합니다.

b [용량] 페이지의 포드 목록에서 관리하려는 Horizon 포드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c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Horizon Console 시작을 클릭합니다.

u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Horizon Console을 실행합니다.

a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모니터링 >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b [대시보드] 페이지의 개요 탭에서 문제 또는 세션 보기 아래에서 관리하려는 Horizon 포드의 이름을 클릭
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Horizon Console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로그아웃하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대한 로그인 화면으로 
리디렉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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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 및 Horizon Cloud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 정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포드 그룹에 첫 번째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고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이 완료되면 콘솔의 [용량]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량] 페이지의 새로 만들기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메뉴를 시작 지점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포드를 포드 그룹에 추가합니다.

콘솔에서 설정 > 용량을 사용하여 [용량] 페이지를 엽니다. 포드 그룹에 포드를 추가하려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추가하려는 포드 유형에 따라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중요   포드 그룹에 포드를 추가하기 위한 메뉴 선택 항목 및 특정 워크플로 단계는 추가하려는 포드의 정확한 유형
과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의 구성에 기반하여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동적이
며 테넌트 계정에 구성된 항목에 따라 기능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습니다. 콘솔에 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이 표시되지 않으면 정보 지원 요청을 열어 요청하십시오.

Microsoft Azure의 새 Horizon Cloud 포드를 포드 그룹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 사용 사례의 경우 새로 만들기 > Microsoft Azure 메뉴 흐름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으로 포드 관리자 기
반 Horizon Cloud 포드 배포를 자동화하는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해당 포드는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만 실행되는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워크플로 단계를 보려면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로 이동하십시오.

팁   이 옵션은 AVS(Azure VMware Solution)의 Horizon 포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VS의 Horizon 

포드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포드입니다.

새로운 Horizon 포드를 추가하려고 합니까? AVS(Azure VMware Solution)에서 Horizon 포드를 포함합니
다.

Horizon 포드는 포드 관리자 기술 대신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하는 포드입
니다. 이 현재 릴리스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이러한 유형의 모든 포드를 추가합니다. 

Horizon 포드가 온 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 이미 존재하고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메뉴 흐름 새로 만
들기 > VMware SDDC를 해당 사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한 후에는 다운로드를 클릭
하여 최신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간편하게 다운로드하는 my.vmware.com 다운로드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장치를 다운로드한 후 포드를 연결하는 워크플로 단계를 보려면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 제어부에 온보딩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특히 VMware Cloud on AWS의 Horizon 포드를 기준으로, 새로 만들기 > VMware 를 클릭한 후 
콘솔에 해당 유형에 대한 추가 작업이 표시될 수 있지만 해당 경로를 따르시면 안 됩니다. 이때 해당 경로는 일
반화된 사용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설명서가 없습니다. VMware Cloud on AWS에서 Horizon 

포드를 추가하려면 다운로드 경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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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
량] 페이지에서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
Horizon Cloud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하나 이상의 포드가 있고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단계가 완료된 
후에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 그룹에 더 많은 포드를 추가하는 메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워크플로
는 Horizon Cloud 포드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포드는 Microsoft Azure 구독에서만 실행되며 VMware SDDC

가 필요하지 않은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양한 포드 유형 그룹에 포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 및 
Horizon Cloud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 정보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여기에 나오는 워크플로는 AVS(Azure VMware Solution)의 Horizon 포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정 워크플로는 Horizon Cloud 포드에 적용됩니다. Horizon Cloud 포드는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
을 기준으로 하지만 Horizon 포드는 연결 서버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고   이러한 단계에서 언급한 IP 주소는 예시입니다. 조직의 필요에 맞는 주소 범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IP 주소 
범위를 언급하는 각 단계마다 해당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대체하십시오.

이 마법사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한 단계의 정보를 지정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법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항목은 원하는 포드 
구성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포드에 대해 원하는 구성에 필요한 항목 외에도, 추가 포드를 배포하기 전에 첫 번째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완
전히 배포해야 하며,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바인딩 및 도메인 가입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객 계정 레코드 
내의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는 동일한 Active Directory 정보를 공유하며 각 클라우드 연결 포드는 모든 클라
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로 구성되고 브로커 설정에 2단계 인증이 사용되도록 설정된 경우 2단계 인증 설정이 
있고 동일한 2단계 인증 유형을 사용하는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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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용량으로 이동한 후 새로 만들기 > Microsoft Azure를 클릭하여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

합니다.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가 열립니다.

2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전에 입력한 구독 이름을 선택하거나 새 구독 정보를 입력하여 이 포드에 사용할 
구독을 지정합니다.

기존 구독을 선택하는 경우 이 단계는 이전에 시스템에 입력한 구독 정보로 채워집니다.

중요   새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한 구독 정보가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구
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주체에 필요한 역할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옵션 설명
구독 적용 이전에 입력한 구독 이름을 선택하거나 새로 추가를 선택하여 새 구독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구독 이름 새로운 구독 정보를 제공할 때 이전에 입력한 다른 구독에서 이 구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문자, 대시,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 구독과 관련된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n Azure - 상업용 - 표준 글로벌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지역용
n Azure - 중국 - 중국 클라우드의 Microsoft Azure용
n Azure - 미국 정부 - Microsoft Azure 미국 정부 클라우드용

구독 ID 클라우드 용량 구독 ID(UUID 형식)를 입력하십시오. 이 구독 ID는 선택한 환경에 유효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경우 Microsoft Azure 포털의 [구독] 영역에서 이 UUID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ID Microsoft Azure AD 디렉토리 ID(UUID 형식)를 입력하십시오. Microsoft Azure의 경우 Microsoft Azure 포털의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속성에서 이 UUID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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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애플리케이션 
ID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한 서비스 원칙과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ID(UUID 형식)를 입력하십시오.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및 연결된 서비스 원칙 생성은 전제 조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키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한 서비스 원칙의 인증 키에 대한 키 값을 입력하십시오. 키 생성은 전제 조건입니다.

외부 게이트
웨이에 대해 
다른 구독 사
용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포드의 구독과는 별개로 자체 구독에 배포하려는 경우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면 조직은 전문 분야에 따라, 별도의 팀에 해당 구독에 대한 제
어 권한을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구독의 리소스 그룹에 있는 포드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와 게
이트웨이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액세스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토글을 설정하면 게이트웨이의 구독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필드가 표시됩니다. 포드 구독의 경우처럼 해당 필드에 정
보를 지정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새 구독을 추가한 경우 다음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는 지정된 모든 값에 대한 유효성과 이러한 값이 다음과 같
이 서로 적절히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지정된 구독 ID가 선택한 환경에서 유효한지 여부
n 지정된 디렉토리 ID, 애플리케이션 ID 및 애플리케이션 키가 해당 구독에서 유효한지 여부
n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ID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주체에게 참가자 역할 또는 포드 배포자에 필요한 

역할 작업에 대해 구성된 사용자 지정 역할이 있습니까?

n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ID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주체에는 수행 중인 배포 유형에 대해 배포 프로
세스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허용하는 역할이 할당됩니다. 서비스 주체 및 해당 역할 요구 사항에 대한 설
명은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생성하여 Horizon Cloud Pod 배포자에 필요한 서비스 주체 생성 및 
Microsoft Azure 구독의 Horizon Cloud에 필요한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값 검사와 관련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값이 구독에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값과 유효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서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독에 있는 디렉토리 ID를 지정하고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ID 값을 지정한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해당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둘 이상의 값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수집
한 구독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주체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4 이 마법사 단계에서 네트워킹 정보뿐 아니라 포드의 이름과 같은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사이트 테넌트 환경이 Microsoft Azure에서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되고 추가 포드를 배포하

는 경우 마법사는 사이트를 표시합니다. 포드를 사이트에 연결합니다. 기존 사이트나 Default-Site를 선택하거나 새 
사이트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량] 페이지의 사이트 탭에는 환경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가 나열됩니
다.

포드 이름 이 포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다른 포드에서 이 포드를 식별하기 위해 관리 콘솔에서 사용됩니다.

참고   이 이름은 Horizon Cloud 고객 계정의 기존 포드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용량] 페이지에 나열된 
포드의 이름과 일치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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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위치 기존 도시 이름을 선택하거나 추가를 클릭하여 새 도시를 지정하십시오.

시스템은 도시 이름에 따라 포드를 그룹화하고 콘솔의 [대시보드] 페이지에 있는 Horizon Global Footprint 지도
에 포드를 표시합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도시 이름 입력을 시작합니다. 입력한 문자와 일치하는 세계 도시 이름이 자동으로 해당 백엔드 지
역 조회 테이블에 표시되므로 해당 목록에서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의 자동 완성 목록에서 도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문제로 인해 위치 이름이 지역화되지 않
았습니다.

Microsoft 

Azure 지역
이 포드를 배포할 실제 지리적 Microsoft Azure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지역은 이전에 선택한 
Microsoft Azure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포드로 서비스를 제공할 최종 사용자와의 근접성에 근거하여 지역을 선택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더 근접할수록 
지연 시간이 낮아집니다.

중요   모든 Microsoft Azure 지역이 GPU 지원 가상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GPU 지원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포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하기 원하고 이 Horizon Cloud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해당 
NV 시리즈, NVv4 시리즈 및 NCv2 시리즈 VM 유형이 해당 포드에 대해 선택한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제공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azure.microsoft.com/ko-kr/regions/services/의 Microsoft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설명 선택 사항: 이 포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Azure 리소스 태
그

선택 사항: Azure 리소스 그룹에 적용할 사용자 지정 태그를 생성합니다. Azure 리소스 태그는 리소스 그룹에만 적
용되며 그룹의 리소스에 의해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태그를 생성하려면 이름 및 값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태그를 생성하려면 +를 클릭한 다음, 기존 이
름 아래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름과 값 필드에 입력합니다.

n 최대 10개의 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 태그 이름은 512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스토리지 계정의 경우 태그 이름은 128자로 제
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n 태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

< > % & \ ? /

n 태그 이름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azure’, ‘windows’, ‘microsoft’ 문자열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n 태그 이름 및 태그 값에는 ASCII 문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준 128 문자 ASCII 집합 외부의 공백 및 문자(상
위 ASCII 또는 확장 ASCII 문자라고도 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상 네트워크 목록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Microsoft Azure 지역 필드에서 선택한 지역에 존재하는 VNet(가상 네트워크)만 여기에 표시됩니다. 해당 지역
에서 사용하려는 VNet을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이미 만들었을 것입니다.

기존 서브넷 사용 포드의 서브넷 요구 사항에 맞게 서브넷을 미리 생성한 경우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토글을 예로 설정
하면 서브넷을 지정하는 마법사의 필드가 드롭다운 선택 메뉴로 바뀝니다.

중요   이 마법사는 필수 서브넷 중 하나에 대해서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고 다른 필수 서브넷에 대해 CIDR 주소도 입
력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토글을 예로 설정한 경우 모든 포드의 필수 서브넷에 대해 기존 서브넷에서 선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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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관리 서브넷
관리 서브넷
(CIDR)

기존 서브넷 사용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메뉴에 가상 네트워크에 대해 선택한 VNe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
이 표시됩니다. 포드의 관리 서브넷에 대해 사용하려는 기존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중요  
n 해당 서브넷에 대한 서비스 끝점으로 구성된 Microsoft.SQL 서비스가 있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이 서비스 

끝점은 관리 서브넷을 통해 포드 관리자 VM과 포드의 Azure Postgres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필요한 통신을 
지원합니다.

다른 리소스가 연결되지 않은 빈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서브넷이 비어 있지 않으면 배포 프로세스 또는 포드 작
업 동안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브넷 사용을 해제한 경우 배포자가 포드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연결될 서브넷을 생성할 
서브넷 주소 범위(CIDR 표기법)를 입력합니다(예: 192.168.8.0/27). 관리 서브넷의 경우 /27 이상의 CIDR이 필요
합니다.

경고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마법사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브넷이 Microsoft Azure 환경에 아직 존
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경우 다음 마법사 단계를 진행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VM 서브넷 - 기본
VM 서브넷
(CIDR) - 기본

이 필드는 최종 사용자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포드에서 프로비저닝하는 VM에 사용되는 서브
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VM에는 골든 이미지 VM, 팜의 RDSH 지원 VM 및 VDI 데스크톱 VM이 포함됩니
다.

기존 서브넷 사용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메뉴에 가상 네트워크에 대해 선택한 VNe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
이 표시됩니다. 해당 VM에 사용하려는 기존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중요   다른 리소스가 연결되지 않은 빈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서브넷이 비어 있지 않으면 배포 프로세스 또는 포드 
작업 동안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브넷 사용을 해제한 경우 포드가 배포될 때 배포자가 이 서브넷을 생성할 서브넷 주소 범위(CIDR 표기법)를 
입력합니다(예: 192.168.12.0/22). 데스크톱 서브넷의 경우 적어도 /27의 CIDR이 필수이며 /22의 CIDR이 권장됩
니다.

중요   입력하는 범위가 팜의 RDSH 지원 VM 및 최종 사용자를 위한 VDI 데스크톱 VM을 제공하기 위해 이 포드에
서 프로비저닝하도록 하려는 VM의 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지 확인합니다. 포드 배포 후에는 이 데스크
톱 서브넷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경고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마법사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브넷이 Microsoft Azure 환경에 아직 존
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경우 다음 마법사 단계를 진행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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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NTP 서버 시간 동기화에 사용할 NTP 서버 목록을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NTP 서버는 공용 NTP 서버 또는 시간 동기화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자체 NTP 서버일 수 있습
니다. 여기에서 지정한 NTP 서버는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 네트워크 필드에서 선택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필드에 각 NTP 서버를 해당 숫자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에 숫자 IP 주소 대신, 도메인 이름을 제공할 경우 가상 네트워크 대해 구성된 DNS가 지정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NTP 서버 도메인 이름의 예로는 time.windows.com, us.pool.ntp.org, time.google.com 등이 있습니
다.

프록시 사용 아웃바운드 인터넷 연결을 위한 프록시가 필요한 경우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표시되는 관련 필드를 완료합
니다.

포드 배포자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환경에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다운로드하고 Horizon Cloud 클라우드 
제어부에 다시 연결하기 위해 인터넷에 대한 아웃바운드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포드에서 프록시 구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n 프록시(필수): 프록시 서버에 대한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n 포트(필수): 프록시 서버 구성에 지정된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프록시 서버 구성에 인증을 위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 증명도 제공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다음 단계가 처음 표시될 때의 예입니다. 일부 컨트롤은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게
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다른 구독을 사용하기 위해 첫 번째 마법사 단계에서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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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하는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정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의 2단계 인증 구성을 지정합니
다.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 설정에 2단계 인증이 구성된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경우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선택하고 게이트웨이에서 동일한 2단계 인증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의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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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포드에 대한 2단계 인증 기능 지정
참고   이 단계에서는 게이트웨이 리소스 그룹이 포드에 대해 지정한 것과 동일한 사용자 지정 태그를 상속하
도록 할지 또는 다른 항목을 지정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게이트웨이 유형은 동일한 지정된 태그 집합
을 사용합니다.

7 유효성 검사 및 계속을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 및 계속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값의 유효성 및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n 서브넷이 유효하며 구독 내의 선택한 지역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와 겹치지 않는지 여부
n 구독 할당량에 포드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VM(가상 시스템)과 코어가 있는지 여부
n 인증서가 올바른 PEM 형식인지 여부
겹치는 네트워크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구독에 이미 있는 동일한 값을 사용하는 기존 서브넷이 있는
지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의 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면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8 요약된 정보를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는 Microsoft Azure 환경에 포드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해당 포드를 배포하는 데 최대 1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포드가 성공적으로 배포될 때까지 해당 포드에 대한 진
행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새로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
다.

중요   Microsoft Azure China 클라우드에서 추가 포드를 배포할 때,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1시간보다 오래 걸
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지리적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
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추가된 게이트웨이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지정한 경우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n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2단계 인증이 구성되어 있고 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가 배포된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인증 서버가 외부 게
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의 IP 주소를 통한 통신을 허용하도록 구성합니다.

게이트웨이 배포와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당 로드 밸런서 주소를 사용하여 해당 서버와 연결하려고 시도합니
다. 이러한 통신 트래픽을 허용하려면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 있는 로드 밸런서 리소스의 IP 

주소가 2단계 인증 서버의 구성에 클라이언트 또는 등록된 에이전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통
신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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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배포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생성된 적절한 NIC의 통신을 허용하도록 2단계 인증 서버를 구
성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배포에 사용되는 Azure VNet 토폴로지 및 해당 서브넷에 대한 2단계 인증 서버의 네트워
크 가시성을 결정합니다. 2단계 인증 서버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가시성을 
부여한 서브넷에 해당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NIC의 IP 주소를 통한 통신을 허용해야 합
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는 해당 서브넷에 해당하는 4개의 NIC가 있습니다. 이 
중 2개의 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현재 활성 상태이고, 나머지 2개는 유휴 상태였다
가 포드 및 해당 게이트웨이가 업데이트를 거친 후에 활성화됩니다.

포드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과 각 포드를 업데이트한 후에 게이트웨이와 2단계 인증 서버 간 통신 트래픽을 지
원하려면 해당 NIC 4개의 IP 주소가 해당 서버 구성에서 클라이언트 또는 등록된 에이전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통신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경우 지정한 구성 유형에 따라 DNS 서버에서 해당 
CNAME 레코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n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의 경우 배포 마법사에서 입력한 FQDN을 포드의 Microsoft Azure 

공용 로드 밸런서 자동 생성 FQDN으로 매핑합니다.

n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의 경우 배포 마법사에서 입력한 FQDN을 포드의 Microsoft Azure 

내부 로드 밸런서 개인 IP 주소로 매핑합니다.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로드 밸런서 정보를 찾는 단계에 대해서는 DNS 서버에서 매핑할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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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환경이 다음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요청된 
값을 제공하고 마법사를 진행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중요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고 포드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요구 사항 외에, 다음 핵심 사항을 알고 있어
야 합니다.

n 포드를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사용자 또는 IT 팀이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설정한 Microsoft Azure 

정책 중 어느 것도 포드 구성 요소의 생성을 차단, 거부 또는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Microsoft Azure 

정책 기본 제공 정책 정의가 포드 구성 요소의 생성을 차단, 거부 또는 제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
해야 하는 두 가지 예제 항목으로서, 사용자와 IT 팀은 어떤 Microsoft Azure Policy도 Azure Storage 계
정의 구성 요소 생성을 차단, 거부 또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Microsoft Azure Policy가 
Microsoft.MarketplaceOrdering/*의 resourceType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드 배포 
프로세스가 진행되려면 VMware vmware-inc publisherID의 Azure Marketplace 제공을 수락해야 
합니다. Azure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zure 정책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가 
Microsoft.MarketplaceOrdering/* 리소스 유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IT 또는 보안 조직
에 Azure Marketplace 제공 또는 마켓플레이스 주문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n 포드 배포자를 사용하려면 Azure 스토리지 계정은 배포자가 구독의 포드 리소스 그룹에서 Azure 

StorageV2 계정 유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스토리지 계정은 포드의 App Volumes 기
능에 사용합니다. 포드 배포 프로세스 동안 Microsoft Azure 정책이 Azure StorageV2 계정 유형을 요구
하는 컨텐츠의 생성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n 이러한 포드를 배포할 때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는 동일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집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배포에 대한 전제 조건
n 다른 포드를 추가하면 이전에 이전 포드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구독을 사용하거나 조직에서 요구할 경우 다

른 구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독을 사용하려는 경우 배포 가이드에 설명된 단계를 수행하여 구독 ID, 

디렉토리 ID, 애플리케이션 ID 및 애플리케이션 키를 가져와야 합니다. 사용하는 구독이 해당 가이드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주체는 구독의 관련 수준에서 적절한 역할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Horizon Cloud 설명서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작 문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n 테넌트가 Microsoft Azure 포드에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
하여 새 포드를 추가하는 경우 사이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존 사이트를 선택하거나 새 사이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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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포드를 배포하려는 지역에 VNet이 있고 해당 VNet이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에 설
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중요   모든 Microsoft Azure 지역이 GPU 지원 가상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GPU 지원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포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하기 원하고 이 Horizon Cloud 릴리스에서 지
원되는 해당 NV 시리즈, NVv4 시리즈 및 NCv2 시리즈 VM 유형이 해당 포드에 대해 선택한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azure.microsoft.com/ko-kr/regions/

services/의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 VNet이 외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DNS를 가리키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포드 배포자가 포드 소프
트웨어를 Microsoft Azure 환경에 안전하게 다운로드하려면 Horizon Cloud 제어부의 외부 주소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n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및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포드 배포자의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
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를 위해 프록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프록시 구성에 대한 네트워킹 정보와 필요한 
인증 자격 증명(있는 경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드 배포 프로세스에는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합
니다.

중요   Microsoft Azure에서 포드를 배포한 후 포드에서 프록시 설정을 편집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록시 설정 없이 배포된 포드에 프록시 구성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
다.

n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시간 동기화에 사용할 하나 이상의 NTP 서
버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TP 서버는 공용 NTP 서버 또는 이 목적을 위해 설정한 자체 NTP 서
버일 수 있습니다. 지정한 NTP 서버는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배
포할 가상 네트워크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 IP 주소 대신, 해당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NTP 서버
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상 네트워크 대해 구성된 DNS가 NTP 서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참고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 동일
한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불일치로 인해 나중에 게이트웨이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최종 사용자 세션을 인증하려고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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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배포자가 필요한 서브넷을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도록 하려면 필요한 서브넷이 미리 생성되었는지와 VNet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브넷을 미리 생성하는 단계는 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

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및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포드 배포를 위해 VNet에서 수동으로 미리 만드는 서브넷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브넷에서 IP 

주소를 사용하는 항목이 이미 있는 기존 서브넷은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서브넷에서 IP 주소를 이미 사용 중인 
경우 포드 배포 실패 및 기타 다운스트림 IP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서브넷에 리소
스를 두거나 IP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메시지에는 Horizon Cloud에서 배포된 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포된 포드가 있는 서브넷을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요   첫 번째 포드 후에 추가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 이미 기존 포드에서 사용 중인 기존 서브넷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드에서 이미 사용 중인 서브넷은 공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포드에서 이미 사용 중인 서
브넷을 선택하면 해당 기존 포드와 해당 서브넷으로 배포한 포드에 대한 포드 작업이 중단됩니다.

모범 사례는 각 포드에 대해 별도의 VNet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권장 사항은 Horizon Cloud 사용 전 및 
도중에 알아야 할 사항에 설명된 것처럼 단일 구독에 배포하는 포드 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제공하는 
지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구독당 하나의 포드가 있는 경우 단일 구독 내에서 Microsoft Azure 제한을 방지
하려면 이러한 제한에 도달할 가능성을 피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에는 각 구독에 자체 VNet이 필요
하기 때문에 구독당 단일 포드가 있는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경우 각 포드에 대해 별도의 VNet을 사용하는 모범 
사례를 자동으로 준수하게 됩니다.

n 배포자가 필수 서브넷을 생성하도록 하려면 관리 서브넷, 데스크톱 서브넷 및 DMZ 서브넷에 대해 마법사에 
입력하려는 주소 범위를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원할 경우 DMZ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범위가 중첩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CIDR 표기법(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
우팅 표기법)을 사용하여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서브넷 범위가 겹치면 마법사에서 오류를 표시합니
다. 관리 서브넷 범위의 경우 최소 /27의 CIDR이 필요합니다. DMZ 서브넷 범위의 경우 /28 이상의 CIDR이 
필요합니다. 관리 및 DMZ 서브넷 범위를 같은 위치에 배치하려는 경우 DMZ 서브넷을 IP가 지정된 관리 서브
넷 범위를 비슷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서브넷이 192.168.8.0/27인 경우 일치하는 DMZ 서
브넷은 192.168.8.32/27입니다.

중요   접두사와 비트 마스크를 결합할 때 접두사가 IP 주소 범위의 시작 IP 주소가 되도록 마법사의 필드에 입
력하는 CIDR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경우 CIDR 접두사가 범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올바른 CIDR 192.168.182.48/28의 IP 범위는 192.168.182.48에서 192.168.182.63까지이고, 접두
사는 시작 IP 주소(192.168.182.48)와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CIDR 192.168.182.60/28의 IP 범위는 
192.168.182.48부터 192.168.182.63인데, 시작 IP 주소가 192.168.182.60의 접두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CIDR이 시작 IP 주소가 CIDR 접두사와 일치하는 IP 주소 범위로 정의되었음을 확인하십시오.

n 배포자가 필수 서브넷을 생성하도록 하려면 해당 주소 범위의 서브넷이 VNet에 아직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배포자 자체가 마법사에서 제공하는 주소 범위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마
법사가 해당 범위를 사용하는 서브넷이 이미 있음을 감지하면 마법사에서 겹치는 주소에 대한 오류를 표시하
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VNet이 피어링되면 마법사에 입력하려는 CIDR 주소 공간이 VNet의 주소 공
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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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
포드에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n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외부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
성 모두에 대해 동일한 FQDN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드를 배포한 후에는 수신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트래픽
을 적절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로 라우팅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목표는 인터넷에서의 클라이언트 트래픽
이 외부 게이트웨이의 Microsoft Azure 퍼블릭 Load Balancer로 라우팅되고 인트라넷의 클라이언트 트래
픽이 내부 게이트웨이의 Azure 내부 Load Balancer로 라우팅되도록 라우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
리오에서 두 게이트웨이의 FQDN이 동일한 경우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DNS 쿼리 원본 네트워크에 따라 
게이트웨이 주소를 외부 게이트웨이 또는 내부 게이트웨이로 확인하도록 분할 DNS(분할 도메인 이름 시스템)

를 구성합니다. 그런 후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FQDN은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에 있
을 때 외부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하고, 클라이언트가 내부 네트워크에 있을 때 내부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FQDN에는 밑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FQDN에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이 실패합니다.

n 해당 FQDN을 기준으로 하는 서명된 SSL 인증서(PEM 형식). Unified Access Gateway 기능을 사용하려
면 Unified Access Gateway 제품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클라이언트 연결용 SSL이 필요합니다. 이 인증서
는 신뢰할 수 있는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단일 PEM 파일에는 개인 키가 있는 전체 인증서 체
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일 PEM 파일에는 SSL 서버 인증서, 필요한 모든 중간 CA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 및 개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OpenSSL은 PEM 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
다.

중요   인증서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는 시간 프레임이 유효해야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VM에
서는 모든 중간 인증서를 비롯하여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의 시간 프레임이 유효해야 합니다. 체인에 만료된 
인증서가 있으면 나중에 인증서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업로드될 때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n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으로 배포하는 경우 DMZ(예외 구역)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 DMZ 서브넷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 VNet에서 DMZ 서브넷을 미리 생성.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및 데스크톱 테넌트 서브넷도 미리 
생성해야 합니다. 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n 배포자가 배포 중에 DMZ 서브넷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지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DMZ 서브넷에 
대한 마법사에 입력하려는 주소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범위가 관리 및 데스크톱 테넌트 서브넷에 
대한 범위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IDR 표기법(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 표기법)을 사
용하여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서브넷 범위가 겹치면 마법사에서 오류를 표시합니다. DMZ 서브
넷 범위의 경우 /28 이상의 CIDR이 필요합니다. 관리 및 DMZ 서브넷 범위를 같은 위치에 배치하려는 경
우 DMZ 서브넷을 IP가 지정된 관리 서브넷 범위를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서브넷
이 192.168.8.0/27인 경우 일치하는 DMZ 서브넷은 192.168.8.32/27입니다. 또한 모든 배포에 대한 전
제 조건에서 시작 IP 주소가 접두사로 포함되도록 접두사와 비트 마스크 조합으로 IP 주소 범위를 지정하
는 방법에 대한 중요 참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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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여 배포하며 로드 밸런서 구성의 공용 IP 주소를 차단하려면 
DNS 설정에서 매핑한 IP 주소를 최종 사용자가 해당 Horizon Client에서 PCoIP 연결에 사용할 FQDN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에 필요한 PEM 파일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 파일을 포드 배포에 필
요한 PEM 형식으로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자체 VNet 또는 포드의 VNet이나 구독과는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여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으로 
배포할 때의 사전 요구 사항
참고   자체 VNet을 사용하여 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하면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이 배포됩니다.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서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포트 및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섹션
에는 이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이름에
는 vmw-hcs-ID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ID는 게이트웨이 배포자 ID이고 node 부분입니
다.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으로 배포할 때의 위 사전 요구 사항과 함께,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은 자체 VNet 

또는 자체 구독에 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하는 사용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체 구독을 사용하는 것은 VNet의 
범위가 구독으로 지정되고 별도의 구독에 고유한 VNet이 있어야 하므로 고유한 VNet을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입
니다.

n 게이트웨이용 VNet은 포드의 VNet에 피어링해야 합니다.

n 필요한 서브넷이 미리 생성되어 VNet에 있거나, 마법사에서 입력하려는 CIDR 주소 공간이 이미 VNet의 주
소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VNet은 피어링되므로 VNet의 주소 공간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마법
사 CIDR 주소 공간에 들어가면 배포자에서 VNet을 자동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포 프로세
스가 실패합니다.

팁   가장 좋은 방법은 서브넷을 미리 생성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브넷을 미리 생성하는 단계는 포드 배포 전
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및 Microsoft Azure

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n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는 경우 Horizon Cloud Pod 배포 마법사에 대한 구독 관련 정
보에 설명된 대로 구독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고 있고 배포자에서 리소스 그룹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대신, 사용자가 생성하는 명명된 리소스 그룹에 게이트웨이를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구독에 해당 리소스 그룹
을 생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마법사에서 이름으로 해당 리소스 그룹을 선택합니다. 또한 Microsoft Azure 구
독에서 Horizon Cloud에 필요한 작업에 설명된 대로 배포자가 해당 리소스 그룹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인증 구성을 사용하여 배포할 때의 전제 조건
2단계 인증 기능을 사용하거나 온-프레미스 2단계 인증 서버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포드 추가] 마법사의 필수 필
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 서버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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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유형에 따라 나열된 다음 정보를 가져옵니다.

RADIUS

기본 및 보조 RADIUS 서버 둘 다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n 인증 서버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
n 인증 서버의 프로토콜 메시지에서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사용되는 공유 암호
n 인증 포트 번호(일반적으로 RADIUS의 경우 1812/UDP)

n 인증 프로토콜 유형. 인증 유형에는 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MSCHAP1, MSCHAP2(Microsoft 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버전 1 및 2)가 포함됩니다.

참고   RADIUS 벤더에서 권장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RADIUS 벤더의 설명서에서 확인하고 지시된 프로
토콜 유형을 따르십시오. RADIUS와 함께 2단계 인증을 지원하는 포드의 기능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제공되며, Unified Access Gateway는 PAP, CHAP, MSCHAP1 및 
MSCHAP2를 지원합니다. PAP는 일반적으로 MSCHAP2보다 덜 안전합니다. 또한 PAP는 MSCHAP2

보다 더 간단한 프로토콜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RADIUS 벤더는 좀 더 간단한 PAP 프로토콜과 
호환되지만, 일부 RADIUS 벤더의 경우 좀 더 안전한 MSCHAP2와 호환되지 않게 됩니다.

RSA SecurID

참고   RSA SecurID 유형은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을 실행하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에서 지원됩니다. [포드 추가] 및 [포드 편집] 마법사에서 RSA SecurID 유형을 지정하는 UI 옵션은 2022

년 3월 중순부터 마법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n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액세스 키.

n RSA SecurID 통신 포트 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RSA SecurID 인증 API에 대한 RSA 

Authentication Manager 시스템 설정에 설정된 5555입니다.

n RSA SecurID 인증 관리자 서버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n 해당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IP 주소.

n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또는 해당 로드 밸런서 서버에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있
는 경우 [포드 추가] 마법사에서 제공할 CA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PEM 형식이어야 합니다(파
일 유형 .cer 또는 .cert 또는 .pem).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 지정
마법사의 이 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가 구성된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
정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는 이 유형의 포드에 대한 게이트웨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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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면 회사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 이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 경우 포드는 이 액세스를 제
공하기 위한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인스턴스에는 관리 서브넷, 데스크톱 서브넷 및 DMZ 서브넷용의 3개의 NIC가 있습니다. 배포 마법사에서 로
드 밸런서에 대해 개인 IP 주소를 원하는지 또는 공용 IP 주소를 원하는지에 따라 로드 밸런싱 유형을 개인 또
는 공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에서 이 공용 IP 토글을 해제하면 마법사에 IP 주소를 지정해야 하는 
필드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구성에서는 Horizon Client에서 게이트웨이로의 PCoIP 연결에서 이 IP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경우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VNet으로 구성을 배포하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VNet은 피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구성에서는 Microsoft Azure에서 포드를 허브-스포크 네
트워크 토폴로지와 같은 좀 더 복잡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첫 번째 마법사 단계에서 자체 구독을 사용하는 외부 게이트웨이를 유지하기 위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구독과 연결된 VNet을 나타내는 자체 VNet에 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해야 합니다. 해
당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외부 게이트웨이의 리소스에 대한 해당 구독에서 기존 리소스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마법사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리소스 그룹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면 회사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최종 사용자가 해당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HTML Access(Blast)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드가 이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
으로 지정된 경우 회사 네트워크 내부의 최종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해당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
션에 대해 HTML Access(Blast) 연결을 설정할 때 표준 브라우저의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 오류가 표시됩니
다. 포드에 이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 경우 포드는 이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인스턴스에는 관리 서브넷 및 데스크
톱 서브넷용의 2개의 NIC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싱 유형은 개인입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단계가 처음 표시될 때의 예입니다. 일부 컨트롤은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다른 구독을 사
용하기 위해 첫 번째 마법사 단계에서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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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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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사용할 VM 모델을 결정합니다. 이 포드에 지정한 Microsoft Azure 구
독이 선택한 모델의 두 VM에 필요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이 포드당 2,000개 세션으
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F8s_v2를 선택합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서비스 제한에 명시된 것처럼 A4_v2 VM 모델은 포드에서 1,000개의 활성 세션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PoC(개념 증명), 파일럿 또는 소규모 환경에서만 충분합니다.

중요   VM 모델을 적절히 선택하십시오. 현재 서비스 릴리스에서는 게이트웨이 구성이 배포된 후 배포된 인스턴스
에서 사용하는 VM 모델을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포 후 VM 모델을 변경하면 게이트웨이 구성이 삭제되고 다
시 배포됩니다.

중요   이 단계를 완료하려면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필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과 
해당 FQDN에 기반한 서명된 SSL 인증서(PEM 형식)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에는 신뢰할 수 있는 CA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일 PEM 파일에 전체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 즉 SSL 인증서, 중간 인증서, 루트 CA 인증
서, 개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서 파일을 포드 배포에 필요한 PEM 형식으로 변환을 참조하
십시오.

인증서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의 시간 프레임이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체인의 모든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나중
에 포드 온보딩 프로세스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FQDN에는 밑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FQDN에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이 실패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선택하면 Horizon Cloud에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지정된 FQDN을 공개적으
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법사에서 공용 IP 사용 토글을 끄고 방화벽 또는 NAT 설정의 IP 주소를 
지정한 경우 방화벽 또는 NAT 설정에서 이 FQDN이 해당 IP 주소에 할당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FQDN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PCoIP 연결에 사용됩니다.

또한 테넌트 환경이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해당 서비스는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이 FQDN

에 연결하여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구성된 2단계 인증 설정이 Universal Broker에 대해 구성된 설정과 일치하
고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 내의 다른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설정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넌트가 2단계 인증이 구성된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경우 2단계 인증 설정으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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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려는 경우 외부 게이트웨이 섹션의 필드를 완료합니다.

옵션 설명
외부 게이트웨
이 사용 여부

포드에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외부 구성을 사용하면 회사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는 이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기본값인 사용 설정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토글이 해제되면 클라이언트는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포드 관리자와 직접 통합된 커넥터 장치와 연결
하거나, 포드 관리자의 로드 밸런서에 직접 연결하거나,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언급된 처음 두 
시나리오에서 포드와 통합된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연결하거나 로드 밸런서에 직접 연결하는 클라이언트
의 경우 일부 배포 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포드가 배포된 후 포드 관리자 VM에서 직접 SSL 인
증서 구성의 단계에 따라 SSL 인증서를 포드 관리자 VM에 업로드합니다.

FQDN 포드 배포자가 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구성에서 지정하게 되는 
ourOrg.example.com과 같은 필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해당 도메인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
야 하며 해당 FQDN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PEM 형식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지정된 이 FQDN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법사에서 공용 IP 사용 토글을 끄고 방화벽 또는 NAT 설정의 IP 주소를 지정한 경우 방화벽 또는 NAT 설정에서 이 
FQDN이 해당 IP 주소에 할당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FQDN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PCoIP 연결에 사용됩니다.

중요   이 FQDN에는 밑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FQDN에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이 실패합니다.

DNS 주소 필요에 따라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이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DNS 서버에 대한 주소를 쉼표로 구분
하여 입력하십시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배포된 VNet 토폴로지 외부에 있는 2단계 인증 서버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
하도록 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인증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 인증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경우 해당 인증 서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를 입력합니다.

모든 배포에 대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되는 VNet 토폴로지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동안 및 계속 작업하면서 외부 이름 확인을 제공하려는 DNS 서버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가 배포된 VNet에 구성된 DNS 서버가 사용됩니다.

DNS 주소에 주소를 지정하면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VNet 구성의 DNS 서버 정보 외에도 
해당 주소를 사용합니다.

경로 필요에 따라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최종 사용자 액세스에 대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추가 게이트웨이에 대한 사용자 지정 경로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경로는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2단계 인증 서버와의 통신 등을 위해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이 포드를 구성할 때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
당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경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0.60.20을 IP 주소로 사용하는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가 있는 경우 10.10.60.0/24 및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사용자 지정 경로로 입력합니다. 

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하려는 Express Route 또는 VPN 구성에서 기본 경로 게이트
웨이 주소를 가져옵니다.

ipv4-network-address/bits ipv4-gateway-address 형태의 사용자 지정 경로를 쉼표로 구분된 목록(예: 

192.168.1.0/24 192.168.0.1, 192.168.2.0/24 192.168.0.2)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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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포드 NTP 서
버 상속

이 토글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대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NTP 서버를 사용
하도록 기본적으로 사용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 동일한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시간 불일치로 인해 나중에 게이트웨이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세션을 인증하
려고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토글을 사용 설정하고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자체 VNet에 배포하는 경우 포드 관리자 인스
턴스에 대해 지정된 NTP 서버가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에 대해 선택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VM 모델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사용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포드에 지정한 Microsoft Azure 구독이 선택
한 모델의 두 VM에 필요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현재 서비스 릴리스에서는 구독에 게이트웨이 구성이 배포된 후 이러한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VM 모델을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포 후 VM 모델을 변경하려면 게이트웨이 구성이 삭제되고 다시 배포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포드
당 2,000개 세션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F8s_v2를 선택합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서비스 제한에 명시된 것처럼 A4_v2 VM 모델은 포드에서 1,000개의 활성 세션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PoC(개념 증명), 파일럿 또는 소규모 환경에서만 충분합니다.

인증서 클라이언트가 Microsoft Azure에서 실행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
기 위해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사용할 PEM 형식의 인증서를 업로드하십시오. 인증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FQDN에 기반하고 신뢰할 수 있는 CA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PEM 파일에 전체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 즉 SSL 인
증서 중간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 개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last 
Extreme 

TCP 포트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내의 Blast Extreme TCP 설정에서 사용할 TCP 포트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클
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 Blast 

Extreme과 연결됩니다. 포트 8443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제공하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법사의 기본값은 8443입니다. 다른 선택 항목인 443

은 효율성과 성능이 낮으며 인스턴스에서 CPU 정체를 유발하여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트래픽 지연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443 아웃바운드만 허용하는 것처럼 조직에서 클라이언트 측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만 443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Blast Extreme에 사용하는 UDP 포트는 이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항상 UDP 8443 포트입니다.

암호 그룹 대부분의 경우 기본 설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Unified Access Gateway에서는 클라이언트와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 간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 기능을 제공합니
다.

화면 목록에서 암호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화면 목록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허용되는 암호 그룹이 표시됩니다.

이 게이트웨이의 Microsoft Load Balancer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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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공용 IP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시겠습니까?

이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싱 유형을 개인으로 구성할지 또는 공용으로 구성할지를 제어합니다. 이 옵션을 켜면 
배포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가 공용 IP 주소로 구성됩니다. 이 옵션을 끄면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가 개인 IP 주소로 구성됩니다.

중요   이 릴리스에서는 나중에 외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싱 유형을 공용에서 개인으로 또는 개인에서 공용으
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배포된 포드에서 게이트웨이 구성을 완전히 삭
제한 후 해당 포드를 편집하여 반대 설정으로 다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면 Horizon FQDN의 공용 IP 필드가 나타납니다.

Horizon FQDN의 공
용 IP

공용 IP를 사용하여 배포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를 구성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FQDN 필드에 
지정한 FQDN을 할당할 IP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Horizon Client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PCoIP 연결에 이 FQDN을 사용합니다. 배포자는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설정에서 이 IP 주소를 구
성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의 네트워킹 설정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다른 가상 네트워
크 사용

이 토글은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자체 VNet에 배포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다음 행에서는 여러 다른 사례를 설명합니다.

참고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다른 구독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경우 이 토글은 기본적으
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게이트웨이에 대한 VNet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토글이 켜져 있고 포드 NTP 서버 상속 토글이 켜져 있으면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에 대해 선택한 가상 네트워크에
서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대해 지정된 NTP 서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가상 네트워
크 사용 - 해제

이 토글을 해제하면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의 VNet에 배포됩니다. 이 경우 DMZ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n DMZ 서브넷 - 포드 설정 마법사 단계에서 기존 서브넷 사용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DMZ 서브넷에 가상 네
트워크에 대해 선택한 VNe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이 표시됩니다. 포드의 DMZ 서브넷에 대해 사용하려는 
기존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중요   다른 리소스가 연결되지 않은 빈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서브넷이 비어 있지 않으면 배포 프로세스 또는 포
드 작업 동안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DMZ 서브넷(CIDR) - 이전 마법사 단계에서 기존 서브넷 사용을 해제한 경우 게이트웨이의 Microsoft Azure 

공용 Load Balancer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연결하도록 구성할 DMZ(예외 구역) 네트워
크에 대한 서브넷(CIDR 표기법)을 입력합니다.

다른 가상 네트워
크 사용 - 사용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외부 게이트웨이가 자체 VNet에 배포됩니다. 이 경우 사용할 VNet을 선택한 다음, 

3개의 필수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존 서브넷 사용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지정된 VNet에 대해 미리 생
성한 서브넷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IDR 표기법으로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중요   다른 리소스가 연결되지 않은 빈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서브넷이 비어 있지 않으면 배포 프로세스 또는 포드 
작업 동안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이트웨이의 VNet 및 포드의 VNet이 피어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브넷을 미리 생성하고 여기에서 
CIDR 항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체 VNet 또는 포드의 VNet이나 구독과는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여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으로 배포할 때의 사전 요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관리 서브넷 - 게이트웨이의 관리 서브넷에 사용할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최소 /27의 CIDR이 필요합니다. 이 서
브넷에는 서비스 끝점으로 구성된 Microsoft .SQL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n 백엔드 서브넷 - 게이트웨이의 백엔드 서브넷에 사용할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최소 /27의 CIDR이 필요합니다.

n 프런트엔드 서브넷 -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게이트웨이의 Microsoft Azure 공용 Load 

Balancer에 연결하도록 구성할 프런트엔드 서브넷의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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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사항) 외부 게이트웨이 섹션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한 2단계 인증을 구성합니다.

포드에 대한 2단계 인증 기능 지정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3 (선택 사항) 배포 섹션에서 해당 토글을 사용하여 경우에 따라 배포자가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리소스
를 배포할 기존 리소스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토글은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다른 구독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표시됩
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리소스 그룹을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필드가 나타납니다.

4 내부 게이트웨이 섹션에서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려는 경우 내부 게이트웨이 사용 여부 토글을 켜고 
나타나는 필드를 완료합니다.

옵션 설명
내부 게이트웨
이 사용 여부

포드에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내부 구성은 회사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HTML 

Access(Blast) 연결을 통해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안심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드에는 이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 이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싱 유형은 개인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개인 IP 주소로 구성됩니다.

FQDN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예: ourOrg.example.com)을 입
력하십시오. 해당 도메인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FQDN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PEM 형식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   이 FQDN에는 밑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FQDN에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이 실패합니다.

DNS 주소 필요에 따라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이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DNS 서버에 대한 주소를 쉼표로 구분
하여 입력하십시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배포된 VNet 토폴로지 외부에 있는 2단계 인증 서버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
하도록 이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인증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 인증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경우 해당 인증 서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를 입력합니다.

모든 배포에 대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되는 VNet 토폴로지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동안 및 계속 작업하면서 외부 이름 확인을 제공하려는 DNS 서버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가 배포된 VNet에 구성된 DNS 서버가 사용됩니다.

DNS 주소에 주소를 지정하면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VNet 구성의 DNS 서버 정보 외에도 
해당 주소를 사용합니다.

경로 필요에 따라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최종 사용자 액세스에 대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추가 게이트웨이에 대한 사용자 지정 경로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경로는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2단계 인증 서버와의 통신 등을 위해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이 포드를 구성할 때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
당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경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0.60.20을 IP 주소로 사용하는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가 있는 경우 10.10.60.0/24 및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사용자 지정 경로로 입력합니다. 

이 환경에 사용하려는 Express Route 또는 VPN 구성에서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가져옵니다.

ipv4-network-address/bits ipv4-gateway-address 형태의 사용자 지정 경로를 쉼표로 구분된 목록(예: 

192.168.1.0/24 192.168.0.1, 192.168.2.0/24 192.168.0.2)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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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포드 NTP 서
버 상속

이 토글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대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NTP 서버를 사용
하도록 기본적으로 사용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 동일한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시간 불일치로 인해 나중에 게이트웨이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세션을 인증하
려고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VM 모델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사용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포드에 지정한 Microsoft Azure 구독이 선택
한 모델의 두 VM에 필요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현재 서비스 릴리스에서는 구독에 게이트웨이 구성이 배포된 후 이러한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VM 모델을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포 후 VM 모델을 변경하려면 게이트웨이 구성이 삭제되고 다시 배포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포드
당 2,000개 세션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F8s_v2를 선택합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서비스 제한에 명시된 것처럼 A4_v2 VM 모델은 포드에서 1,000개의 활성 세션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PoC(개념 증명), 파일럿 또는 소규모 환경에서만 충분합니다.

인증서 클라이언트가 Microsoft Azure에서 실행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
기 위해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사용할 PEM 형식의 인증서를 업로드하십시오. 인증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FQDN에 기반하고 신뢰할 수 있는 CA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PEM 파일에 전체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 즉 SSL 인
증서 중간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 개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last 
Extreme 

TCP 포트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내의 Blast Extreme TCP 설정에서 사용할 TCP 포트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클
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 Blast 

Extreme과 연결됩니다. 포트 8443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제공하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법사의 기본값은 8443입니다. 다른 선택 항목인 443

은 효율성과 성능이 낮으며 인스턴스에서 CPU 정체를 유발하여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트래픽 지연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443 아웃바운드만 허용하는 것처럼 조직에서 클라이언트 측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만 443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Blast Extreme에 사용하는 UDP 포트는 이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항상 UDP 8443 포트입니다.

암호 그룹 대부분의 경우 기본 설정으로 충분하지만 Unified Access Gateway에서는 클라이언트와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 간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정하기 위해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 목록에서 암호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화면 목록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허용되는 암호 그룹이 표시됩니다.

5 (선택 사항) 내부 게이트웨이 섹션에서 필요에 따라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에 대한 2단계 인증을 구
성합니다.

포드에 대한 2단계 인증 기능 지정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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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 사항) Azure 리소스 태그 섹션에서 필요에 따라 포드에 대해 구성한 모든 내부 및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함된 리소스 그룹에 사용자 지정 태그를 추가합니다.

옵션 설명
포드 태그 상속 이 토글을 켜서 구성한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함된 리소스 그룹에 포드 리소스 태그를 추

가합니다. 각 리소스 그룹은 포드 설정 마법사 단계에서 정의한 리소스 태그를 수신합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여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새 리소스 태그를 정의합니다.

Azure 리소스 태
그

이 설정은 포드 태그 상속 토글을 해제할 때 표시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여 구성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
스턴스가 포함된 리소스 그룹에 새 리소스 태그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 태그를 생성하려면 이름 및 값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태그를 생성하려면 +를 클릭한 다음, 기존 
이름 아래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름과 값 필드에 입력합니다.

n 최대 10개의 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 태그 이름은 512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스토리지 계정의 경우 태그 이름은 128자로 제
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n 태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 < > % & \ ? /

n 태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문자열: azure, windows, microsoft

n 태그 이름 및 태그 값에는 ASCII 문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준 128 문자 ASCII 집합 외부의 공백 및 문자
(상위 ASCII 또는 확장 ASCII 문자라고도 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과
선택한 옵션과 연결된 필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를 계속하려면 유효성 검사 및 계속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의 최종 단계를 완료합니다. 

포드에 대한 2단계 인증 기능 지정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지정하기 위한 포드 배포 마법사 단계에서 최종 사용자가 해당 게이트웨
이 구성을 통해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기 위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마법사에서 2단계 인증 세부 정보를 지정한 경우 포드 배포 프로세스 중에 포드 배포자는 
지정된 2단계 인증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배포된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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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Access Gateway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가 2단계 인증용으로 구성되
면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는 지정된 2단계 인증 정책에 따라 수신 사용자 세션을 인증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지정된 인증 정책에 따라 사용자 세션을 인증한 후에는 Unified Access Gateway는 데
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대한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요청을 배포된 포드 관리자로 전달하여 클라이언
트와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간에 연결 세션을 설정합니다.

중요   포드를 배포하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테넌트의 Universal Broker 설정이 구성되려고 하며, 외부 게
이트웨이 구성과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모두 사용하여 포드를 배포했다면 Universal Broker에 지정된 2단계 
인증 설정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 Universal Broker가 외부 최종 사용자와 내부 최종 사용자를 구분하도록 배
포 후 단계를 추가로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2단계 인증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외부 또는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해 Horizon Cloud 포드
의 게이트웨이 구성 지정에 설명된 대로 마법사의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한 필드를 작성했는지 확
인합니다.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에 대해 2단계 인증을 구성하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
당 온 프레미스 서버로의 라우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필드의 정보도 제공합니다.

옵션 설명
DNS 주소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 주소를 하나 이상 지정합니다.

경로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온-프레미스 인증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사
용자 지정 경로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10.10.60.20을 IP 주소로 사용하는 온 프레미스 RADIUS 서버가 있는 경우 10.10.60.0/24 및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사용자 지정 경로로 사용합니다. 이 환경에 사용하려는 Express Route 또는 VPN 구성에서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
를 가져옵니다.

ipv4-network-address/bits ipv4-gateway-address 형태의 사용자 지정 경로를 쉼표로 구분된 목록(예: 

192.168.1.0/24 192.168.0.1, 192.168.2.0/24 192.168.0.2)으로 지정합니다.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해당 필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 서버 구성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는지 확
인합니다. RADIUS 인증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 및 보조 서버가 둘 다 있으면 각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
다.

RADIUS

기본 및 보조 RADIUS 서버 둘 다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n 인증 서버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
n 인증 서버의 프로토콜 메시지에서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사용되는 공유 암호
n 인증 포트 번호(일반적으로 RADIUS의 경우 1812/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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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인증 프로토콜 유형. 인증 유형에는 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MSCHAP1, MSCHAP2(Microsoft 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버전 1 및 2)가 포함됩니다.

참고   RADIUS 벤더에서 권장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RADIUS 벤더의 설명서에서 확인하고 지시된 프로
토콜 유형을 따르십시오. RADIUS와 함께 2단계 인증을 지원하는 포드의 기능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제공되며, Unified Access Gateway는 PAP, CHAP, MSCHAP1 및 
MSCHAP2를 지원합니다. PAP는 일반적으로 MSCHAP2보다 덜 안전합니다. 또한 PAP는 MSCHAP2

보다 더 간단한 프로토콜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RADIUS 벤더는 좀 더 간단한 PAP 프로토콜과 
호환되지만, 일부 RADIUS 벤더의 경우 좀 더 안전한 MSCHAP2와 호환되지 않게 됩니다.

RSA SecurID

참고   RSA SecurID 유형은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을 실행하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에서 지원됩니다. [포드 추가] 및 [포드 편집] 마법사에서 RSA SecurID 유형을 지정하는 UI 옵션은 2022

년 3월 중순부터 마법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n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액세스 키.

n RSA SecurID 통신 포트 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RSA SecurID 인증 API에 대한 RSA 

Authentication Manager 시스템 설정에 설정된 5555입니다.

n RSA SecurID 인증 관리자 서버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n 해당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IP 주소.

n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또는 해당 로드 밸런서 서버에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있
는 경우 [포드 추가] 마법사에서 제공할 CA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PEM 형식이어야 합니다(파
일 유형 .cer 또는 .cert 또는 .pem).

절차
1 2단계 인증 사용 토글을 켭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마법사에 추가 구성 필드가 표시됩니다. 스크롤 막대를 사용하여 모든 필드에 
액세스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외부 UAG 섹션에서 토글을 켠 후에 표시되는 내용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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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인증 유형인 Radius 또는 RSA SecurID를 선택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유형은 RADIUS 및 RSA SecurID입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하면 2단계 인증 구성 메뉴에 선택한 유형의 구성을 추가하고 있음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RSA SecurID 유형을 선택하면 2단계 인증 구성 메뉴에 새 RSA SecurID가 표시됩니다.

3 구성 이름 필드에 이 구성을 식별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속성] 섹션에서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를 위해 인증을 받는 데 사용할 로그인 화면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마법사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과 함께 지원하는 구성에 따라 
필드를 표시합니다. 필드는 선택한 2단계 인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한 유형(RADIUS 또는 RSA 

SecurID)에 해당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RADIUS

필드를 완료할 때 기본 인증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조 인증 서버가 있는 경우 보조 서버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해당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표시 이름 이 필드는 비워둘 수 있습니다. 마법사에는 이 필드가 표시되더라도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는 내부 이름만 

설정됩니다. 이 이름은 Horizo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힌트 표시 선택적으로 RADIUS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의 메시지에 표
시되는 텍스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힌트는 최종 사용자에게 Enter your DisplayHint user name and 
passcode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DisplayHint는 사용자가 이 필드에 지정하는 텍스트입니다.

이 힌트는 사용자가 올바른 RADIUS 암호를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예제 회사 사용자 이름 및 도메인 암호와 같은 구문을 지정하면 Enter your Example Company user name and 
domain password below for user name and passcode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이름 ID 접미
사

이 설정은 포드가 Single Sign-On에 TrueSSO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는 SAML 시나리오에서 사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포드 관리자에 대한 요청에 전송되는 SAML 어설션 사용자 이름에 추가되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
면에서 사용자 이름이 user1으로 입력되고 여기에 이름 ID 접미사 @example.com이 지정되면 요청에 
user1@example.com의 SAML 어설션 사용자 이름이 전송됩니다.

반복 횟수 사용자가 이 RADIUS 시스템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려고 할 때 허용되는 실패한 인증 시도의 최대 횟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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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사용자 이름 
유지

클라이언트,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RADIUS 서비스 간에 발생하는 인증 흐름 중에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을 유지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n 사용자는 RADIUS에 대해서도 Active Directory 인증의 경우와 동일한 사용자 이름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n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다른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Horizon Cloud에서 사용자 이름 유지를 설정하는 경우와 도메인 보안 설정을 지정하는 경우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설정] 페이지의 도메인 보안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이
름/IP 주소

인증 서버의 DNS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유 암호 인증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값은 서버에 구성된 값과 동일해야 합니다.

인증 포트 인증 트래픽을 송수신하기 위해 인증 서버에 구성된 UDP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812입니다.

계정 포트 필요에 따라 계정 트래픽을 송수신하기 위해 인증 서버에 구성된 UDP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813입니다.

메커니즘 지정된 인증 서버에서 지원되고 배포된 포드에서 사용하게 하려는 인증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서버 시간 초
과

포드가 인증 서버의 응답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이 시간(초)이 지난 후에 서버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재시도가 전송됩니다.

최대 재시도 
횟수

포드가 인증 서버에 대해 실패한 요청을 다시 시도하는 최대 횟수를 지정합니다.

영역 접두사 필요에 따라 사용자 이름이 인증 서버에 전송될 때 시스템이 이름 맨 앞에 추가하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계정 위
치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이 user1로 입력되고 여기에 영역 접두사 DOMAIN-A\가 지정되면 시스템은 인
증 서버에 DOMAIN-A\user1을 전송합니다. 영역 접두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입력한 사용자 이름만 전송됩니다.

영역 접미사 필요에 따라 사용자 이름이 인증 서버에 전송될 때 시스템이 이름에 추가하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
면에서 사용자 이름이 user1로 입력되고 여기에 영역 접미사 @example.com이 지정되면 시스템은 인증 서버에 
user1@example.com을 전송합니다.

RSA SecurID

옵션 설명
액세스 키 시스템의 RSA SecurID 인증 API 설정에서 가져온 RSA SecurID 시스템의 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서버 포트 통신 포트에 대해 시스템의 RSA SecurID 인증 API 설정에 구성된 값(일반적으로 5555)을 지정합니다.

서버 호스트 이
름

인증 서버의 DNS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서버 IP 주소 인증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반복 횟수 사용자가 1시간 동안 잠길 때까지 허용되는 최대 인증 시도 실패 횟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5회입니다.

CA 인증서 이 항목은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또는 해당 로드 밸런서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경우 CA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이 페이지의 위 설명대로 인증서 정보는 
PEM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버에 공용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인증 시간 초과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와 RSA SecurID 인증 서버 간에 인증 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80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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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
니다.

피어링된 VNet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VNet에서 서브넷에 필요한 주소 공간을 고려
하기 위해 포드 배포 전에 필수 서브넷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VNet이 피어링되지 않았더라도 포드 배포 프로
세스를 통해 필수 서브넷을 생성하는 대신, VNet에서 미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   2019년 9월 릴리스의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부터, 해당 매니페스트 버전 이상에 새로 배포된 포드와 해당 버
전 이상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포드의 경우 포드 관리 서브넷도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비스 리소스와의 네트워크 통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새 포드를 배포하거나 기존 포드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생
성하는 포드 관리 서브넷에서 Microsoft. Sql 서비스가 서비스 끝점으로 나열되어야 합니다. 배포 또는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서브넷에 끝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브넷에서 끝점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았으면 진행되지 않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서브넷을 미리 생성할 때 해당 주소 범위(CIDR(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 표기법)가 포드 배포 마법사의 최소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 관리 서브넷의 경우 CIDR /27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서브넷은 포드 자체의 관리 활동에 참여한 VM에서 사
용하는 IP 주소에 대한 것입니다.

n 기본 VM 서브넷(데스크톱 또는 테넌트 서브넷이라고도 함)의 경우에는 /27 이상의 CIDR이 필요합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24 ~ /21의 CIDR(256개~2048개 주소)이 권장됩니다. 이 서브넷은 해당 서브넷의 RDSH 서버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 사용하는 IP 주소에 대한 것입니다. 포드 관리자 VM은 이 서브넷의 IP 주소를 사
용합니다.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지정되면 Unified Access Gateway VM도 이 
서브넷의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포드에서 포드의 VNet을 사용하여 배포되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 
경우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 Unified Access Gateway VM도 이 서브넷의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중요   VDI 데스크톱에 대한 VM, RDS 지원 이미지 및 포드의 팜에 있는 모든 RDSH VM은 이러한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이 기본 VM 서브넷은 포드가 배포된 후에는 확장될 수 없으므로 이 범위는 이 포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스크톱 수를 수용할 만큼 크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포드가 향후 1,000개가 넘는 데스크
톱을 제공해야 할 경우 이 범위는 해당 개수 이상의 IP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릴리스부터는 새 
기능을 사용하여 나중에 포드를 편집하고 팜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서 사용할 VM 서브넷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VM 서브넷을 추가하여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 
증가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정의에 이러한 추가 서브넷을 명시적으로 지
정하지 않는 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 VM 서브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본 VM 서브넷의 범위를 예
상된 팜 VM 및 데스크톱 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n 포드의 VNet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배포하려면 CIDR이 /28 이상인 DMZ 서브넷이 필
요합니다. 이 서브넷은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NIC에서 이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로드 밸런서
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IP 주소용입니다. 관리 및 DMZ 서브넷 범위를 같은 위치에 배치하려는 경우 DMZ 

서브넷을 IP가 지정된 관리 서브넷 범위를 비슷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서브넷이 
192.168.8.0/27인 경우 일치하는 DMZ 서브넷은 192.168.8.32/27입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137



n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자체 VNet에 배포하려는 경우, 포드와는 별도로 해당 VNet에 3개
의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n CIDR/27 이상의 관리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이 서브넷은 게이트웨이 커넥터 VM과 같이 외부 게이트웨
이 전반의 관리 작업과 관련된 VM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용입니다.

n CIDR/27 이상의 백엔드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이 서브넷은 피어링된 VNet을 통해 포드 프로비저닝된 
팜 및 데스크톱 VM과 통신하기 위해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NIC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용입
니다.

n CIDR/28 이상의 프런트엔드(DMZ) 서브넷. 이 서브넷은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NIC에서 이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IP 주소용입니다. 이 VNet에서 관리 및 프런트
엔드 서브넷 범위를 같은 위치에 배치하려는 경우 DMZ 서브넷을 IP가 지정된 관리 서브넷 범위를 비슷하
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서브넷이 192.168.8.0/27인 경우 일치하는 프런트엔드 서브넷은 
192.168.8.32/27입니다.

중요   각 CIDR에 대해 각 접두사 및 비트 마스크를 조합할 경우 IP 주소 범위에 시작 IP 주소가 접두사로 포함되어
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경우 CIDR 접두사가 범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CIDR 

192.168.182.48/28의 IP 범위는 192.168.182.48에서 192.168.182.63까지이고, 접두사는 시작 IP 주소
(192.168.182.48)와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CIDR 192.168.182.60/28의 IP 범위는 192.168.182.48부터 
192.168.182.63인데, 시작 IP 주소가 192.168.182.60의 접두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CIDR이 시작 IP 주소가 
CIDR 접두사와 일치하는 IP 주소 범위로 정의되었음을 확인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지역에 포드에 사용하려는 VNet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Net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서브넷에 사용하려는 주소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브넷 범위가 겹치면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오
류를 표시합니다.

절차
1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설명된 서브넷을 생성해야 하는 VNet으로 이동합니다.

2 서브넷을 클릭합니다.

3 +서브넷을 클릭합니다.

서브넷 추가 화면이 표시됩니다.

4 필수 필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옵션 설명
이름 서브넷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주소 범위(CIDR 블록) 서브넷에 대한 CIDR을 입력합니다.

 
5 이 서브넷이 관리 서브넷이 될 경우 서비스 끝점 섹션에서 Microsoft.Sql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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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을 클릭합니다.

서브넷이 VNet에 추가됩니다.

7 3~5단계를 반복하여 나머지 필수 서브넷을 추가합니다.

8 외부 게이트웨이를 자체 VNet에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VNet의 서브넷에 대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결과

경고   포드 배포를 위해 VNet에서 수동으로 미리 만드는 서브넷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브넷에서 IP 주소
를 사용하는 항목이 이미 있는 기존 서브넷은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서브넷에서 IP 주소를 이미 사용 중인 경우 포
드 배포 실패 및 기타 다운스트림 IP 충돌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서브넷에 리소스를 두거나 
IP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주의 메시지에는 Horizon Cloud에서 배포된 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포된 포드가 있는 서브넷을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생성한 관리 서브넷에서 Microsoft.Sql 서비스를 서비스 끝점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포드의 관
리 서브넷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외부 게이트웨이를 자체 VNet에 배포하는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 관리 
서브넷에서도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
2019년 9월 릴리스부터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 이상을 사용하여 새로 배포된 포드와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
전 이상으로 업데이트된 포드의 경우 포드의 관리 서브넷도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비
스 끝점과의 네트워크 통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새 포드를 배포하거나 기존 포드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생성하는 
포드 관리 서브넷에서 Microsoft. Sql 서비스를 서비스 끝점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배포 또는 업데이
트 프로세스는 서브넷에 끝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 서브넷에서 끝점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았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관리 서브넷에 방화벽 또는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 규칙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끝점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 외에, 새 포드를 배포하거나 기존 포드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비스의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서비스 끝점을 구성해야 합니다.

중요   2019년 12월 릴리스에서는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포드의 VNet과는 별도로 자
체 VNet에 배포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게이트웨이 VNet의 관리 서브넷은 
Microsoft .Sql 서비스를 해당 서브넷의 서비스 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릴리스에서는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요소로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Microsoft 설명서에 설명된 것처럼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은 완전하게 관리되는 Database-as-a-Service 제품입니다. 포드 배포 또는 업데
이트에서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 리소스는 단일 서버 유형의 배포를 사용하여 포드
의 리소스 그룹에 배포됩니다. 또한 배포 및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포드의 VNet에 VNet 규칙을 자동으로 추가합
니다. 이 VNet 규칙은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의 트래픽을 포드의 관리 서브넷으로 
제한합니다. 포드와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 간 통신은 관리 서브넷을 사용하여 일
부 요구 사항을 포드의 관리 서브넷에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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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브넷에서 Microsoft. Sql Service as a Service 끝점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배포된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의 트래픽을 관리 서브넷으로 제한하는 VNet 규칙
을 사용하려면 서브넷에서 Microsoft. Sql 서비스 끝점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포드 배포자가 서브넷을 
생성하는 시나리오에서 배포자는 생성하는 포드의 관리 서브넷에서 Microsoft. Sql 서비스 끝점이 사용되도록 설
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관리 서브넷을 직접 생성할 때는 새 포드를 배포하거나 기존 포드를 업데이트하
기 전에 관리 서브넷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서브넷에서 Microsoft. Sql Service as a Service 끝점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를 보여 
주는 예입니다. 포털에서 서브넷을 클릭한 후 서비스 끝점 섹션에서 서비스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Microsoft. 

Sql을 선택한 다음, 저장합니다.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관리 서브넷으로 이동하고 서비스 드롭다운에서 Microsoft.Sq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또는 NSG가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비스에 대한 포드 통신을 허용하는지 확
인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에 나열된 대
로 관리 서브넷에서 포드로부터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비스로의 통신을 허용하도록 
관리 서브넷의 네트워크 규칙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 포드를 배포하거나 기존 포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관리 서브
넷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벽 또는 NSG가 서비스 태그를 사용하여 액세스 권한을 지정하도록 지원하면 다음 중 하나와의 포드 통신을 
허용합니다.

n 글로벌 Azure SQL 서비스 태그: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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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포드가 배포된 Azure 지역에 대한 지역별 SQL 서비스 태그: Sql.지역(예: Sql.WestUS)

방화벽 또는 NSG가 서비스 태그를 사용하여 액세스 권한을 지정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경우 포드의 리소스 그룹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서버 리소스의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리소스의 이름은 
*.postgres.database.azure.com 패턴을 따릅니다.

보안 그룹의 서비스 태그에 대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서비스 태그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 [용량] 페이지의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클라우
드 연결 포드에 대한 일부 클라우드 관련 특성 변경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용량] 페이지의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의 클라
우드 연결 포드에 대한 일부 클라우드 관련 특성을 변경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하여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처럼 기능에 대한 액세스 가용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담당자
에게 요청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콘솔의 동적 특성상 라이브 환경에서 여기에 설명된 것과 같은 항목 및 레이블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테넌트의 현
재 구성에서 지원되는 경우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다음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포드 이름 및 설명
n 포드에 연결된 위치
n 포드의 게이트웨이 관련 특성
콘솔에 표시되는 위치는 세계 도시 이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스템은 도시의 지리적 좌표를 사용하여 콘솔의 [대
시보드] 페이지에 있는 대화형 맵에 포드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포드의 연결된 지리적 위치를 위치 관
련 드롭다운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위치로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항목 필드에 도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시스템의 자동 완성 목록에서 도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문제로 인해 위치 이름이 지역화되지 않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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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용량을 클릭하여 [용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포드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하여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3 [포드 편집] 창에서 선택한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형에 따라 아래 지침 및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화면 지침이 
아래에 설명된 것과 다른 경우 화면 지침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유형 설명
Horizon 포드 마법사의 포드 설정 단계에서 필드와 컨트롤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포드의 연

결된 지리적 위치를 포드 위치 드롭다운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위치로 변경하려면 새로 생성
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 이름을 입력할 입력 상자를 표시합니다.

포드 외부 FQDN과 같은 게이트웨이 관련 항목을 업데이트하려면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의 
필드와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포드 세부 정보 단계에서 필드와 컨트롤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시스템에 변경 내
용을 저장합니다. 포드의 연결된 지리적 위치를 위치 드롭다운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위치로 
변경하려면 편집을 클릭하고 도시 이름 필드에 원하는 위치의 이름을 입력한 후 필드에 저장
합니다.

포드 외부 게이트웨이 FQDN과 같은 게이트웨이 관련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FQDN과 
일치하는 인증서를 업로드하려면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의 필드와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화면
의 지침을 따릅니다.

4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마법사를 종료한 후에는 저장하고 마법사를 종료하기 위한 적절한 버튼이 표시될 때까
지 다음을 클릭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사용할 때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 제거
클라우드를 통해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하는 비즈니스 이유는 해당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단순 사용 사례부터,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모든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
스를 활용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솔의 [용량] 페이지에서 제
거 버튼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제거하거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에서 연결을 끊을 경우 해당 포드는 더 이상 클라우드로 연결되지 않으며, 더 이상 해당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거나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팁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용량] 페이지의 제거 작업 외에,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는 연결 끊기 작업이 제
공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포드가 관련된 모든 할당에서 포드를 제거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편집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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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계를 완료할 때 온 프레미스 Horizon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사용할 수 없고 시스템에서 포드 연결
을 끊기 위한 활동을 완료하면 시스템은 포드의 연결 서버와 통신하여 Horizon 전역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클라
우드 관리 관련 속성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속성은 포드가 Horizon Cloud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Horizon 연결 서버에 알립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에 나온 단계를 수행한 후에는 Horizon 전역 데이터베이스를 수
동으로 편집하여 클라우드 관리 관련 속성을 지워야 합니다.

절차
1 [용량] 페이지에서 Horizon Cloud에서 사용 중인 제거하려는 포드를 선택합니다.

2 제거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알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n 포드가 하나 이상의 할당에 포함된 경우 포드의 연결을 끊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포드를 제거
하기 전에 먼저 할당에서 포드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n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 해제 프로세스 후에 포드가 Horizon 전역 데
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클라우드 관리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계속
할지 아니면 취소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연결 끊기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면 포드가 Horizon Cloud에서 연결이 끊어지고 포드의 이름이 관리 콘솔의 페
이지에서 사라집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연결 끊기 프로세스 중에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에 있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면 Horizon 전역 
데이터베이스를 수동으로 편집하여 포드의 클라우드 관리 속성을 지웁니다. 해당 프로세스 동안 오프라인 상태였
던 Horizon 포드에서 클라우드 관리 속성을 지워 Horizon Cloud에서 연결 끊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프로세스 동안 오프라인 상태였던 Horizon 포드에서 클라우드 관리 속성을 
지워 Horizon Cloud에서 연결 끊기
Horizon Cloud 관리 콘솔에서 제거 또는 연결 끊기 버튼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연
결 포드를 제거하여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고 여전히 Horizon Cloud에서 포드 연
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Horizon Cloud가 포드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에서 해당 속성
을 자동으로 제거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Horizon 전역 데이터베이스에서 포드의 클라우드 관리 속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관리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포드 이름을 바꾸거나 포드 페더레이션에서 포드를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Cloud에서 온 프레미스 포드 연결을 끊으십시오. Horizon Cloud에서 사용할 때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 제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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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도메인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여 포드 연결 서버에 로그인합니다.

2 연결 서버에서 파일 > Windows 관리 도구 > ADSI Edit을 선택합니다.

3 Horizon 전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구성합니다.

a 콘솔에서 ADSI Edit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연결 대상을 클릭합니다.

b [이름] 텍스트 상자에 Horizon 7 Global Database를 입력합니다.

c 고유 이름 또는 명명 컨텍스트를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상자에 다음 이름 정보를 
입력합니다.

dc=vdiglobal,dc=vmware,dc=int

d 도메인 또는 서버를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상자에 다음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localhost:22389

e 확인을 클릭합니다.

Horizon 전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이 설정됩니다.

4 Horizon 7 전역 LDAP 데이터베이스[localhost:22389] > DC=vdiglobal,dc=vmware,dc=int로 이동
하여 속성 트리를 확장합니다.

5 포드에서 클라우드 관리 속성을 지웁니다.

a DC=vdiglobal,dc=vmware,dc=int에서 OU=Properties, OU=Pod로 이동합니다.

b OU=Pod 목록에서 대상 포드를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해당 포드는 해당 Horizon Administrator 또는 Horizon 콘솔 이름을 사용해서 목록에 표시됩니다.

c pae-CloudManaged 특성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포드에서 클라우드 관리 속성이 지워집니다.

6 전역 사용 권한에서 클라우드 관리 속성을 지웁니다.

a DC=vdiglobal,dc=vmware,dc=int에서 OU=Entitlements로 이동합니다.

b OU=Entitlements 목록에서 해당 전역 사용 권한을 찾습니다. 해당 전역 사용 권한을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해당 전역 사용 권한은 해당 Horizon Administrator 또는 Horizon 콘솔 이름을 사용해서 목록에 표시
됩니다.

c pae-CloudManaged 특성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전역 사용 권한에서 클라우드 관리 속성이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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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테넌트 - 2일 차 Horizon Cloud 
Connector 작업 4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서 수행되는 2일 차 작업을 소개하
고 각 작업 단계의 절차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개별 절차 페이지에 대한 하이퍼링크의 경우 이 페이지 아래쪽의 절차에 대한 링크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간단한 소개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면 Horizon 포드의 연결 서버와 성공적으로 연결되고 포드가 1

세대 테넌트에 연결된 후에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서 다양한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 장치의 운영 체제에 액세스하고 장치의 구성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작업도 있지만, 구성 포
털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2일 차 작업
일반적인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CA 서명 인증서 구성.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
치에 대해 CA 서명 인증서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가상 장치의 루트 사용자에 대한 암호 만료 정책 설정. Horizon Cloud Connector 루트 사용자에 대한 암호 
만료 정책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가상 장치에 대한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설정 구성.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자동화된 업데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위한 가상 장치를 구성하려면 VMware Horizon Cloud 운영 팀이 Horizon 

Cloud 고객 계정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정되
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의 사용을 요청하려면 서비스 요청을 열거나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n 가상 장치의 고정 IP 주소 업데이트.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고정 IP 업데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가상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 사용 및 비활성화.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서 SSH 사용 또는 비활성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네이티브 Amazon EC2 배포의 경우: 장치가 배포될 때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가상 장치 내에서 서비
스 활성화. 일부 서비스가 비활성인 상태로 장치가 배포되었으며 포드와 이미 연결한 후 나중에 이러한 서비스 

VMware, Inc. 145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1482DFE1-CB93-4799-8D6A-AD057E7CD39D.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1482DFE1-CB93-4799-8D6A-AD057E7CD39D.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202C4522-26A4-40CA-A85F-535CF22197E2.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202C4522-26A4-40CA-A85F-535CF22197E2.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A060CCC8-8F33-4CE3-A0DF-272D186E6863.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A060CCC8-8F33-4CE3-A0DF-272D186E6863.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22AAAFCA-E658-4DE3-806B-9929C5E60318.html


중 일부를 활성화하려면 수동 단계에 따라 장치에서 서비스를 활성화한 다음, 구성 포털에서 재구성 흐름을 실
행해야 합니다. 재구성 흐름을 실행하면 해당 클라우드부 서비스가 새로 활성화된 서비스의 통신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Amazon EC2 배포에 대한 활성화 단계는 "배포 가이드" 항목 수동으로 네이티브 
Amazon EC2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n 가상 장치에 대한 프록시 설정 및 프록시 없음 호스트 관리.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
록시 설정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n 가상 장치의 클럭을 NTP 서버와 동기화합니다. NTP 서버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동기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요소의 상태 검사.

n 수동으로 가상 장치 업데이트.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수동 업데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구성 포털에서 동일한 포드의 연결 서버 세부 정보를 재구성하려면 재구성을 클릭하고 단계에 따라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중요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드에 연결할 때 구성 포털에서 사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계
정의 자격 증명을 변경하는 경우 재구성 작업을 사용하여 저장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계정 세부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n 이 연결 서버 인스턴스 및 제어부 간의 연결을 제거하려면 분리를 클릭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로그인 정보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경우 1세대 테넌트 환경에 유효한 
VMware Customer Connect 자격 증명으로 포털에 로그인하고 여기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다
음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IP 주소, https://IP-address/

n DNS 서버에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에 매핑하는 정방향 및 역방향 조회 레코드를 생성한 
경우 해당 FQDN

참고   1세대 테넌트 환경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 최초 로그인 단계 이후 유효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인증 정보 항목도 참조
하십시오.

절차에 대한 링크
다음 페이지와 해당 하위 페이지를 사용하여 개별 절차 및 해당 단계에 액세스합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 노드 수준 고가용성 및 서비
스 수준 Fault Tolerance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CA 서명 인증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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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Connector 2.4 이상 -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SSL 오프로드로 구성될 때 Horizon 제어
부에 대한 연결을 허용하도록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사용자 지정 CA 서명 인증서 구성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고정 IP 업데이트
n Horizon Cloud Connector 루트 사용자에 대한 암호 만료 정책 설정
n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루트 또는 ccadmin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n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SSH 사용 또는 비활성화
n Horizon Cloud Connector 2.4 이상 -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사용하는 등록된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Horizon Connection Server로 업데이트
n Horizon Cloud Connector 2.4 이상: Kubernetes 클러스터 인증서 주의 및 시스템의 자동 갱신 해결
n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DNS 설정 수정
n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
n Horizon Cloud Connector 1.5 이하 버전의 프록시 설정 수정
n NTP 서버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동기화 
n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SNMP를 사용하여 장치 모니터링
n Horizon 범용 라이센스 모니터링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수동 업데이트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구성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업데이트 문제 해결
n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로그 파일 수집
n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
n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 노드 수준 고가용성 및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

이 문서에서는 클러스터의 기본 및 작업자 노드에서 실행되는 Kubernetes 포드에 의존하는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아키텍처가 노드에 대한 고가용성 기능과 
Horizon 범용 라이센스를 비롯한 핵심 Horizon Cloud Connector 서비스에 대한 Fault Tolerance 기능을 지
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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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2.0부터 Horizon Cloud Connector는 이중 노드 클러스터, 노드 수준 고가용성 및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지원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노드에서 Kubernetes 

포드로 실행됩니다.

참고   이 릴리스는 다음 유형의 포드와 연결된 장치에 대해서만 이중 노드 클러스터, 노드 수준 고가용성 및 서비
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지원합니다.

n 온 프레미스에 배포된 Horizon 포드
n 일체형 SDDC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VMware Cloud on AWS에 배포된 Horizon 포드
다른 모든 환경에 배포된 Horizon 포드는 기본 노드로만 구성된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지원하며 노드 수준 고가용
성 및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란?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는 다음 멤버로 구성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기본 노드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작업자 노드
최소한 클러스터에는 기본 노드가 멤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 노드가 포함된 기존 클러스터에서 작업자 노드
를 추가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 노드란?

기본 노드는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어부 서비스를 실행하는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VM(가상 시스템)입니다.

기본 노드는 다음 서비스의 기본 인스턴스도 실행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장치 구성 포털에 나열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합니
다.

n 커넥터 클라이언트 서비스
n 클라우드 프록시 서비스
n 연결 서버 프록시 서비스

n CBCS(Cloud Broker Client 서비스): Universal Broker를 지원합니다.

n CSMS(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

n ILS(이미지 지역 서비스): 선택적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n Horizon Cloud 테넌트를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온보딩한 후 사용할 수 있
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 및 VMware Cloud Services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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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노드를 배포하고 Horizon 포드와 연결하려면 VMware SDDC에 배포된 기존 포드 포드를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첫 번째 포드로 온보딩하는 경우의 개략적인 워크플로에 설명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작업자 노드란?

작업자 노드는 다음 서비스의 복제본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보조 VM입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나열된 다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n 커넥터 클라이언트 서비스
n 클라우드 프록시 서비스
n 연결 서버 프록시 서비스

n Horizon Cloud 테넌트를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온보딩한 후 사용할 수 있
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 및 VMware Cloud Services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작업자 노드를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에 추가하여 서비스의 기본 및 복제본 인스턴스 간에 로드 
밸런싱되는 증가 워크로드를 지원하도록 해당 서비스를 수직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서 작업자 노드를 제
거하면 서비스가 기본 노드에서 실행되는 단일 인스턴스로 축소됩니다.

참고   이 릴리스에서 작업자 노드는 Horizon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복제 인스턴스만 지원
합니다. CBCS, CSMS, ILS 및 클러스터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모든 서비스는 기본 노드에서 단일 인스턴스
로 실행됩니다.

작업자 노드를 배포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에 작업
자 노드 추가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클러스터에서 작업자 노드를 제거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에서 Worker 노드 제거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노드 수준 고가용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노드 수준 고가용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중단 시나리오에서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섹션에서는 이중 노드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가 다양한 중단 조건에서 Fault Tolerance 및 
Horizon 범용 라이센스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   이 릴리스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는 이전 섹션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만 Fault Tolerance를 지원합니다. 다른 모든 서비스는 기본 노드에
서 단일 인스턴스로 실행되며 해당 단일 인스턴스가 실패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 프레임워크 서비스가 실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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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것처럼 Horizon Cloud Connector 프레임워크 서비스(커넥터 클라이언트 서비스, 클라우드 프
록시 서비스, 연결 서버 프록시 서비스)는 기본 및 작업자 노드에서 이중 인스턴스로 실행됩니다. 한 노드에서 
프레임워크 서비스가 실패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복제본 인스턴스는 Horizon Cloud Connector 프레임
워크 서비스 및 Horizon 범용 라이센스의 전체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노드에서 계속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노드에서 클라우드 프록시 서비스가 실패하는 경우 작업자 노드에서 클라우드 프록시 서비스
의 복제본 인스턴스가 계속 실행됩니다. 정상 작동하는 프레임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면 Horizon Cloud 라이
센스 서비스가 24시간마다 포드와 계속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2 작업자 노드가 실패하는 경우
참고   이 중단 시나리오는 노드 수준 HA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노드 수준 고가용성 설정에 설명된 대로 노드 수준 HA를 구성하면 vSphere HA는 
작업자 노드의 고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전체 작업자 노드의 작업이 중단되면 모든 서비스는 기본 노드에서 단일 인스턴스로 중단 없이 계속 실행되고 
Horizon 범용 라이센스는 완전히 작동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작업자 노드가 전체 작업으로 복원될 때까지 일시적으
로 수평 축소됩니다.

3 기본 노드가 실패하는 경우
참고   이 중단 시나리오는 노드 수준 HA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노드 수준 고가용성 설정에 설명된 대로 노드 수준 HA를 구성하면 vSphere HA는 
기본 노드의 고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전체 기본 노드에서 작업이 중단되면 Horizon 범용 라이센스는 25일간의 동기화 유예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라이센스는 유효하게 유지되고 포드는 완전히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범용 라이센스 
모니터링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포드에 대한 관리 작업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가 오류 상태가 됩니다.

n 작업자 노드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n Universal Broker, Cloud Monitoring Service 및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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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노드 수준 고가용성 설정
이 문서에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기본 및 작업자 노드에 대해 HA(고가용성)를 설정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대한 노드 수준 HA를 설정하려면 먼저 vSphere HA 클러스터를 생
성한 다음, vSphere VM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   이 릴리스는 다음 유형의 포드와 연결된 장치에 대해서만 이중 노드 클러스터, 노드 수준 고가용성 및 서비
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지원합니다.

n 온 프레미스에 배포된 Horizon 포드
n 일체형 SDDC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VMware Cloud on AWS에 배포된 Horizon 포드
다른 모든 환경에 배포된 Horizon 포드는 기본 노드로만 구성된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지원하며 노드 수준 고가용
성 및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노드 수준 HA의 작동 방식
Horizon Cloud Connector의 기본 노드 및 작업자 노드는 포드의 vSphere 환경에서 VM(가상 시스템)으로 배
포됩니다.

vSphere HA 기능은 VM 및 VM이 상주하는 ESXi 호스트를 vSphere HA 클러스터로 풀링하여 이러한 VM에 
대한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의 호스트가 모니터링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한 호스트의 VM

이 대체 호스트에서 재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HA 작동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HA 클러스터 외에도 vSphere는 VM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VM 모니터링은 VMware Tools 하트비트 
또는 I/O 활동이 설정 시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 개별 VM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본 노드 또는 작업자 노드 VM이 
다시 시작되면 Horizon Cloud Connector 서비스가 해당 노드에서 다시 완전히 작동하는 데 약 1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M 및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vSphere HA 클러스터와 VM 모니터링은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 또는 중단이 발생할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기본 및 작업자 노드에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절차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노드 수준 HA를 설정합니다.

1 포드의 vSphere 환경에서 vSphere HA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vSphere HA 클러스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문서에서는 vSphere 7.0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른 vSphere 버전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이 문서 맨 위에 있는 선택한 제품 버전 메뉴에서 해당 
버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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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Sphere에 대한 VM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vSphere 7.0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VM 모니터링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vSphere 버전에 대한 지침
을 보려면 이 문서 맨 위에 있는 선택한 제품 버전 메뉴에서 해당 버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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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VM 모니터링을 구성할 때 모니터링 감도 수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감도가 높으면 더 빠르
게 장애로 간주합니다. 모니터링 감도가 낮으면 실제 장애가 발생하고 가상 시스템이 리셋될 때까지 서비스 중
단 시간이 길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효과적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VM 및 애플리케이션 모니
터링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
에서 Worker 노드 제거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에서 작업자 노드를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의 단계를 사용합니다. 클러스터
에서 작업자 노드를 제거하면 Horizon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축소되고 기본 노드에서 단일 
인스턴스로 실행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클러스터에서 제거할 작업자 노드 VM의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절차
1 클러스터의 기본 노드에 대한 SSH(보안 셸) 세션을 열고 제거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WORKER_IP>는 

작업자 노드의 IP 주소입니다.

/opt/vmware/sbin/primary-cluster-config.sh -rs <WORKER_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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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명령이 중단 없이 실행되도록 허용합니다. 이 명령은 노드에서 제거되는 각 복제 서비스의 제거 진행률 
출력을 표시합니다. 명령 출력의 끝에서 다음 예와 유사한 줄을 찾습니다. 여기서 <WORKER_IP> 및 
<PRIMARY_IP>는 각각 작업자 노드와 기본 노드의 IP 주소입니다.

Please run the following command on worker node <WORKER_IP> to complete clean up:
/opt/vmware/sbin/worker-cluster-config.sh -r <PRIMARY_IP>

이 정리 명령을 기록해 둡니다.

2 작업자 노드에 대한 SSH 세션을 열고 앞서 확인한 정리 명령을 실행합니다.

/opt/vmware/sbin/worker-cluster-config.sh -r <PRIMARY_IP>

정리 명령이 중단 없이 실행되도록 허용합니다.

참고   이 명령은 각 정리 작업을 설명하는 진행률 출력을 표시합니다. 구성을 수동으로 지우는 것에 관한 메시
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에서 Worker 노드를 제거할 때는 수동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력 끝에서 다음 예와 유사한 줄을 찾습니다.

Please restart this VM to complete the clean up.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나중에 작업자 노드를 동일한 클러스터나 다른 클러스터에 추가할 계획인 경우 작업자 노드 VM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에 
작업자 노드 추가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n 클러스터에서 작업자 노드를 다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작업자 노드 VM을 종료하고 vSphere 환경에
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클러스터에서 작업자 노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기본 노드 VM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kubectl get nodes -o wide

명령 출력에서 작업자 노드가 더 이상 클러스터의 멤버로 나열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Horizon Cloud Connector 노드의 서
비스 상태 모니터링
이 문서에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의 기본 또는 작업자 노드에서 실행되는 서비스의 상태를 보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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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Horizon Cloud Connector 웹 기반 구성 포털을 실행하기 위한 URL을 가져옵니다.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노드의 전원을 켠 후 노드의 파란색 콘솔 화면에 이 URL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URL은 https://<IP 주소> 형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IP 주소>는 기본 또는 작업자 노드의 IP 주소입니
다.

2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기본 또는 작업자 노드에 대해 이전에 생성한 URL로 이동합니다.

구성 포털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요소 및 서비스의 상태를 표시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구성 포털에는 클러스터의 기본 및 작업자 노드 둘 다에서 실행 중인 서비스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서비스가 
연결된 항목으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서비스에 대해 실행되는 Kubernetes 포드 및 각 
Kubernetes 포드가 상주하는 노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구성 포털의 상태 목록 예를 보여 줍니다.

3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연결된 항목을 클릭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실행 중인 개별 Kubernetes 포드의 이름 및 상태, 각 Kubernetes 포드가 상주하는 노
드 및 서비스가 다시 시작된 횟수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
에 대한 관리 명령
이 항목에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의 실행 중인 서비스와 노드 멤버 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몇 가지 명령을 보여 줍니다.

다음 Kubernetes 명령을 실행하려면 클러스터의 해당 노드에 대해 SSH(보안 셸) 세션을 열어야 합니다.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실행 중인 모든 서비스 나열
기본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kubectl get pods -A -o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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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클러스터의 기본 및 작업자 노드에서 실행 중인 서비스의 모든 기본 및 복제본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클러스터의 모든 멤버 노드 나열
기본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kubectl get nodes -o wide

이 명령은 클러스터의 멤버로 등록된 모든 노드를 반환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CA 서명 인증서 구성
보안 강화를 위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사용자 지정 CA 서명 인증서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전체 인증서 체인을 PEM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n PEM 파일이 암호 대신 개인 키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 FQDN 및 주체 대체 이름이 발급된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SSH 세션을 엽니다.

2 /Root/server.crt 디렉토리에 CA 서명 인증서를 복사합니다.

3 /root/server.key 디렉토리에 CA 서명 키를 복사합니다.

4 기존 인증서를 백업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 이상)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server.crt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
server.crt.orig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etc/nginx/ssl/server.crt /etc/nginx/ssl/server.crt.orig

5 기존 키를 백업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 이상)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server.key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
server.key.orig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etc/nginx/ssl/server.key /etc/nginx/ssl/server.key.o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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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nginx conf 파일을 복사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 이상)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opt/container-data/conf/hze-nginx/nginx.conf /opt/container-data/conf/hze-nginx/
nginx.conf.orig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etc/nginx/nginx.conf /etc/nginx/nginx.conf.orig

7 가상 장치 버전에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CA 인증서를 복사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 이상)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root/server.crt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server.crt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root/server.crt /etc/nginx/ssl/server.crt

8 가상 장치 버전에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CA 인증서 키 파일을 복사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 이상)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root/server.key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server.key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root/server.key /etc/nginx/ssl/server.key

9 인증서 및 키 파일에 대한 소유자 및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 이상)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hown -R hze-nginx:hze-nginx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 
chmod 644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server.crt 
chmod 600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server.key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hown -R root:root /etc/nginx/ssl
chmod -R 600 /etc/nginx/ssl

10 인증서의 발급된 FQDN이 nginx 구성 파일에 있는 서버 수신 443 블록의 서버 이름 지시문과 일치하는지 확
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 이상) nginx 구성 파일은 /opt/container-data/conf/
hze-nginx/nginx.conf에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nginx의 구성 파일이 /etc/nginx/nginx.conf에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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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ginx를 확인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0 이상)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kubectl rollout restart daemonset hze-nginx -n hze-system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1.10)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docker exec -i hze-nginx sudo nginx -t 
systemctl restart hze-nginx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ginx -t
systemctl restart nginx

12 시작 화면에서 SSL 지문을 업데이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0 이상)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opt/vmware/bin/configure-welcome-screen.py
/usr/bin/killall --quiet vami_login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1.10)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docker exec -i hze-core sudo /opt/vmware/bin/configure-welcome-screen.py 
/usr/bin/killall --quiet vami_login

13 웹 브라우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사용자 인터페이스 URL을 다시 로드하여 새 인증서를 테스트
합니다.

14 (선택 사항) 인증서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경우 백업한 파일을 제거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4 이상)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rm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server.crt.orig 
rm /opt/container-data/certs/hze-nginx/server.key.orig 
rm /opt/container-data/conf/hze-nginx/nginx.conf.orig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rm /etc/nginx/ssl/server.crt.orig
rm /etc/nginx/ssl/server.key.orig
rm /etc/nginx/nginx.conf.orig

15 루트 디렉토리에서 복사한 CA 인증서 및 키 파일을 제거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rm /root/server.crt

 rm /root/serve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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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Connector 2.4 이상 -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SSL 오프로드로 구성될 때 Horizon 제어부에 대한 연결을 허용하도록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사용자 지정 CA 서명 인증서 구성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는 Horizon 제어부와 아웃바운드로 통신해야 합니다. SSL 오프로드로 구성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있는 경우 제어부에 대한 아웃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도록 Horizon Cloud Connector 신뢰 
저장소 내에서 사용자 지정 CA 서명 인증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4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SSL 오프로드 구성에서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 유효한 CA 서명 인증서 또는 인증서. CRT 및 PEM 파일 형식
이 모두 지원됩니다.

참고   인증서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으면 명령이 인증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우 가져오기 프로세스는 해당 인증서를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절차
1 CA 서명된 인증서를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내의 /opt/container-data/

hydracerts/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opt/vmware/bin/configure-adapter.py --importCertificates

이 명령은 제공된 인증서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디렉토리 파일의 사용 권한을 644로 
변경하고 인증서를 가져온 다음, 장치의 관련 Kubernetes 포드를 다시 시작하여 변경 내용을 선택합니다.

이 다시 시작 프로세스는 몇 분이 걸립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고정 IP 업데이트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고정 IP에 대한 정보는 배포된 가상 장치의 컨테이너 파일에 저장됩니
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고정 IP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몇 가지 추가 단계도 수행해야 합
니다. 컨테이너 설정 파일을 수동으로 재구성한 다음, 연결된 Horizon 포드에 연결된 모든 데스크톱으로 새 고정 
IP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고정 IP가 저장되는 위치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고정 IP 주소는 -/opt/container-data/cc-
settings/ip.conf 파일에 저장되고 장치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와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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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정 IP 정보가 다음과 같이 파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cc.address=10.117.163.20

프록시 설정이 저장되는 위치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프록시 설정은 -/opt/container-data/cc-settings/
proxy.conf에 저장되고 장치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와 공유됩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 정보가 다음과 같이 파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proxyHost=null
proxyPort=0
proxySsl=false
proxyUsername=null
proxyPassword=
noProxyFor=null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새 고정 IP 주소를 구성하고 장치를 Active Directory에 가입합니다.

절차
1 /opt/vmware/share/vami/vami_config_net을 엽니다.

2 IP 주소를 업데이트하려면 메뉴 번호 입력 줄에 6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eth0에 대한 IPv4 주소 구성 옆에 y를 입력합니다.

4 DHCPv4 서버 사용... 옆에 n을 입력합니다.

5 새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6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7 (선택 사항) 기본 게이트웨이를 업데이트하려면 메뉴 번호 입력 줄에 2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표시
되는 필드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8 (선택 사항) DNS를 업데이트하려면 메뉴 번호 입력 줄에 4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표시되는 필드
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9 vami 메뉴를 닫습니다.

10 -/opt/container-data/cc-settings/ip.conf 파일에서 다음 예와 같이 cc.address 줄을 편집
합니다.

cc.address= "10.117.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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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Kubernetes 클러스터를 재설정합니다.

/opt/vmware/appliance/scripts/reset-keys.sh -r

/opt/vmware/appliance/scripts/reset-keys.sh -i

12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를 재부팅합니다.

reboot -f

Horizon Cloud Connector 루트 사용자에 대한 암호 만료 정책 설정
Horizon Cloud Connector OVA를 vSphere 환경에 배포할 때 배포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루트 사용자의 암
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암호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는 루트 사
용자에 대한 만료 정책을 설정하여 루트 암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로그인한 후 모든 명령을 루트 사용자 권한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지정 암호 만료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로그인하여 암호를 만료되기 전에 업
데이트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암호 만료 사실을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절차
1 루트 사용자의 암호에 대한 만료 정책을 설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hage -M <Max days before password change> -W <Number of days of warning before password 
expires> root

예를 들어, 암호를 변경한 날로부터 365일 이후에 암호가 만료되도록 하고 암호가 만료되기 전에 30일의 경
고 기간을 지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hage -M 365 -W 30 root

2 루트 사용자의 현재 암호 만료 정책을 나열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hage -l root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루트 또는 ccadmin 암호를 재설
정합니다.

원래 암호를 잃어버렸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 항목의 단계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root 또는 ccadmin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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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루트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root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장치의 다시 시작 시퀀스 동안 특정 매개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1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콘솔을 실행합니다. 콘솔 창 내
부를 클릭하여 커서를 콘솔에서 활성 상태로 만듭니다.

2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OS 시작 화면이 표시되는 즉시 e를 입력하여 GNU 

GRUB 편집기를 엽니다.

참고   OS 시작 화면은 순간적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e를 빠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GNU GRUB 편집기를 
제시간에 열 수 없는 경우 장치를 다시 시작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3 GNU GRUB 편집기에서 linux로 시작하는 줄을 찾습니다. 이 줄 끝에 공백을 추가하고 rw init=/bin/
bash를 입력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해당 줄을 수정한 이후의 GNU GRUB 편집기 예를 보여 줍니다.

4 F10 키를 눌러 장치 다시 시작을 재개합니다.

5 명령 프롬프트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pam_tally2 --user=root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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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령 프롬프트에 passwd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새 root 암호를 입력하고 다시 입력합니다.

참고   새 암호가 강력한 암호의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암호가 대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하는 최소 8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암호 재설정이 완료되면 다음 출력이 표시됩니다.

passwd: password updated successfully

7 다음 명령 순서를 실행합니다.

umount /
reboot -f

장치를 다시 시작한 후 새 root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ccadmin 암호 재설정
ccadmin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ccadmin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인증 실패 후에 ccadmin 계정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1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콘솔을 실행하고 root 사용자로 
장치에 로그인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am_tally2 --user=ccadmin --reset

3 ccadmin 계정에 대한 새 암호를 설정합니다.

passwd ccadmin

참고   새 암호가 강력한 암호의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암호가 대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하는 최소 8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SSH 사
용 또는 비활성화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Horizon 포드에 연결한 후에는 브라우저 기반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장치에서 SSH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버전 1.5부터는 기본적
으로 장치 운영 체제에서 SSH가 해제됩니다.

이러한 단계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5 이상에 적용됩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기본 노드에 대해서만 SSH 액세스를 사용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노드에 대해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 사용에 설명된 단계를 대신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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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다음 항목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 장치가 Horizon 포드와 연결되었습니다. 토글이 있는 구성 포털 화면에는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가 Horizon 포드와 연결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를 포드와 연결하기 전에 vSphere 환경을 
사용하여 장치 콘솔을 시작하고, 로그인한 후 명령줄을 사용하여 장치에서 SSH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 사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My VMware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은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n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룹에 있는 Horizon 

Cloud 슈퍼 관리자 역할의 Active Directory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Horizon Cloud 테넌트에 등록되면 My VMware 자격 증명을 입력한 후 두 번째 로그인 화면이 표
시되며, 나중에 구성 포털에 액세스하기 위해 Active Directory 계정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Horizon Cloud 테넌트 및 슈퍼 관리자 역할에 등록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 및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을 참조하십시오.

n 브라우저에 구성 포털을 표시할 URL 주소가 있습니다. 구성 포털의 로그인 화면을 표시하려면 브라우저로 다
음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IP 주소, https://IP-address/

n DNS 서버에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에 매핑하는 정방향 및 역방향 조회 레코드를 생
성한 경우 해당 FQDN

n (Horizon Cloud Connector 1.9 이상)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ccadmin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필요
한 SSH 공개 키를 준비했습니다.

n "배포 가이드" 의 온 프레미스 또는 VMware Cloud on AWS의 Horizon 포드: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vSphere 환경에 배포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Connector 

OVA 파일을 배포하는 동안 SSH 공개 키를 이미 등록했습니다.

n SSH 공개 키를 생성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SSH 공개 키 인증의 설정을 완료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서 키를 등록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Horizon Cloud Connector 1.9부터 SSH 액세스가 root 사용자 계정에 대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
니다. 보안 향상을 위해 SSH 액세스는 공개 키(강력히 권장) 또는 암호 인증을 통해 ccadmin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그래도 root 계정을 사용하여 장치에서 비 SSH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164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E96CEB07-1B17-4903-87D3-E9D4A3762C74.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4CC1F966-8388-488C-BF80-9C48149C82B2.html#GUID-4CC1F966-8388-488C-BF80-9C48149C82B2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4CC1F966-8388-488C-BF80-9C48149C82B2.html#GUID-4CC1F966-8388-488C-BF80-9C48149C82B2


절차
1 브라우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의 URL을 로드하고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테넌

트 환경에 유효한 My VMware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해당 테넌트 환경에 등록되면 시스템에서 두 번째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사
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슈퍼 관리자 역할이 있는 Active Directory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
다.

구성 포털에서 커넥터의 관리 작업에 대한 작업 버튼을 표시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1.5~1.8) SSH 사용 토글을 사용하여 장치에서 SSH를 활성화하거나 비활
성화합니다.

포털에 표시되는 토글의 설정은 장치에 있는 SSH의 현재 상태입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1.9 이상) SSH 구성 컨트롤에 액세스하려면 장치 구성 포털에서 SSH 구
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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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SSH 구성] 대화상자에서 해당 컨트롤을 사용하여 장치에서 SSH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고 
앞서 생성한 SSH 공용 키를 등록합니다. SSH를 처음으로 활성화하거나 이미 등록된 키를 변경하려는 경
우 공용 키를 등록해야 합니다.

대화상자에 표시되는 토글의 설정은 장치에 있는 SSH의 현재 상태입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4 이상 -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사용하는 등록된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Horizon Connection Server로 업데이트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Active Directory 시스템에서 Horizon Connection Server 관리자 암호를 순환하려
는 경우 사용할 API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사용 사례에서는 이 API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가 
새 값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4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는 온보딩 및 연결 프로세스 중에 입력한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Connection Server와 통신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관리자 자격 증명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변경되었거나 만료되었거나 유효하
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관리자 자격 증명이 업데이트될 때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새 자격 증명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면 Horizon Cloud Connector와 Horizon 

Connection Server 간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관리자 암호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이 API를 사용하여 장치에 저장된 관리자 암호를 Active Directory 도메
인 계정에 구성된 값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PI 끝점
저장된 암호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장치 끝점은 https://appliance-address/
viewproxyadapter/local/config/rotate입니다.

여기서 appliance-address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n https://IP-address/viewproxyadapter/local/config/rotate. 여기서 IP-address
는 장치의 IP 주소입니다.

n https://FQDN/viewproxyadapter/local/config/rotate. 장치의 IP 주소를 DNS 서버의 
FQDN에 매핑한 경우.

API 메서드
PUT

요청 페이로드
페이로드에는 Active Directory DNS 도메인 이름, 계정 이름, 장치에 저장된 암호(이전 암호) 및 새 암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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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의 경우 각 문자를 따옴표로 묶고 래핑된 문자를 쉼표로 구분합니다. 다음 샘플에서 장치에 저장된 암호는 
abcd!efg이고 tuvw$xyz는 새 암호입니다.

{
   "domain":"AD-dns-domain-name",
   "userName":"admin-account-name",
   "oldPassword":["a","b","c","d","!","e","f","g"],
   "newPassword":["t","u","v","w","$","x","y","z"]
}

API가 호출된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는 API 페이로드에 제공한 기존 자격 증명을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에 저장된 자격 증명과 비교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성공하면 시스템은 API 페이로드에 제공된 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Connection 

Server에 대해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해당 로그인 시도가 성공하면 장치 내의 서비스가 다시 로드되어 새 자격 증명을 선택하고 사용하기 시작합니
다.

참고   이 API는 분당 하나의 요청으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이 시도가 속도 제한을 초과하면 HTTP 오류 
429(요청이 너무 많음)가 반환됩니다.

API 인증
인증 검사는 요청 페이로드에 제공된 domain, userName 및 oldPassword를 Horizon Cloud 

Connector에 알려진 자격 증명을 비교하여 수행됩니다. 알려진 자격 증명은 온보딩 및 연결 프로세스 동안 
또는 이 API를 사용하여 이전 자격 증명 순환 중에 제공된 자격 증명입니다.

사전 요구 사항
API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는 Horizon 포드, 포드의 Horizon Connection Server와 연결됩니다.

n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DNS 이름과 Horizon Connection Server 관리자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n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Horizon Connection Server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사용하려는 새 암호로 
업데이트했습니다.

n 이전에 사용된 암호, 즉 장치가 현재 사용 중인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알려진 기존 암호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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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u 요청 페이로드를 사용하여 API 끝점 https://appliance-address/viewproxyadapter/local/

config/rotate에 대해 PUT을 실행합니다.

다음 예에서 AD 도메인은 example.com이고 계정 이름은 CSadmin이고 이전 암호는 abcd!efg이고 새 
암호는 tuvw$xyz입니다.

{
   "domain":"example.com",
   "userName":"CSadmin",
   "oldPassword":["a","b","c","d","!","e","f","g"],
   "newPassword":["t","u","v","w","$","x","y","z"]
}

암호가 성공적으로 순환되면 반환된 응답은 200 성공입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업데이트된 암호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를 Horizon Connection Server에 연결하는지 확인
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로그인하고 새로 고침 화살표를 클릭한 후 연결 서버 상태가 녹
색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4 이상: Kubernetes 클러스터 인증
서 주의 및 시스템의 자동 갱신 해결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사용하는 Kubernetes 인증서의 만료 검사에 대해 설
명합니다. 여기서는 만료 주의를 볼 수 있으며 시스템이 만료 2개월 전에 인증서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개
KB 문서 90505에 설명된 대로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에는 보안 통신 및 Horizon 제어부와의 연결
에 사용되는 시스템 생성 인증서가 있는 내부 Kubernetes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생성 인증서의 유
효 기간은 1년입니다.

버전 2.4부터는 시스템 생성 인증서에서 제어부와의 장치 통신이 갱신 전 만료 날짜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n 장치의 Kubernetes 인증서 유효 기간을 매주 자동화 방식으로 검사
n 현재 만료까지의 기간(일 수)을 화면에 표시
n 유효 기간 검사 기능이 남은 인증서 유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확인하면 인증서 자동 갱신. 장치의 서비스는 

갱신 프로세스 중에 짧게 다운타임이 발생하므로 시스템의 자동 갱신 프로세스는 장치의 현지 시간에 따라 주
말 자정에만 발생합니다. 시스템은 1년 동안 인증서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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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유효 기간 검사
장치는 장치의 현지 시간에 따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자정에 주 단위로 유효 기간을 검사합니다.

유효 기간 검사는 Kubernetes 클러스터의 인증서가 만료되기까지 남은 일수를 평가합니다. 인증서 유효 기간이 
60일 미만이면 시스템은 인증서를 자동으로 갱신하고 유효 기간이 1년인 새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화면 정보를 보면 상태가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예: 수요일)에 표시된 정보를 볼 경우 UI에 
해당 수요일의 만료까지 남은 일 수가 표시됩니다.

화면 정보는 만료 날짜까지 남은 일 수에 따라 패턴을 따릅니다.

120일 이상 남음 - 녹색(양호)

화면 정보에는 인증서가 유효한 일수가 표시됩니다. 예: 364일 동안 유효.

120일~60일 남음 - 주황색(주의)

이 시간이 8개월을 초과하면 시스템의 자동화된 갱신 전에 인증서를 갱신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갱신 단계
를 제공하는 KB 문서 90505에 대한 링크와 만료까지 남은 일 수가 화면 정보에 표시됩니다.

갱신 프로세스로 인해 장치 및 해당 서비스에 잠시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료 후 60일 이내까지 기
다리지 않고 KB 문서의 단계에 따라 인증서를 직접 갱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직접 갱신하면 
이 짧은 다운타임의 요일과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KB 문서에 설명된 대로 이 절차에는 장치 재부팅이 포
함되며 모든 서비스가 다시 초기화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60일 미만 남음 - 빨간색(오류)

만료 후 60일 이내에 시스템의 자동화된 갱신 전에 인증서를 갱신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갱신 단계를 제공
하는 KB 문서 90505에 대한 링크와 만료까지 남은 일 수가 화면 정보에 표시됩니다.

다음번에 시스템의 유효 기간이 검사되고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60일 미만으로 확인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갱신하고 새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자동화된 갱신에서 새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화면 위치
화면 유효 기간 정보는 다음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의 Cloud Connector 상태 목록에서 Kubernetes 인증서 행 옆에 
있는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화면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n 1세대 테넌트 환경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단계가 완료된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를 사용하여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고 해당 UI 페이지의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이동
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DNS 설정 수정
DNS 서버의 구성이 변경되면 업데이트된 DNS 서버를 포함하도록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네트워
크 설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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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 OS에서 실행되는 Horizon Cloud Connector와 같은 장치의 DNS 설정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DNS 서버 추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u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한 경우:

a 장치에서 편집을 위해 /etc/systemd/network/10-eth0.network 파일을 엽니다.

b 파일의 [네트워크] 섹션에서 새 DNS 서버를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c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u 동적 IP 주소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한 경우:

a 장치에서 편집을 위해 /etc/resolv.conf 파일을 엽니다.

b 새 DNS 서버를 파일의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c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
Horizon Cloud Connector OVF 템플릿을 배포하는 동안 HTTP 프록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포 후 이
러한 프록시 설정을 수정하려면 configure-webproxy.py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configure-webproxy.py 
명령은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opt/vmware/bin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참고   프록시 설정 및 장치 업데이트와 관련된 다음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프록시 설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장치를 업데이트하더라도 원래 프록시 구성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 버전이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는 경우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프록시 설정이 전달됩니다. 프록시 설정을 재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기존 프록시 설정을 보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at /opt/container-data/cc-settings/proxy.conf

configure-webproxy.py 사용 구문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configure-webproxy.py를 통해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configure-webproxy.py [argument1 [value1]] [argument2 [value2]] ...

명령 사용법과 사용 가능한 인수 목록을 표시하려면 configure-webproxy.py -h 또는 configure-
webproxy.py --help를 실행합니다.

configure-webproxy.py에 대한 인수
모든 인수는 configure-webproxy.py 스크립트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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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설명
--proxyHost HTTP 프록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proxyPort 프록시 연결에 대한 포트 번호
--noProxyFor HTTP 프록시를 우회하도록 구성된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범위입니

다. 여러 값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proxySsl 프록시 연결에 SSL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허용되는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proxyUsername HTTP 프록시에 대한 사용자 이름
--proxyPassword HTTP 프록시에 대한 암호
--implicitNonProxyHosts 연결된 포드의 연결 서버 및 vCenter Server를 HTTP 프록시를 우

회하는 호스트 목록에 암시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허용
되는 값은 true 또는 false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작업 환경에서 연결 서버 및 vCenter Server에 대한 내부 요청이 프
록시를 통해 라우팅되도록 해야 할 경우 이 인수를 false로 설정합니
다. 이 경우 --noProxyFor 에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호스트만 프록
시를 우회합니다.

예시 스크립트
configure-webproxy.py --proxyHost PROXYEXAMPLE --proxyPort 80 --proxySsl=false 
   --noProxyFor ".AD-DOMAIN.EXAMPLE.COM,10.109.*" 

이 예시 스크립트는 다음 프록시 설정을 구성합니다.

n PROXYEXAMPLE은 프록시 서버입니다.

n 프록시 연결은 포트 80을 사용합니다.

n 프록시 연결에서 SS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 .AD-DOMAIN.EXAMPLE.COM 및 10.109.*에 속하는 호스트는 프록시를 우회합니다.

n 또한 연결된 포드의 연결 서버와 vCenter Server는 기본적으로 프록시를 암시적으로 우회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1.5 이하 버전의 프록시 설정 수정
Horizon Cloud Connector OVF 템플릿을 배포하는 동안 HTTP 프록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포 후 프
록시 설정을 변경하거나 no-proxy 호스트를 구성하려면 특정 구성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알려진 제한으로 인
해 Horizon Cloud Connector 1.5 이하 버전은 배포 중에 지정된 no-proxy 호스트 구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no-proxy 호스트를 구성하려면 배포 후 특정 구성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중요   알려진 제한 사항으로 인해 Horizon Cloud Connector 1.5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려고 하며 작
업 환경에서 프록시 설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OVF 템플릿을 배포할 때 해당 프록시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
다. Universal Broker는 배포 후에 구성된 프록시 설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배포 후에는 no-proxy 호스트만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Universal Broker에 no-proxy 호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Horizon Cloud 

Connector 1.5에서는 지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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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Connector 1.5 이하 버전의 no-proxy 호스트 구성
Horizon Cloud Connector OVF 템플릿을 배포하는 동안 배포 마법사에서 no-proxy 호스트를 구성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알려진 문제로 인해 Horizon Cloud Connector 1.5 이하 버전은 배포 중에 지정된 
no-proxy 호스트 구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신, 배포 후 특정 구성 파일을 수정하여 no-proxy 호스트를 설정
해야 합니다.

HTTP 프록시를 통해 인터넷 경로에 대한 아웃바운드 요청만 수신하려면 장치에서 내부 요청을 수신할 때 프록시 
서버를 우회 하는 no-proxy 호스트를 구성 합니다. 최소한 연결 서버와 함께 연결된 포드의 vCenter Server 인
스턴스를 no-proxy 호스트로 구성합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1.5 이하 버전을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no-proxy 호스트를 재구
성해야 합니다. 장치를 업데이트하더라도 원래 no-proxy 호스트 구성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가상 장치를 배포한 후에 no-proxy 호스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KB(기술 자료) 문서 
76663: Horizon Cloud Connector의 프록시 구성 문제 및 업데이트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1.5 또는 1.4의 프록시 설정 수정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장치를 배포한 후 Horizon Cloud Connector 1.5 또는 1.4에 대한 HTTP 프록시 설정을 
수정합니다.

1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SSH(보안 셸) 세션을 엽니다.

2 다음 파일에서 필요에 따라 프록시 세부 정보를 변경합니다.

n /opt/container-data/cc-settings/proxy.conf

n /opt/container-data/data/hze-core/properties/hydra.properties

n /opt/container-data/data/hze-ccc/config/ccc-core/sn.config

3 필요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ystemctl restart hze-core
systemctl restart hze-ccc
systemctl restart csms

Horizon Cloud Connector 1.3 이하 버전의 프록시 설정 수정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장치를 배포한 후 Horizon Cloud Connector 1.3 이하 버전에 대한 HTTP 프록시 설정을 
수정합니다.

1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SSH(보안 셸) 세션을 엽니다.

2 다음 파일에서 필요에 따라 프록시 세부 정보를 변경합니다.

n /opt/vmware/var/lib/tomcat8/properties/hydra.properties

n /opt/vmware/var/lib/tomcat8/properties/sn.config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172

https://kb.vmware.com/s/article/76663


3 필요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ystemctl restart tomcat8
systemctl restart cccService

NTP 서버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동기화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가 클라이언트 제어부 및 필요한 Connection Server 인스턴스에서 올바
르게 인증되도록 하려면 가상 장치의 클럭을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와 동기화해야 합니다. 먼저 호
스트가 NTP 서버와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한 후 가상 장치가 상주하는 물리적 ESXi 호스트의 클럭에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클럭을 적절히 동기화합니다.

절차
u (기본 설정 방법) 가상 장치가 상주하는 물리적 ESXi 호스트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동

기화합니다.

a ESXi 호스트의 클럭이 NTP 서버와 적절히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vSpher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설정 편집] 창을 열고 호스트와 
시간 동기화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vSpher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1.5 이상에서는 호스트와 시간 동기화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
됩니다.

u (대체 방법) 물리적 ESXi 호스트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동기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
상 장치를 NTP 서버와 직접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 시간 동기화 방법은 가상 장치를 물리적 ESXi 호스트와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기본 방법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를 사용합니다.

a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SSH 연결을 열고 root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b vi와 같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timesyncd.conf 파일을 열어서 편집합니다.

vi /etc/systemd/timesyncd.conf

c 다음 예와 유사하게 [Time] 섹션을 편집합니다. ntpAddress를 사용하려는 NTP 서버의 도메인 이름으
로 바꿉니다.

[Time]
#FallbackNTP=time1.google.com time2.google.com time3.google.com time4.google.com
NTP=ntpAddress

timesyncd.conf 파일에 대한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텍스트 편집기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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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상 장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ystemctl restart systemd-networkd

e 가상 장치의 timesync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systemctl restart systemd-timesyncd

f 이제 가상 장치의 클럭이 지정된 NTP 서버와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SNMP를 사용하여 장치 모니
터링
이 문서에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대해 SNMP(단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설정을 사용하도
록 설정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요 Horizon Cloud 

Connector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SNMP 모니터링이 작동하는 방식
Horizon Cloud Connector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장치에서 시작되는 SNMP 트랩을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트랩은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트리거 이벤트 또는 조건을 알립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는 트랩 송신기 기능만 하며 GET, GETBULK 또는 GETNEXT 수신 작업 등의 다
른 SNMP 작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SNMP 서비스는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해 비활성화됩니다. SNMP 트랩을 사용하려면 먼
저 이 문서의 뒷부분에 설명된 대로 장치에 대해 SNMP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파일은 관리 디바이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정의하는 트랩 정의를 
포함합니다. MIB 파일은 계층 구조로 배열된 OID(개체 식별자)와 변수로 설명되는 관리 개체를 정의합니다. 이 문
서의 뒷부분에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필요한 MIB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NMP 트랩을 사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Horizon Cloud Connector 이벤
트
장치에 대해 SNMP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구성하면 Horizon Cloud Connector는 다음 이벤트에 대해 
SNMP 트랩을 지원합니다.

n Horizon 범용 라이센스라고도 하는 Horizon 구독 라이센스 동기화 실패
n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명 주기 이벤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n n Horizon 포드와 연결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 또는 재구성
n 새 Horizon Cloud Connector 소프트웨어 버전으로의 업데이트
n Horizon 포드에서 장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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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벤트 중 하나에서 장치에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의 SNMP 트랩 내보내기가 트리거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NMP 모니터링을 구성하는 방법
SNMP 구성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단계로 구성됩니다.

n 1단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할 VMware MIB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n 2단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엔진 ID를 구성합니다.

n 3단계: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서 SNMP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구성합니다.

각 단계의 세부 정보는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VMware MIB 파일 및 OID 다운로드
SMI(관리 정보 구조)의 RFC 2578 표준은 특정 제품 및 기능에 대한 MIB(관리 정보 기반) 파일을 쓰는 데 사용되
는 구문입니다. 이러한 MIB 파일은 제품과는 별도로 버전이 지정되며 이벤트 유형 및 이벤트 데이터 관련 정보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IB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VMware KB(기술 자료) 문서 1013445로 이동하십시오.

MIB 파일에 사용되는 OID(개체 식별자)를 다운로드하려면 VMware KB 문서 2054359로 이동하십시오.

2단계: 관리 시스템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엔진 ID 구성
SNMP 사용 설정 프로세스 동안 Horizon Cloud Connector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할 고유한 SNMP 

엔진 ID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엔진 ID는 해싱 함수와 함께 SNMP v3 메시지의 인증 및 암호화를 위한 키를 생
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1 브라우저에서 https://<장치 IP>를 지정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시작합니다. 여
기서 <장치 IP>는 장치 노드의 IP 주소 또는 FQDN입니다.

2 구성 포털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상태 목록 아래에 표시되는 SNMP 엔진 ID를 찾습니다.

다음 예제 스크린샷은 구성 포털에 표시되는 자동 생성된 SNMP 엔진 ID를 보여 줍니다.

3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SNMP 엔진 ID를 해당 구성 페이지에 추가합니다.

3단계: Horizon Cloud Connector SNMP 서비스 사용 및 구성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통해 SNMP 서비스에 대한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브라우저에서 https://<장치 IP>를 지정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시작합니다. 여
기서 <장치 IP>는 장치 노드의 IP 주소 또는 FQD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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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포털의 맨 위에서 SNMP 구성을 클릭합니다.

SNMP 구성에 대한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처음에 나타나는 대화상자의 예를 보여 줍니다.

3 SNMP 사용 토글을 켭니다.

4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SNMP 버전, 사용자 이름 및 보안 수준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설정 설명
SNMP 엔진 ID 이 읽기 전용 설정은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해 자동 생성된 SNMP 엔진 ID를 

표시합니다.

SNMP 버전 이 설정을 사용하면 사용할 SNMP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는 SNMP v3만 
지원합니다.

SNMPv3 USM 사용자 SNMP 모니터링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SNMPv3 USM(사용자 기반 보안 모델) 사용
자를 구성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8~31자여야 하며 문자와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SNMPv3 보안 수준 SNMP 서비스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선택
적 인증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인증은 사용자의 ID를 확인하는 데 사용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는 SNMP v3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기밀성
을 보장합니다.

인증 및 개인 정보 보호는 모두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를 사용하려면 인
증도 사용해야 합니다.

5 (선택 사항) 인증을 포함하는 보안 수준을 지정한 경우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인증 세부 정보를 구성합니다.

설정 설명
SNMPv3 인증 알고리즘 SNMP 사용자의 ID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 알고리즘을 지정합니다.

SNMPv3 인증 암호 인증 알고리즘에 필요한 암호를 구성하여 사용자의 ID를 설정합니다. 인증 암호는 8~31자
여야 합니다.

인증 암호 확인 인증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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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 사항) 인증 및 개인 정보 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보안 수준을 지정한 경우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개인 정
보 보호 세부 정보를 구성합니다.

설정 설명
SNMPv3 개인 정보 보호 알고리즘 SNMP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 정보 알고리즘을 지정합니다.

SNMPv3 개인 정보 보호 암호 개인 정보 보호 알고리즘에 필요한 암호를 구성하여 암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개인 정보 
암호는 8~31자여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암호 확인 개인 정보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7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SNMP 트랩을 수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
템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설정 설명
수신기 IP SNMP 트랩을 수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수신기 포트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트랩을 수신하는 데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수신기 커뮤니티 문자열 수신된 트랩이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시작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네트워크 관
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커뮤니티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설정이 구성된 SNMP 세부 정보 대화상자의 예를 보여 줍니다.

8 SNMP 서비스에 대한 설정 구성을 마쳤으면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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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서비스의 구성을 수정할 때마다 coldStart 시스템 트랩이 생성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프레
임워크 서비스가 다시 시작될 때마다 warmStart 트랩이 생성되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Horizon 범용 라이센스 모니터링
Horizon 범용 라이센스라고도 하는 Horizon 구독 라이센스는 Horizon 포드 배포,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Cloud 라이센스 서비스 간에 작동하는 통신 체인을 사용합니다. 라이센스 서비스는 24시간마다 
Horizon 포드와 동기화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구독 라이센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동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통신 체인에 있는 링크 중 하나가 비작동 상태가 되면 라이센스 동기화가 실패하고, 해당 Horizon 포드
에 대해 동기화 유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구독 라이센스는 유효하게 유지되고 포드는 사용자가 동기
화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작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동기화 유예 기
간이 끝날 때까지 오류가 지속되면 포드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고 포드는 비작동 상태가 됩니다. 동기화 유예 기
간이 만료되면 최종 사용자는 포드에서 원격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유예 기간의 특정 기간은 제품 설명서에 게시하도록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테넌트 레코드의 유예 기간에 
대해 문의하려면 지원 요청을 여십시오.

동기화 실패 시 알리기 위해 다음 섹션에 설명된 것처럼 콘솔의 일부 영역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페이지의 구독 라이센스 상태
[대시보드]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구독 라이센스에 대한 동기화 오류를 보고합니다.

n 대화형 전역 설치 공간 맵에서는 포드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포드에서 라이센스 동기화 실패가 발생
했음을 나타냅니다.

n [문제] 탭에는 구독 라이센스 동기화와 관련된 모든 오류가 나열됩니다. 문제 항목의 자세히 보기 링크를 클릭
하여 VMware KB(기술 자료) 문서 79509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 KB 문서에서는 라이센스 동기화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라이센스 동기화 실패 상태를 보고하는 대시보드 페이지의 예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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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페이지의 구독 라이센스 상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설정 > 용량에서 포드 구독 라이센스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상태 > 기타 구성 요소에서 Horizon 구독 라이센스의 상태를 봅니다. 다음 예에서는 
동기화 문제가 발생한 라이센스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2 라이센스 동기화 실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상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콘솔이 포드에 대한 감사 로그 페이지로 이동하며, 지난 30일 동안의 라이센스 동기화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표시하도록 필터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로그는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일) 및 동기화 실패의 가
능한 원인을 보고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Horizon 포드의 오프라인 상태로 인해 동기화하지 못한 라이센스에 대한 로그 보고서를 보
여 줍니다.

3 라이센스 동기화 실패를 유발하는 오류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오류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VMware KB(기술 자료) 문서 79509를 참조하십시오..

구독 라이센스 경고 배너
동기화 유예 기간의 처음 4일이 경과하면 콘솔 창 맨 위에 경고 배너가 표시됩니다. 배너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 중
단을 방지하려면 동기화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라이센스 동기화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고 배너는 동기화 유예 기간에서 남은 기간의 긴급 수준에 따라 색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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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배너 색 동기화 유예 기간의 남은 시간
파란색 21~15일
주황색 14~8일
빨간색 7~1일

동기화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빨간색 배너에 0일 남았으며 서비스가 
이제 중단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나머지 동기화 유예 기간이 21일인 라이센스 동기화 실패에 대한 경고 배너가 표시되는 방법의 예
를 보여 줍니다.

경고 배너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둘 이상의 포드 구독 라이센스 동기화가 실패하는 경우 다음 예제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고 배너의 
왼쪽 가장자리에 스크롤 버튼이 표시됩니다. 스크롤 버튼을 클릭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라이센스에 대한 경고
를 봅니다.

n 배너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영향을 받는 포드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둘 이상의 포
드가 동일한 동기화 유예 기간의 영향을 받는 경우, 보기 버튼이 포드를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됩니
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수동 업데이트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대한 최신 기능을 얻으려면 해당 포드의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가상 장치를 배포된 환경 내에서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업데이트 프로세스 개요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이 Horizon Cloud Connector의 자동 업데이트에 대해 구성된 경우에는 수동 업데
이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VMware 운영 팀이 테넌트 계정에서 새 버
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면 해당 장치가 클라우드부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버전은 한두 개 더 높은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즉, 버전 N을 N+1 또는 N+2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프록시 SSL 구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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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용 Horizon Cloud Connector 및 연결 서버를 모두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업그레
이드 프로세스 중에 포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포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서 연결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면 해당 포
드 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비정상 포드와 연결된 Horizon Cloud Connector를 업그
레이드하려고 하면 Horizon Cloud Connector의 업그레이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범 사례를 따르십시
오.

1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의 연결 서버를 업그레이드한 후에 포드가 적절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2 포드 상태를 보려면 먼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고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바인딩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포드가 온라인 또는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콘솔의 [용량] 페이지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 포드가 비정상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기 전에 VMware 지
원팀에 문의하여 포드와 관련된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1.10 이하 버전에 대한 수동 업데이트 워크플로
버전 1.10 이하를 실행하는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경우 이 문서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수동 업
데이트를 수행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에 대한 수동 업데이트 워크플로
버전 2.0 이상을 실행하는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경우 수동 업데이트 워크플로는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배포했는지 아니면 다중 노드 클러스터를 배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n 기본 노드로만 구성된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배포한 경우 이 문서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수동 업데이트를 수행
합니다.

n 기본 노드와 하나 이상의 작업자 노드로 구성된 다중 노드 클러스터를 배포한 경우 다음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수동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a 이 문서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기본 노드의 수동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b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에 작업자 노드 추가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업데이트된 작업자 노드 버전을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c 이전 버전의 기본 노드 및 작업자 노드 전원을 끄고 포드 환경에서 제거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현재 클라우드 제어부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다운로드

합니다. 현재 버전 및 릴리스 정보는 Horizon Cloud 설명서 페이지에서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n 새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및 업데이트해야 하는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
치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야 새 가상 장치가 기존 가상 장치와의 SSH 통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 가상 장치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는 클라우드 제어부와의 연결을 유
지하여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해 Horizon 구독 라이센스가 활성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때문에 장치가 꺼
져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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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온 프레미스 및 일체형 SDDC Horizon 포드)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n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가 있는 Azure VMware Solution의 Horizon 포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n Azure Portal 또는 PowerShell을 사용하여 장치의 스냅샷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https://
docs.microsoft.com/en-us/azure/virtual-machines/windows/snapshot-copy-managed-disk

를 참조하십시오.

n 장치의 VM 백업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

backup/backup-azure-vms-introduction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고정 IP 주소, DNS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
를 가져옵니다.

n 클라우드부 테넌트 계정에 로그인하려면 유효한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포 가
이드의 온보딩 정보에 설명된 대로 My VMware 계정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및 관
리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포드의 연결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커넥터와 연결된 Horizon Cloud 테넌
트에 이미 등록된 경우 My VMware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하면 두 번째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두 번
째 로그인 화면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슈퍼 관리자 역할이 있는 관리자의 Active Directory 자
격 증명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면 해당 도메인에서 액세스 권한이 있는 Active 

Directory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로그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Horizon Cloud 환경에
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십시오.를 참조하십시오.

n (온-프레미스 또는 일체형 SDDC Horizon 포드) vCenter Server의 FQDN을 Horizon Cloud 

Connector가상 장치의 /etc/hosts 파일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수동 업데이트 단계를 작동하려면 이 
FQDN이 필요합니다.

Cloud Connector 1.10 이하의 버전은 /etc/hosts 파일을 편집한 후 hze-core 및 csms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systemctl restart hze-core
systemctl restart csms

Cloud Connector 2.0 이상의 버전은 /etc/hosts 파일을 편집한 후 Kubernetes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
야 합니다.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opt/vmware/bin/configure-adapter.py  --updateHostAlias

중요   커넥터 장치의 버전 1.0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버전 1.0에서 업데이트하는 경우 장치의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고 해당 스냅샷을 생성한 후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서 chage -E -1 -M -1 
tomcat8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root@example.com [ ~ ]# chage -E -1 -M -1 tomcat8

이 명령은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0에서 업데이트할 때만 필요하며 이후 버전에서 업데이트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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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웹 브라우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및 관리 포털에 로그인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IP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IP를 DNS의 FQDN에 매핑한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해당 
FQDN을 입력합니다.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면 배포 가이드의 온보딩 프로세스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로그인됩니다. 로그인이 성공하면 기존 Horizon Cloud 연결
이 클라우드 연결 포드의 연결 서버와 성공적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에 등록
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Horizon 

Cloud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십시오.에 설명된 대로 적
절한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2 Horizon Cloud Service를 기존 Horizon 포드에 연결하여 Horizon 구독 라이센스 또는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사용의 1~8단계에 설명된 대로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배포합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이전 인스턴스가 HTTP 프록시를 사용하는 경우 배포 마법
사의 지시에 따라 프록시 설정을 재구성합니다. 수동 업데이트 중에 프록시 설정이 이전 가상 장치에서 새 가
상 장치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3 브라우저에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여 방금 2단계에서 배포한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대한 온
보딩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위의 1단계에 설명된 대로 My VMwar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으면 Active Directory 로그인 창이 나타나며 해당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4 방금 배포한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해당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이전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는 클라우드 연결 인스턴스 포드의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연결됩니
다. Horizon connection server에 연결 상자에 연결 서버의 FQDN을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5 디스플레이가 지문 인증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연결 서버에 대한 지문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란을 클릭합니다.

참고   연결 서버에 유효한 루트 CA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 확인이 생략됩니다.

6 연결 서버에 대한 도메인 이름,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참고   더 나은 Horizon Cloud Connector 감사 작업을 위해 연결 서버에 대해 고유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를 사용합니다.

7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5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클라우드 커넥터에서 SSH 사용 토글을 사용하도
록 설정합니다.

SSH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새 커넥터 장치가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위해 SSH를 통해 기존 장치 중 하나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 토글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대화상자에서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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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전 Cloud Connector 주소 텍스트 상자에 이전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
한 다음, 연결을 클릭합니다.

10 해당 확인란을 클릭하여 SSH 연결에 대한 지문을 확인합니다.

11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새 Horizon Cloud Connector는 이제 Horizon 포드와 클라우드 제어부 간의 클라우드 연결을 관리하고 있
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이전 인스턴스가 사용자 지정 CA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업데이
트된 가상 장치에 대해 새 CA 서명 인증서를 구성합니다. 수동 업데이트 중에 인증서가 이전 가상 장치에서 새 가
상 장치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CA 서명 인증서 구
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환경에서 이전 버전의 장치를 제거합니다.

향후 업데이트에서 이러한 수동 단계를 사용하는 대신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
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구성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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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구성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수행하도록 Horizon 포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에서는 성공적인 서비스 작업에 필요한 경우 Horizon Cloud 운영 팀이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가상 장치에 
대해 유지 보수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화된 업데이트에는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n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은 온 프레미스에 배포된 Horizon 포드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배
포된 Horizon 포드를 업데이트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수동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
오.

n 자동화된 업그레이드 워크플로 중에 장치가 배포된 vSphere 환경에서 DHCP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
다. DHC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자동화된 업그레이드 워크플로가 실패합니다. 환경에서 DHCP를 사용하
도록 설정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수동 업데이트
합니다.

n 자동화된 업데이트에 참여하려면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가 최소 1.6.0.0 버전에서 실행 중이
어야 합니다.

n 현재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Horizon Cloud Connector 대상 버전인 2.0 또는 2.1로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대상 버전 2.0 또는 2.1로 업그레이드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수동 업데이트에 설명된 단계를 수행합니다.

n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단일 노드 배포에서만 버전 2.1 이상을 실행하는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장
치에서 지원됩니다. 하나 이상의 작업자 노드를 추가하여 다중 노드 클러스터를 배포한 경우 자동 업데이트 기
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중 노드 배포로 버전 2.1 이상을 실행하는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를 업그레이드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수동 업데이트에 설명된 단계를 수행합니다.

주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은 기본적으로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해 비활성화되고 요청이 있을 때 
포드별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VMware KB(기술 자료)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Customer Connect 지원 요청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업데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지원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환경을 준비
합니다.

참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수동 업
데이트.

1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수락하려면 포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포드는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수
락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수신할 각 포드에 대해 특정 요청을 수행해야 합니다.

포드에 대해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VMware 

KB(기술 자료)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Customer Connect 지원 요청을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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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환경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여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배포했습니다.

n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는 최소 버전 1.6.0.0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n 장치 업데이트 배포에는 최소 50GB의 데이터스토어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ESXi 호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서 vCenter Server 및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이 문서의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n 할당되지 않은 고정 IP 주소는 장치 업데이트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현재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달라야 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가 배포된 vSphere 환경에서 DHCP를 사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n 녹색 장치가 처음으로 부팅되면 IP 주소에 대해 DHCP를 사용합니다.

n 파란색 및 녹색 장치가 배포된 해당 vSphere 환경에서 DHCP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n 녹색 장치가 가동되어 실행 중인 경우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등을 설정하면서 고정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 업그레이드 워크플로가 완료될 때까지 vSphere 환경에서 DHCP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으면 워
크플로가 실패합니다.

vCenter Server 및 네트워크 설정 구성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은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새 버전을 vCenter Server에 배포합니다. 이러
한 배포를 위해 시스템 환경을 준비하려면 할당되지 않은 고정 IP 주소와 업데이트된 장치에 사용할 네트워크 설정
을 비롯한 필수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참고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에 필요한 배포 및 구성 단계를 수행하려면 vCenter Server에서 관리자 권한이 있
는 사용자 계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 및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기 위한 옵션이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없는 경우 이 문서의 이전 섹션인 "자동화된 업데이트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포드에 
대한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의 활성화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이 필수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합니다.

n (현재 Horizon Cloud Connector 1.9 이상) 업데이트된 장치에 대해 사용하려는 할당되지 않은 고정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기존 장치에 대해 구성된 다른 모든 필수 네트워크 설정이 업데이
트된 장치에 사용됩니다.

n (현재 Horizon Cloud Connector 1.6~1.8) 업데이트된 장치에 사용하려는 할당되지 않은 고정 IP 주소 
및 네트워크 설정을 수집합니다.

2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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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Center Server 세부 정보에 대한 구성 화면을 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1.7 이상) vCenter Server 및 네트워크 세부 정보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
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1.6) 자동 Cloud Connector 업데이트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4 Horizon Cloud Connector vCenter Server 세부 정보 화면에서 vCenter Server의 FQDN을 입력하고 
인증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정보가 나타나면 위의 인증서를 확인했으며 계속 진행합니다를 선택합
니다.

5 Horizon Cloud Connector vCenter Server 자격 증명에서 vCenter Server에 대해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6 Cloud Connector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고정 IP 세부 정보 아래에서 필요에 따라 고정 IP 주소 및 기타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다음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n (현재 Horizon Cloud Connector 1.9 이상) 새 장치 버전은 기존 장치 버전에 대해 구성된 게이트웨이, 

서브넷 및 DNS 서버 설정을 사용합니다. Cloud Connector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고정 IP 세부 정보 
아래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n (현재 Horizon Cloud Connector 1.6~1.8) 새 장치 버전은 기존 장치 버전에 대해 구성된 게이트웨이, 

서브넷 및 DNS 서버 설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Cloud 

Connector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고정 IP 세부 정보 아래에서 새 장치 버전에 대해 이러한 설정을 수
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설정 설명
고정 IP 업데이트 중에 예약 주소로 사용할 할당되지 않은 고정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주소는 현재 버

전의 장치에서 사용하는 작업 IP 주소와 달라야 합니다. 이 예약 주소는 장치의 현재 버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n (현재 Horizon Cloud Connector 1.9 이하) 업데이트하는 동안 새 장치 버전은 예약 IP 주
소를 사용하여 현재 장치 버전이 작동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네트워크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예약 IP 주소가 새 장치 버전에서 할당 해제되고 작업 IP 

주소가 이전 장치 버전에서 새 장치 버전으로 다시 할당됩니다.

n (현재 Horizon Cloud Connector 2.1 이상) 업데이트하는 동안 예약 IP 주소가 새 장치 버
전에 할당되고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새 작업 IP 주소가 됩니다. 이전 장치 버
전의 IP 주소는 Horizon Cloud Connector의 다음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새 예약 IP 주소
가 됩니다. 이 문서의 다음 섹션인 "자동화된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종단 간 흐름"에서 6단계
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게이트웨이 (현재 Horizon Cloud Connector 1.6~1.8만 해당) 새 버전의 장치에 사용하려는 게이트웨이 구
성입니다.

서브넷 마스크 (현재 Horizon Cloud Connector 1.6~1.8만 해당) 새 버전의 장치에 사용하려는 서브넷 마스크
입니다.

DNS 서버 (현재 Horizon Cloud Connector 1.6~1.8만 해당) 새 버전의 장치에 사용하려는 DNS 서버입
니다.

중요   새 장치 버전에 대해 최대 하나의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 여러 DNS 서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치 업데이트가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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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동화된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종단 간 흐름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자동화된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청색-녹색 배포라는 소프트웨어 업계 기술을 
따릅니다.

활성 
기존

새  
구축

Horizon Cloud 
제어부

기존의 업데이트할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를 청색 장치라고 합니다. 새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녹색 장치라고 합니다.

청색 장치의 현재 버전 번호를 보려면 설정 > 용량 > 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포드 탭을 클릭합니다. 버전 번호는 
목록에 있는 쌍으로 구성된 포드 이름 옆에 표시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vCenter Server 및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한 후에 
종단 간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VMware에서 청색 장치와 호환되는 업데이트된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을 릴리스하면 다음 중 하
나가 발생합니다.

n 시스템 환경이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용량] 페이지에
서 포드 버전 번호를 클릭하면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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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스케줄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
를 표시하려면 설정 > 용량 > 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포드 탭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포드 이름을 클릭합
니다. 페이지의 알림 배너에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의 버전 번호가 표시됩니다.

시스템 환경이 자동화된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3단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n 시스템 환경이 자동화된 업데이트에 대한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업데이트 오류 지우기 버튼이 대신 표시됩니다. 경고 배너는 오류로 인해 업데이트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하나 이상의 오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오류 지우기 버튼 
또는 경고 배너의 링크를 클릭하여 포드 업데이트 오류 해결 대화상자를 엽니다. 이 대화상자의 메시지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구성을 업데이트하여 설명된 오류 조건을 지웁니다. 그런 다음, 오류 설명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여 오류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오류 해결을 검증한 이후의 포드 업데이트 오류 해결 대화상자에 대한 예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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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데 최대 30분이 소요되고 관리 콘솔에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
류가 제거되면 업데이트 오류 지우기 버튼이 업데이트 스케줄링으로 변경됩니다.

3 업데이트 워크플로를 시작하려면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스케줄링해야 합니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업데
이트 스케줄링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Horizon Cloud Service에서 청색 장치를 녹색 장치로 업데이트할 
요일과 시간을 설정합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기에 편리한 시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녹색 장치의 배포와 청색 장치에서 녹색 장치
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프로세스에는 최대 90분이 소요됩니다. 모범 사례는 환경에 다른 작
업이 가장 적은 시간에 업데이트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가 스케줄링된 후에는 맨 위 배너의 스케줄링
된 업데이트까지 남은 시간이 콘솔에 표시됩니다. 조직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스케줄링된 시간 이전으로 업
데이트 시간을 다시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스케줄링된 업데이트를 나타내는 배너의 예를 보여 줍니다.

중요   업데이트를 스케줄링할 경우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브라우저 표준 시간대에 대해 
로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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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서비스는 이전에 Horizon Cloud Connector vCenter Server 세부 정보 화면에서 
구성한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여 녹색 장치를 vCenter Server에 배포합니다. 이 배포 단계는 일반적으로 완
료하는 데 약 25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간은 시스템 인프라의 용량 및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는 배포, 마이그레이션 및 IP 주소 재할당 단계가 포함되며, 업데이트를 진행 중
인 청색 장치와 연결된 포드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
털의 모든 작업 버튼이 비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청색 장치는 업데이트 중에도 완전히 작동하며 포드는 
클라우드 제어부 및 구독 라이센스 서비스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5 녹색 장치가 완전히 배포되면 서비스는 청색 장치에서 녹색 장치로 구성을 마이그레이션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약 10분이 걸립니다.

6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n 청색 장치가 버전 1.9 이하의 Horizon Cloud Connector를 실행 중인 경우 예약 IP 주소가 녹색 장치에
서 할당 해제됩니다. 그런 다음, 청색 장치의 IP 주소가 녹색 장치에 다시 할당되어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의 새 작업 IP 주소가 됩니다. 예약 IP 주소는 후속 자동 업데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유지됩니다.

참고   다시 할당하면 짧은 기간(1분 미만) 동안 다운타임이 발생하고, 이 기간 동안 포드와 제어부 및 
Horizon Cloud 서비스 간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최종 사용자는 포드에서 원격 데
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 세션이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IP 주소 재할당이 완료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n 녹색 장치가 완전하게 작동하고 포드가 제어부에 연결되고 구독 라이센스 서비스가 복원됩니다.

n 녹색 장치의 이름은 청색 장치 이름에 새 버전 번호가 접미사로 추가됩니다.

n 청색 장치는 데이터스토어에 그대로 있으며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n 청색 장치가 버전 2.1 이상의 Horizon Cloud Connector를 실행 중인 경우 예약 IP 주소는 녹색 장치에 
할당된 상태를 유지하고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의 새 작업 IP 주소가 됩니다. 포드는 완전
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전체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 제어부 및 Horizon Cloud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다음이 수행됩니다.

n 녹색 장치의 이름은 청색 장치 이름에 새 버전 번호가 접미사로 추가됩니다.

n 청색 장치는 데이터스토어에 그대로 있으며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n 청색 장치의 IP 주소는 다음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새 예약 IP 주소로 사용하도록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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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후속 자동 업데이트가 수행될 때마다 예약 및 작업 IP 주소가 청색 및 
녹색 장치 간에 스왑됩니다. 이 표에서는 첫 번째 자동 업데이트에서 청색 장치가 작업 주소 
10.108.184.100으로 시작하고 예약 주소가 10.108.184.200으로 구성된 예를 보여 줍니다.

이 업데이트 중에는 다음이 수행됩니
다. 청색 장치는 이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녹색 장치는 이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자동 업데이트 10.108.184.100 10.108.184.200

두 번째 자동 업데이트 10.108.184.200 10.108.184.100

세 번째 자동 업데이트 10.108.184.100 10.108.184.200

네 번째 자동 업데이트 10.108.184.200 10.108.184.100

7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설정 > 용량 > 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포드 탭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된 장치의 버전 번호는 목록에 있
는 포드 이름 옆에 표시됩니다.

b 녹색 장치의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로그인하고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요
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를 버전 1.1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면 모든 Horizon Cloud가 자동으로 활성화
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10 이상에서는 버전의 1.8 또는 1.9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본 
기능 프로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오류 조건
일반적인 오류 메시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n Cloud Connector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n Cloud Connector가 고정 IP를 사용하여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n 업그레이드를 위해 vCenter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Cloud Connector 설정에서 vCenter 자격 
증명을 다시 입력하십시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192



n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여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최소 디스크 공간은 50GB입니
다.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계속 스케줄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성 변경을 수행하여 지정된 오류를 수정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업데이트 문제 해결
이전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완료되어야만 비활성화됩니다. 업데
이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를 이전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배포된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분리하지 마십시
오.

절차
1 업데이트가 실패하고 이전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여전히 액세스할 수 있으면 이 버

전의 가상 장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을 확인하고 새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의 구성 정보를 확인한 후에 업데이트 작업을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업데이트가 실패하고 이전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단계
를 수행합니다.

a 새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전원을 끕니다.

b 기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업데이트하기 전의 가상 장치 스냅샷으로 되돌립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 상태가 표시되는지
를 확인합니다.

c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하여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다시 배포합니다. 문제가 지
속되면 VMware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로그 파일 수집
Horizon Universal Console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수집하기 위한 이러한 자동화된 방법에 액
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치에 대한 SSH 연결을 설정하고 명령줄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로그를 수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 사용
장치의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가상 장치에 대한 로그 파일을 .zip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 수집 
기능은 Horizon 포드를 클라우드 제어부와 연결하기 전, 연결 도중 및 연결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버전 1.7부터 지원됩니다.

1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URL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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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화면에서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락을 클릭하
여 서비스 약관 메시지를 계속 넘깁니다.

3 구성 포털 화면에서 로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zip 로그 패키지의 위치를 지정하고 로그 패키지를 저장합
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 사용
Horizon 포드를 제어부에 연결하고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등록 워크플로
를 완료한 후에는 콘솔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로그를.zip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콘솔에서 포드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설정 > 용량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포드 탭을 클릭
하고 목록에서 포드 이름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요약 탭을 클릭하여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니
다.

2 더 보기 > 커넥터 로그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zip 로그 패키지의 위치를 지정하고 로그 패키지를 저장합니
다.

명령줄 사용.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 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커넥터 로그 다운로드 작업에서 로
그 다운로드 버튼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명령줄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수동으로 장치의 로그 파일을 계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버전 1.7부터 지원됩니다.

1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대한 SSH 연결을 엽니다.

2 명령줄 터미널에서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opt/vmware/bin/configure-adapter.py --archiveLogs

스크립트는 로그를 번들로 묶어 /home/logs 디렉토리에 .tgz 패키지로 아카이브합니다. 스크립트 출력의 
끝 부분에 나열된 .tgz 아카이브의 파일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Horizon Cloud Connector 로그를 /home/logs의 
cc_logs_20200424_154638.tgz 아카이브에 저장한 스크립트의 출력을 보여 줍니다.

/opt/container-data/logs/hze-keybox/localhost.2020-04-23.log
/opt/container-data/logs/hze-keybox/localhost_access_log.2020-04-21.txt
------------------------------------------------------------------------------------
Logs archived at /home/logs/cc_logs_20200424_154638.tgz
------------------------------------------------------------------------------------
Archived successfully!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고려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VMware SDDC 환경에 배포하는 경우 vSphere Client 또는 
vSphere Web Client를 사용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장치를 ESXi 호스트에 직접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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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서는 Ipv6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배포하는 동안 프록시 SSL 구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n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고정 IP 및 프록시 설정에 대한 정보는 특정 컨테이너 파일
에 저장됩니다. 가상 장치에서 해당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상 장치에 연결하고 해당 컨테이너 파일을 편집
해야 합니다. 배포된 가상 장치의 고정 IP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상 장치의 운영 체제에서 적절한 컨테이너 
파일을 편집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새 IP 주소가 가상 장치에 종속되는 모든 포드 구성 요소와 공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고정 IP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 배포된 환경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삭제하기 전에 브라우저가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IP 주소를 가리키도록 하고 분리 작업을 사용하여 포드와 Horizon Cloud 간의 연결을 제
거합니다.

n Horizon 포드와 연결된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해 별도의 vdmadmin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별도의 vdmadmin 계정을 사용하면 클라우드와 온 프레미스 관리 간에 구성이 재정의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면 클라우드 기반 작업을 보다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와 Horizon Cloud 간의 연결은 아웃바운드 인터넷 포트 443을 사용합니다. 모
든 커넥터의 필수 DNS, 포트 및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배포 도중에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root 사용자에 대한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이 암호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보안 정책에 따라 해당 root 사용자에 대한 만료 정책을 
설정하여 root 암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단계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 루
트 사용자에 대한 암호 만료 정책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n 연결 서버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한 후 자체 서명된 해당 인
증서를 나중에 교체하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로그인하고 재구성 워크플로를 사용
하여 자체 서명된 새 인증서로 인증서 유효성 검사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구
성 포털에 로그인할 때 다시 구성을 클릭하고 마법사 단계를 완료하여 연결 서버의 자체 서명된 새 인증서를 
통한 통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면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
사하려면 연결 서버를 업그레이드한 후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재구성 워크플로우를 수행해야 
합니다.

n 연결 서버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etc/hosts 파일에 항목을 추가한 경우 hze-core 및 csms 서비스
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systemctl restart hze-core
 systemctl restart csms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가 Horizon Cloud 및 필요한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서 올바르게 인증
되도록 하려면 가상 장치의 클럭을 NTP 서버와 동기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TP 서버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동기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서 연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VMware KB(기술 자료) 문서 
VMware KB(기술 자료) 문서 79859에서 문제 해결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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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전 버전
Horizon Cloud Connector의 새 배포는 N, N-1, N-2 버전을 사용하여 지원됩니다. 여기서 N 버전은 최신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입니다. 이전 버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배포는 동일한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신 버전 번호와 관련하여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Horizon 포드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장치가 필요한 DNS(Domain 

Name Service) 주소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프록시 설정에는 구성된 포트 및 프
로토콜이 필요하며 DNS는 이 항목의 설명에 따라 특정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가 배포되면 포드를 Horizon Cloud에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단계를 완료한 것입니다. 

Horizon Cloud와 가상 장치 간에 진행 중인 작업에는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해당 포드에서 Horizon 구독 라이센스 또는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하는 
경우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Horizon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고 
Horizon 배포에서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VMware Horizon 배포에서 사용됩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다음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은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기본 노드 및 작업자 노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VMware 에코시스템 내 긴밀한 통합에 설명한 대로 보다 광범위한 VMware 에코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
른 제품과 함께 Horizon Clou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제품에는 추가 DNS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추가 DNS 요구 사항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DNS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와 통합할 특정 제품에 대한 설명서 모음을 참조하십시오.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포드 연결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이 섹션에서는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포드 연결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를 Horizon 포드에 연결하는 단계에는 브라우저를 사
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IP 주소로 이동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
다. 로그인 화면을 보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및 Horizon Cloud 클라우드 제어부 간의 인터넷 연
결이 필요합니다. 장치는 처음에 HTTPS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클라우드 제어부에 대한 연결을 설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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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웃바운드 인터넷 포트 443을 사용하여 영구 WebSocket 연결을 엽니다. 진행 중인 작업의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및 Horizon Cloud 간의 연결을 위해 포트 443을 사용한 아웃바운드 인터넷 연결이 항
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에 나열된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다음 DNS(Domain Name 

Service) 이름을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다음 중요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n 모든 테넌트 계정에 대해 DNS 이름 cloud.horizon.vmware.com에 연결해야 합니다. 테넌트 계정에 지정
된 지역의 제어부 DNS 이름에 연결하는 것 외에도 cloud.horizon.vmware.com에도 연결해야 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는 업계의 신뢰할 수 있는 CA(인증 기관)인 DigiCert에서 서명한 SSL 인증
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증서는 DigiCert 도메인의 특정 DNS 이름을 참조하는 CRL(인증서 해지 목록) 및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쿼리를 사용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연결을 보장하려면 
이러한 DNS 이름을 가상 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DNS 이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 이름은 
DigiCert에 의해 결정되므로 VMware에서 제어되지 않습니다.

n 포드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DNS 이름 외에 다른 항목에도 연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 및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서비스 시작] 이메일은 테넌트 계정이 생성된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를 나타냅니다. 시작 이메일이 전송
되었을 때 존재하던 알려진 문제 때문에 받은 이메일에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 대신 지역에 사용되는 시스템 문
자열 이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시작 이메일에 시스템 문자열 이름이 표시되면 다음 표를 사용하여 이메일에 표
시되는 내용과 지역 제어부 DNS 이름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 4-1. 지역 제어부 DNS 이름에 매핑된 시작 이메일의 지역
시작 이메일 내용 지역 DNS 이름
USA cloud.horizon.vmware.com

EU_CENTRAL_1 또는 Europe cloud-eu-central-1.horizon.vmware.com

AP_SOUTHEAST_2 또는 Australia cloud-ap-southeast-2.horizon.vmware.com

PROD1_NORTHCENTRALUS2_CP1 또는 USA-2 cloud-us-2.horizon.vmware.com

PROD1_NORTHEUROPE_CP1 또는 Europe-2 cloud-eu-2.horizon.vmware.com

PROD1_AUSTRALIAEAST_CP1 또는 Australia-2 cloud-ap-2.horizon.vmware.com

Japan cloud-jp.horizon.vmware.com

UK cloud-uk.horizon.vmware.com

Europe-3 cloud-de.horizon.vm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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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용도
Horizon Cloud 
Connector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지정된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에 따라 cloud.horizon.vmware.com 및 
다음 이름 중 하나입니다. 지역 인스턴스는 
Microsoft Azure용 Horizon Cloud 및 Horizon 

포드로의 배포 및 온보딩에 설명된 대로 계정이 생
성될 때 설정됩니다.

n cloud-us-2.horizon.vmware.com

n cloud-eu-central-1.horizon.vmware.com

n cloud-eu-2.horizon.vmware.com

n cloud-ap-
southeast-2.horizon.vmware.com

n cloud-ap-2.horizon.vmware.com

n cloud-jp.horizon.vmware.com

n cloud-uk.horizon.vmware.com

n cloud-de.horizon.vmware.com

443 TCP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
입니다.

참고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지역 인스턴스 
외에도 모든 테넌트 
계정에 대해 Horizon 

Cloud Connector에
서 
cloud.horizon.v
mware.com에 연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n 미국: 
cloud.horizon.
vmware.com, 
cloud-
us-2.horizon.v
mware.com

n 유럽: cloud-eu-
central-1.horizo
n.vmware.com
, cloud-
eu-2.horizon.v
mware.com

n 아시아 태평양: 
cloud-ap-
southeast-2.ho
rizon.vmware.c
om, cloud-
ap-2.horizon.v
mware.com

n 일본: cloud-
jp.horizon.vmw
are.com

n 영국: cloud-
uk.horizon.vm
ware.com

n 독일: cloud-
de.horizon.vm
ware.com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이 요구 사항
은 기본 노드에만 적용
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Horizon Cloud 계정에 지정되는 지역별 제어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n 북아메리카: kinesis.us-
east-1.amazonaws.com

n 유럽, 독일: kinesis.eu-
central-1.amazonaws.com

n 호주: kinesis.ap-
southeast-2.amazonaws.com

443 TCP Cloud Monitoring 
Servic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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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용도
n 일본: kinesis.ap-

northeast-1.amazonaws.com

n 영국: kinesis.eu-west-2.amazonaws.com

Horizon Cloud 
Connector

*.digicert.com

조직에서 허용되는 DNS 이름에 와일드카드를 사용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이름을 대신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인증서 검증에 필요한 특정 DNS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n ocsp.digicert.com

n crl3.digicert.com

n crl4.digicert.com

n www.digicert.com/CPS

이러한 DNS 이름은 DigiCert에 의해 결정되고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에 필요한 특정 이름을 가
져오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VMware KB(기술 자
료) 문서 79859를 참조하십시오.

80, 443 HTTP, HTTPS 인증 기관 DigiCert에
서 검증을 가져오는 
데 사용되는 CRL 또
는 OCSP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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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용도
Horizon Cloud 
Connector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지정된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에 따라 다음 이름 중 하나입니다. 지역 인
스턴스는 Microsoft Azure용 Horizon Cloud 및 
Horizon 포드로의 배포 및 온보딩에 설명된 대로 
계정이 생성될 때 설정됩니다.

n connector-azure-us.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
eu.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
aus.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jp.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uk.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
de.vmwarehorizon.com

443 TCP Universal Broker 

서비스의 지역별 인스
턴스
n 미국: 

connector-
azure-
us.vmwarehori
zon.com

n 유럽: 
connector-
azure-
eu.vmwarehori
zon.com

n 오스트레일리아: 
connector-
azure-
aus.vmwareho
rizon.com

n 일본: 
connector-
azure-
jp.vmwarehori
zon.com

n 영국: 
connector-
azure-
uk.vmwarehori
zon.com

n 독일: 
connector-
azure-
de.vmwarehori
zon.com

Horizon Cloud 
Connector

hydra-softwarelib-cdn.azureedge.net 443 TCP Horizon Cloud 

Connector의 자동 
업데이트 동안 CDN 

저장소에서 필요한 
OVF 및 VMDK 파일
을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
Horizon Cloud Connector와 Horizon Cloud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작업의 경우 다음 표에 나와 있는 포트 및 프
로토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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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Horizon Cloud Connector 포트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설명
Horizon Cloud 
Connector

Horizon Cloud 443 HTTPS Horizon Cloud Connector

를 Horizon Cloud에 연결하
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
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연결 서버 443 HTTPS 연결 서버에 대한 API 호출입
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연결 서버 4002 TCP Cloud Connector와 연결 
서버 간의 JMS(자바 메시지 
서비스) 통신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새 
버전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기
존 버전

22 SSH 업데이트 프로세스 시작 요청
을 수신 대기합니다.

웹 브라우저 Horizon Cloud 
Connector

443 HTTPS 연결 프로세스의 시작을 수신
합니다.

네트워크의 클라우드 연
결 Horizon 포드에 있
는 데스크톱 또는 서버 
VM의 Cloud 
Monitoring Service 

에이전트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IP 

주소를 모를 경우

11002 TCP Horizon Cloud Connector

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서
버 또는 데스크톱 VM의 
Cloud Monitoring Service 

에이전트

Horizon Cloud 
Connector

vCenter Server의 
SDK 끝점(예: https://

<vCenter Server의 
FQDN>/sdk)

443 TCP 이 선택적 포트 구성은 자동화
된 업데이트 기능에서 사용해
야 합니다.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고 요청이 있을 때 포드별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 업데이트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vCenter Server의 
SDK 끝점(예: https://

<vCenter Server의 
FQDN>/sdk)

443 HTTPS 이 선택적 포트 구성은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테넌트 
계정에 대해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도
록 설정한 경우 이 포트 및 프
로토콜만 구성하면 됩니다. 클
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를 확인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201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A060CCC8-8F33-4CE3-A0DF-272D186E6863.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A060CCC8-8F33-4CE3-A0DF-272D186E6863.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A060CCC8-8F33-4CE3-A0DF-272D186E6863.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manage-images-from-cloud/GUID-3473F188-7029-43F8-A375-91C1216F9BA0.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manage-images-from-cloud/GUID-3473F188-7029-43F8-A375-91C1216F9BA0.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manage-images-from-cloud/GUID-3473F188-7029-43F8-A375-91C1216F9BA0.html


VMware Horizon Service Universal 
Broker 소개 5
이 문서에서는 Horizon 제어부 서비스 중 하나인 Universal Broker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실행하는 인프라와 관계없이 여러 포드 배포에 걸쳐 있는 리소스의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클라우드 기
반 서비스입니다. 또한 서비스는 사용자 및 포드의 지리적 사이트를 기준으로 지능적인 브로커링 결정을 내립니다.

Universal Broker 개요
VMware의 최신 클라우드 기반 브로커링 기술인 Universal Broker는 테넌트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포드 -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포드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 및 이러한 모든 포드는 포드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을 실행합

니다.

Universal Broker 솔루션의 시스템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하여 할당에 대한 사용자 연결 요청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Unified Access 
Gateway

데스크톱

포드 A 
샌프란시스코

Horizon Cloud 제어부
Universal Broker

Unified Access 
Gateway

데스크톱

포드 B
뉴욕

Unified Access 
Gateway

데스크톱

포드 C
도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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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Universal Broker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n 모든 원격 리소스에 대한 단일 연결 FQDN

최종 사용자는 Universal Broker 구성 설정에서 정의하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에 연결하여 작업 
환경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일 Universal Broker FQDN을 통해 사용자는 환경의 
모든 사이트에 참여하는 모든 포드의 할당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포드 간의 내부 네트워킹은 필요하지 않습
니다.

최종 사용자

단일
FQDN

모든
할당

n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역 포드 연결 및 인식
Universal Broker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하는 모든 포드와 직접 연결을 유지하고 각 포드의 가용성 상
태를 계속 인식합니다. 따라서 Universal Broker는 최종 사용자의 연결 요청을 관리하고 이러한 포드에서 직
접 가상 리소스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성능 및 지연 시간 문제를 줄일 수 있는 GSLB(전역 서버 로드 밸런
싱) 또는 포드 간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 스마트 브로커링
Universal Broker는 지리적 사이트 및 포드 토폴로지의 인식을 기준으로 최단 네트워크 경로를 따라 할당에
서 최종 사용자로 리소스를 브로커링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링 및 최종 사용자 데스크톱 풀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개념 엔티티입니다. 이 콘솔을 사용하면 할당은 최종 사용자 가상 데스크
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풀을 정의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콘솔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 또는 RDSH 리소스 할당을 생성한 다음, 최종 사용자에게 해당 할당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
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할당에 대한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연결 요청을 관리하고 해당 요청을 충
족하는 적절한 리소스에 대한 연결 세션을 협상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지리적 인접성 및 포드 토폴로지를 
인식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이 정보를 통해 최적의 리소스를 검색하여 사이트 구성 및 리소스 가용성을 기
반으로 사용자의 연결 요청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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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할당 유형 목록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의 리소스를 사용하
여 구성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할당
포드 그룹에 있는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할당 유형이 가
능합니다.

n 하나 이상의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VDI 데스크톱으로 구성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단일 Horizon Cloud 포드 내 Microsoft RDS(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호스트의 세션 기반 데스크톱으로 구
성된 세션 데스크톱 할당.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 RDS 기반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RDS 호스트의 데스크톱 세션 제공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 내에서 RDS 호스트가 프로비저닝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
당. 자세한 내용은 원격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원격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 내 VDI 데스크톱에서 호스팅되는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할당.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App Volumes 할당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할당
포드 그룹에 있는 Horizon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할당 유형이 가능합니
다.

n 하나 이상의 Horizon 포드에 있는 VDI 데스크톱으로 구성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 Horizon Cloud 테넌트의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의 리소스를 기준으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는 
Horizon Cloud 테넌트의 Horizon Cloud MCA(다중 클라우드 할당) 설정에 대한 개략적인 단계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n 단일 Horizon 포드 내 Microsoft RDS(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호스트의 세션 기반 데스크톱으로 구성된 세
션 데스크톱 할당. 자세한 내용은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 환경의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
션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단일 Horizon 포드 내에서 RDS 호스트가 프로비저닝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 

자세한 내용은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 환경의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메모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현재 릴리스에는 몇 가지 기능 고려 사항 및 알려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 기능 고려 사항 및 알려진 제한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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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n Universal Broker - 기능 고려 사항 및 알려진 제한 사항
n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요구 사항
n Horizon 제어부 테넌트에 대한 Universal Broker 서비스 설정
n Horizon Cloud 테넌트의 Horizon Cloud MCA(다중 클라우드 할당) 설정에 대한 개략적인 단계
n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사이트 사용
n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위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사용
n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할당 생성 및 관리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이 문서에서는 참여하는 포드 및 Horizon Cloud 제어부에서 실행되는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자세히 보여 줍니다. Universal Broker는 VMware의 최신 클라우드 기반 브로커링 기술을 나타내며, 새 배포에
서 최종 사용자 할당의 권장되는 연결 브로커입니다.

Universal Broker의 주요 기능에 대한 개요는 장 5 VMware Horizon Service Universal Broker 소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Broker 솔루션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브로커링된 리소스가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
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에 있는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
니다.

Horizon 포드에 대한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아키텍처
다음 구성 요소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의 
클라우드 기반 브로커링용 Universal Broker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n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Horizon Cloud에 연결된 Universal Broker 클라우드 내에서 실행되는 다중 
테넌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각 고객은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에 설명된 대로 구성된 고유한 전용 
FQDN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n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각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의 Horizon Cloud Connector 내에서 실
행됩니다. 해당 커넥터의 버전 1.5부터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해당 커넥터의 일부이며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드와 연결할 때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n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은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하는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의 Horizon 

Connection Server 내에서 실행됩니다.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에 
설명된 대로 참여하는 포드 내의 각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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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이어그램은 Universal Broker가 Horizon 포드 환경의 구성 요소에 작용하여 외부 최종 사용자로부터 할
당의 원격 리소스로의 연결 요청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참고   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회사 네트워크 외부의 외부 네트워크에 Horizon Client가 있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포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Horizon Client

범용 
브로커 서비스

Horizon
연결 
서버

범용 
브로커 

플러그인

Horizon 
Cloud 

Connector

범용 
브로커 

클라이언트

Unified 
Access 

Gateway

7

3개의

4

5

6

2

1

Horizon 
포드 1

사이트 1

Horizon Agent
(가상 데스크톱)

로컬 로드 
밸런서

Horizon
연결 
서버

범용 
브로커 

플러그인

Horizon 
Cloud 

Connector

범용 
브로커 

클라이언트

Unified 
Access 

Gateway

Horizon
포드 2

사이트 2

로컬 로드 
밸런서

1 Horizon Client에서 최종 사용자는 브로커링 FQDN을 통해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연결하여 가상 데
스크톱을 요청합니다. 이 서비스는 XML-AP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Horizon Client 사용자를 인증하고 연결 
세션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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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사이트 1의 포드 1이 데스크톱에 대해 사용 가능한 최선의 소스인지 확인한 후 포
드 1에 연결된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실행되는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냅니
다.

3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포드 1 내의 각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Universal Broker 플러
그인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은 최종 사용자의 요청을 이행하는 사용 가능한 최상의 데스크톱을 식별합니다.

5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포드 1의 고유한 FQDN(일반적으로 포드 1 로드 밸런서의 FQDN)을 포함하는 
Horizon Client로 응답을 반환합니다. Horizon Client는 로드 밸런서와의 연결을 설정하여 데스크톱과의 프
로토콜 세션을 요청합니다.

6 이 요청은 로컬 로드 밸런서를 통과한 후 포드 1의 Unified Access Gateway로 이동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는 요청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Blast 보안 게이트웨이, PCoIP 보안 게이트웨이 및 
터널 서버를 준비합니다.

7 Horizon Client 사용자는 지정된 데스크톱을 수신하고 구성된 보조 프로토콜(Blast Extreme, PCoIP 또는 
RDP)을 기준으로 세션을 설정합니다.

Universal Broker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 대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아키텍처
다음 구성 요소는 Microsoft Azure에 있는 Horizon Cloud 포드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VDI 및 RDSH 할당 브로
커링을 위한 Universal Broker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n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Horizon Cloud에 연결된 Universal Broker 클라우드 내에서 실행되는 다중 
테넌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각 고객은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에 설명된 대로 구성된 고유한 전용 
FQDN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n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Microsoft Azure의 각 참여 Horizon Cloud 포드 내에서 실행됩니다.

참고   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회사 네트워크 외부의 외부 네트워크에 Horizon Client가 있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포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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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ient

범용 
브로커 서비스

활성 포드 
관리자

범용 
브로커 

클라이언트

Unified 
Access 

Gateway

7

3개의

4

5

6

2

1

Microsoft
Azure의 

포드 1

사이트 1

Horizon Agent
(가상 데스크톱)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활성 포드 
관리자

범용 
브로커 

클라이언트

Unified 
Access 

Gateway

Microsoft
Azure의

포드 2

사이트 2

1 Horizon Client에서 최종 사용자는 브로커링 FQDN을 통해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연결하여 가상 리
소스를 요청합니다. 이 서비스는 XML-AP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Horizon Client 사용자를 인증하고 연결 세
션을 관리합니다.

2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사이트 1의 포드 1이 사용자 요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최적의 리소스인지 확인한 
후 포드 1에서 실행되는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3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포드 1 내의 활성 포드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 활성 포드 관리자는 최종 사용자의 요청을 이행하는 사용 가능한 최상의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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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포드 1의 고유한 FQDN(일반적으로 포드 1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의 FQDN)을 포함하는 Horizon Client로 응답을 반환합니다. Horizon Client는 로드 밸런서와의 
연결을 설정하여 리소스와의 프로토콜 세션을 요청합니다.

6 이 요청은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를 통과한 후 포드 1의 Unified Access Gateway로 이동합니
다. Unified Access Gateway는 요청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Blast 보안 게이트웨이, PCoIP 보안 
게이트웨이 및 터널 서버를 준비합니다.

7 Horizon Client 사용자는 지정된 리소스를 수신하고 구성된 보조 프로토콜(Blast Extreme, PCoIP 또는 
RDP)을 기준으로 세션을 설정합니다.

Universal Broker 통신에 필요한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9년 9월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이상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드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의 "Universal Broker에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 섹
션을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Broker - 기능 고려 사항 및 알려진 제한 사항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Universal Broker와 관련된 몇 가지 기능 고려 사항과 제한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Horizon 기능 목록을 제공합니다.

기능 고려 사항
n Horizon 포드와 Horizon Cloud 포드를 모두 포함하는 포드 그룹에서 생성하는 각 최종 사용자 할당은 한 가

지 포드 유형의 VDI 데스크톱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Horizon 포드에 걸쳐 있는 데스크톱
으로 구성된 할당 또는 여러 Horizon Cloud 포드에 걸쳐 있는 데스크톱으로 구성된 할당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포드 혼합에 걸쳐 있는 데스크톱으로 구성된 할당은 생성할 수 
없습니다.

n 테넌트를 단일 포드 브로커 구성에서 Universal Broker로 전환한 경우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로 전환한 후 테넌트 환경의 새로워진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별 최대 포드 수 제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지원되는 최대 포드 수는 5개입니다. 이 제한은 Horizon Connection Server 유형 
포드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유형 포드 모두에 적합합니다. 5개를 초과하면 Universal 

Broker에 대한 동시 로드가 증가합니다. 동시 로드를 늘리면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할당의 표시된 타일
을 클릭하고 서비스에서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을 시도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 리소스
가상 리소스의 브로커링에서 이 Universal Broker 릴리스는 Windows 운영 체제만 지원합니다. Linux 기반 데
스크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릴리스는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자 생성 바로 가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특정 사용자는 할당에 여러 포드의 데스크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Universal Broker로 브로커링된 전용 
할당에서 할당된 데스크톱을 최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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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HTML Access 및 Chrome용 Horizon Client

최종 사용자는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에서 전체 HTML Access를 실행하거나 Chrome용 Horizon Client 5.4 이
상을 실행하여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 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 서비스
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요청을 리디렉션하는 경우, 클라이언
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 기관이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동작은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요청된 리소스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자는 인증서 오류 메시지의 지침에 따라 자
체 서명된 인증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이 Universal Broker 릴리스에서는 Windows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통한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증(UPN 및 
NETBIOS 형식)을 지원합니다.

다음 목록과 같이 테넌트 포드 그룹의 현재 상태에 따라 RADIUS 또는 RSA를 통한 2단계 인증도 지원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고 2단계 인증을 구성할 때의 최종 사용자 환경을 설명하는 다
음 섹션을 검토합니다. 현재 동작은 포드의 게이트웨이 FQDN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동작과는 다릅니다.

Horizon 포드만
RADIUS 및 RSA SecurID 인증이 모두 지원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만
모든 포드가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이고 포드에 대해 [포드 편집] 마법사를 실행할 때 RSA SecurID 및 
RADIUS 옵션이 모두 표시되면 RSA SecurID 및 RADIUS 인증이 모두 지원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RADIUS 

유형만 지원합니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혼합
혼합 그룹에서 지원되는 인증 유형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RSA SecurID 옵션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RADIUS 인증만 지원됩
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RADIUS 및 RSA SecurID 

인증이 모두 지원됩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포드가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을 실행하고 포드에서 [포드 편집] 마법사를 열 때 RSA 

SecurID 옵션과 RADIUS 옵션이 모두 표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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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증이 구성된 경우
2단계 인증이 관련된 경우 최종 사용자는 포드의 게이트웨이 FQDN을 직접 사용할 때 흐름과 약간 다른 
Universal Broker FQDN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인증 흐름을 경험하게 합니다.

n Universal Broker 인증 흐름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Windows AD(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두 번 입
력하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한 번은 Universal Broker FQDN에 처음 연결한 다음이고, 다른 한 번은 구성된 
RADIUS 또는 RSA SecurID 시스템에서 2단계 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입니다.

n 포드의 게이트웨이 인증 흐름을 사용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포드의 게이트웨이 FQDN에 처음 연결할 때 
Windows AD(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Universal Broker를 사용할 때 2개의 AD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VMware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하고 VMware Workspace ONE Access에서 2단계 인증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십시
오.

현재 지원되지 않는 사용자 인증 및 액세스 방법
다음 사용자 인증 및 액세스 방법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n 스마트 카드
n 인증서
n SAML 인증(VMware Workspace ONE과의 통합 이외)

n 현재 사용자로 로그인
n 익명 액세스
지원되지 않는 항목 중 하나가 지원될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이 이전 목록에서 제거되고 지원 공지는 기존 클
라우드 연결 포드를 사용하는 현재 고객의 경우 - Horizon Cloud Service 릴리스 정보 페이지에 언급됩니다. 해
당 페이지에서 지원이 추가된 릴리스에 해당하는 섹션에 설명이 있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기능
다음 기능은 이 릴리스의 Universal Broker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n URL 컨텐츠 리디렉션
n 세션 공동 작업

기타 기능
다음 기능도 이 릴리스의 Universal Broker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n 키오스크 모드
n 타이밍 프로파일(사용자 세션 문제 해결용)

n OPSWAT 기반 끝점 규정 준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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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요구 사항
이 문서에서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이 Universal Broker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세한 
시스템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요구 사항은 Universal Broker를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
로 하는 Horizon 포드용으로 구성할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용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참고   Universal Broker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는 Horizon Cloud — 알려진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
오.

Horizon Cloud Connector에 의해 Horizon Cloud에 연결된 Horizon 포드
에 대한 요구 사항
Horizon Cloud Connector에 의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된 Horizon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를 사용
하도록 지원하려면 시스템 환경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의 소프트웨어 버전:

n 각 포드는 7.11 이상 버전인 Horizon Connection Server를 실행하고 유효한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하
며,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에 설명된 대로 해당 연결 서버에 적절
한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포드 및 연결 서버는 해당 연결 서버 버전의 제품 설명서(VMware Horizon 설명서 또는 VMware 

Horizon 7 설명서)에 따라 유효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n 각 포드는 1.6 이상 버전인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 클라우드로 연결
되어야 합니다.(참조: 1.6 버전은 Horizon Cloud Connector의 매우 오래된 버전으로 새 포드 온보딩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버전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버전이므로 필요한 모든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급되었습니다. 새 온보딩은 N, N-1, N-2 버전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
하여 지원됩니다. 여기서 N은 이 문서 작성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입니다.

n 커넥터 버전 1.8 또는 1.9 특별 고려 사항: Universal Broker는 커넥터에서 실행되는 CBCS(Cloud 

Broker Client 서비스)를 사용하여 포드와 통신합니다. Horizon 포드가 Horizon Cloud Connector 

1.8 또는 1.9 버전을 사용하고, 전체 기능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했거
나 기본 기능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배포한 후 Horizon Cloud Connector에 사용할 CBCS(Cloud 

Broker Client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한 경우 Universal Broker가 지원됩니다. 이 설정에서 CBCS

를 수동으로 활성화하는 단계에 관한 설명은 버전 1.8 또는 1.9에서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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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본 Amazon EC2 배포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한 Horizon 포드 클라우드 연결 특별 
고려 사항: 해당 포드에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려면 기본 Amazon EC2 배포의 서비스가 기본적으
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장치에서 CBCS(Cloud Broker Client 서비스)를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에서 CBCS 사용을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Amazon EC2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용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특정 최종 사용자 시나리오에 따른 요구 사항:

Universal Broker에 2단계 인증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n Universal Broker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Horizon 포드의 보안 서버를 

3.8 버전 이상인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로 교체해야 합니다.

n 또한 Universal Broker에서 지원하는 적절한 2단계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여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구성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례에 설명
된 지침과 기준을 따르십시오.

모든 사용자가 내부 사용자이며 직접 연결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항상 내부 네트워크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접 연결 작업에 Universal Broker를 사
용합니다. 직접 연결에서 이러한 최종 사용자의 세션은 사용자의 Horizon Client 또는 웹 클라이언트와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VDI 및 RDSH) 간에 직접 설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Universal Broker에서 
최종 사용자 트래픽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아채도록 콘솔로 브로커 > 네트워크 범위 기능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하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IP 주소를 
지정하지 않고 내부 최종 사용자가 모두 있는 경우 세션을 연결하려면 포드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의 버전이 3.8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보안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포드에 있을 보안 
서버는 전부 제거해도 됩니다.

내부 사용자와 외부 사용자가 둘 다 있으며 Universal Broker에서 2단계 인증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브로커 > 네트워크 범위 기능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지정하면 Universal Broker에서 연결 중인 사용자의 내
부 네트워크 이용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사용자가 직접 연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브로커 > 네트
워크 범위에 IP 주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Universal Broker에서 모든 최종 사용자의 연결을 외부 연결로 처리
하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로 연결을 보냅니다.

이전 시나리오에 따라 Unified Access Gateway가 관련된 경우:

n 각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연결 중인 연결 서버에 대한 연결 요청 프록시 서버로 구성합
니다. 각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하나의 포드와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n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만 포함된 경우(외부 인스턴스 없음) Universal 

Broker는 브로커 > 네트워크 범위에 지정된 IP 범위를 재정의하고 IP 주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를 해
당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라우팅합니다. 브로커 > 네트워크 범위에 IP 범위가 0개 
지정된 경우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해당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에 의존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제품 설명서는 https://docs.vmware.com/kr/Unified-Access-Gateway/

index.html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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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n 각 포드는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 대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필수 포트 및 프로토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n Unified Access Gateway이 필요한 시나리오에서 Universal Broker 라우팅 최종 사용자 트래픽을 적
절하게 지원하려면 포드가 Unified Access Gateway로 구성되었을 때 내부 및 외부 DNS 서버에 모든 
DNS 이름이 적절하게 매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드에 내부 및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가 모두 구성된 경우 내부 및 외부 구성에서 서로 다른 FQDN을 지정하거나 동일한 FQDN과 분할 DNS 

영역으로 구성된 포드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풀:

최종 사용자 세션을 실행하려면 데스크톱 풀이 참여하는 포드 및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가상 시스
템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풀 구성 설정은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데스크톱 풀 준비에 설명된 대로 Universal Broker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요구 사항
Universal Broker를 함께 사용하려면 Microsoft Azure의 각 참여 Horizon Cloud 포드에 다음이 적용됩니다.

n 2020년 7월 릴리스 매니페스트(2298.0) 이상을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에 새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참고   Universal Broker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를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에 배포해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매니페스트 2298.0 이전에 Horizon Cloud 포드를 배포한 경우 Universal Broker는 Horizon 

Cloud 포드에 사용할 수 있는 브로커링 옵션이 아닙니다.

n 인터넷에서 최종 사용자 연결을 사용하거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필요합니다.

참고   각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하나의 포드와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참고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만 포함된 경우 Universal Broker는 [브로커] 페이
지의 네트워크 범위 탭에 정의된 네트워킹 정책을 재지정하고 모든 사용자를 해당 IP 주소와 관계없이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라우팅합니다.

특정 사용 사례를 지원하려면 포드는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 트래픽을 Universal Broker에서 해당 내부 및 외부 DNS 서버로 라우팅하려면 
각 포드를 내부 및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구성해야 합니다. 내부 및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다른 FQDN으로 구성하거나 분할 DNS 영역으로 구성된 포드 로드 밸런
서와 동일한 FQDN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n Universal Broker에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포드에 적절한 2단계 인증 서비스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참여 포드의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동일한 2단계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례에 설명된 지침과 기준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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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Horizon Cloud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
에 게이트웨이 구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n 지역 Universal Broker 인스턴스에 대한 필수 DNS 이름을 확인 및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DNS 요구 사항에서 "포드 배포 및 작업 DNS 요구 사항" 

표를 참조하십시오.

n 2019년 9월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이상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드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의 
"Universal Broker에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 섹션에 설명된 대로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n 정상 상태입니다. [용량] 페이지에서 정상 포드는 [상태] 열 아래에 녹색 점을 표시하여 포드가 준비 완료된 온
라인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
Universal Broker 관련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 - 사용 가능한 환경, 운영 체제 지원, 

VMware 에코시스템 내 긴밀한 통합 및 호환성 정보 항목 내에 제공되는 Horizon Client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 대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해당 브로커링 구성 요소와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를 포함하는 시스
템 구성 요소 간에 지속적인 통신을 설정하려면 Universal Broker가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해
야 합니다. 또한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환경에 대한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특정 DNS 이름에 연
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DNS 요구 사항은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를 사용할 때의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
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의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포트 443을 통해 Universal Broker 서비스와
의 영구 WebSocket 연결을 설정합니다.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임의로 선택된 포트를 통해 서비스에
서 연결 요청을 수신합니다.

그런 후에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임의로 선택한 다른 포트를 통해 연결 서버의 Universal Broker 플
러그인으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은 플러그인 설치 중에 지정된 포트를 통해 이러한 들
어오는 요청을 수신합니다.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아키텍처 및 트래픽 흐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아키텍
처 및 구성 요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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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제어부 테넌트에 대한 Universal Broker 서비스 설정
이 문서에서는 테넌트의 Universal Broker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개략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구체적
인 단계는 테넌트에 있는 포드 배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참고   테넌트의 모든 Universal Broker 포드가 포드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에 있는 경우 테넌트에서 Horizon 

Cloud를 설정하는 것이 지원됩니다. Universal Broker의 성공적인 설정을 지원하려면 모든 Horizon Cloud 포
드가 온라인이며 정상적인 준비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1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에 설명된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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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고 [브로커] 페이지로 이동한 후 시작을 클릭합니다.

3 그런 후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에 설명된 대로 설정을 완료합니다.

Horizon 포드용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 구성에는 다음 항목에 자세히 설명된 몇 가지 
단계가 포함됩니다.

1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2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서 사용하도록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3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
4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서 사용하도록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이 항목에서는 Universal Broker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Horizon 포드에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절차에 따라 Universal Broker에서 필요한 터널 서버 및 프로토콜 리디렉션을 
지원하도록 각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JSON 웹 토큰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다음 절차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 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만 필요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포드 배포 시 JSON 웹 토
큰 설정이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 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
턴스에 대한 JSON 웹 토큰의 추가 구성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
로 하지 않음).

기본 설계에 따라 Universal Broker는 테넌트 포드 그룹의 모든 포드에 동일한 2단계 인증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
다. 또한 설계에 따라 Universal Broker가 2단계 인증 설정으로 구성된 경우 인증 요청을 구성하고 이를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외부 인스턴스에서는 해당 인스턴스의 설정에 구성된 
인증 서버와 통신하여 특정 인증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Unified Access Gateway는 인증 서비스의 응
답을 Universal Broker에 다시 전달합니다.

따라서 Universal Broker 및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있는 모든 포드의 전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동일한 인증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Horizon 포드로만 구성된 그룹
의 경우 Universal Broker는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RADIUS 서비스 또는 RSA 

SecurID 서비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넌트에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포드로 구성된 혼합 포드 그룹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한 옵
션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RSA SecurID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Horizon Cloud 포드가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이고 [포드 편집] 마법사에 
RSA SecurID 옵션이 표시되면 모든 포드가 RSA SecurID 유형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
면 RADIUS를 사용하여 모든 포드 그룹에서 동일한 인증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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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n 지원하려는 최종 사용자 사용 사례에 따라 테넌트 포드 그룹의 각 Horizon 포드에 적절한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 집합을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사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Horizon Cloud 

Connector에 의해 Horizon Cloud에 연결된 Horizon 포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n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가 버전 3.8 이상을 실행 중이고 Horizon Cloud Connector에 의해 
Horizon Cloud에 연결된 Horizon 포드에 대한 요구 사항에 설명된 관련 Unified Access Gateway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각각의 포드와 각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연결이 유효한지 검사하려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직접 연결하고 가상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Unified Access Gateway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수동 구성 섹션에서 선택을 클릭합니다.

3 고급 설정 아래에서 JWT 설정에 대한 톱니 모양을 클릭합니다.

4 톱니 모양을 클릭한 후:

n Unified Access Gateway 소프트웨어가 2209 이하 버전인 경우 추가를 클릭합니다.

n Unified Access Gateway 소프트웨어가 2209 이상 버전인 경우 JWT 소비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버
전 2209에서 Unified Access Gateway 관리 UI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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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시되는 UI 상자에서 설정을 지정합니다.

설정 설명
Name 구성 집합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Issuer Horizon Console에 표시된 대로 Horizon 포드의 클러스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경고   이 필드는 Unified Access Gateway 관리 UI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Horizon Console에서 검색할 때 클러스터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UI에서는 해당 필드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경고를 표시하지 않으
며 대/소문자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 대/소문자 구분은 Horizon Console에 표시되는 단어 Cluster에도 적용합니다.

Horizon Console에 대문자 C 및 소문자 luster로 된 단어가 표시되면 여기에 있는 이 발급자 필드
에서 해당 단어를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이 발급자 필드에 Cluster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발급자 필드에 Horizon Console에 표시되는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소문자가 구분된 이름
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Universal Broker 다운스트림 문제가 발생하여 최종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 FQDN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Horizon Console에서 포드의 클러스터 이름을 찾으려면 Horizon Console의 대시보드 영역으로 
이동하고 UI의 위쪽 세로 영역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Horizon Console에서 포드 클러스터 이름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표시된 이름의 Cluster 부분이 대문자와 소문자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표시된 이름을 관리 UI의 이 발급자Unified Access Gateway 필드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자 필드에는 이름을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효성 검사가 없습니다.

Dynamic Public key URL 포드의 연결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연결 서버 FQDN이나 로컬 로드 밸런서(포드에 여러 게이트웨
이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에서 여기에 입력할 값을 가져옵니다.

https://<Horizon pod FQDN>/broker/publicKey/protocolredirection을 입력
합니다. 여기서 <Horizon pod FQDN>은 포드의 고유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으로 바뀝
니다. FQDN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n 포드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의 연결 서버 
주소를 FQDN으로 지정합니다.

n 포드에 여러 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로컬 로드 밸런서의 주소
를 FQDN으로 지정합니다.

Public key URL thumbprints 이 필드는 인증에 공개 키 URL을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인증에 포드의 연결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이전 동적 공개 키 URL에 사용한 연결 서버에 대한 
Horizon 포드 연결 서버 인증서의 SHA1 지문을 입력합니다.

참고   인증을 위해 공용 키 URL 지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옵션을 
모두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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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Trusted Certificates 인증을 위해 Horizon 포드 인증서 이외의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 아이콘을 클릭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참고   인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공용 키 URL 지문을 구성합니다. 두 옵션을 모두 구
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Public key refresh interval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900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새로 고침 간격을 900초 또는 15분으로 설정합
니다.

Static public keys 이 옵션을 기본값으로 설정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한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7 Universal Broker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인증 설정에 대해 토글 표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
니다. 그런 다음, Universal Broker에서 지원하는 2단계 인증 서비스 중 하나에 대한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
하고 구성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서비스는 RADIUS 및 RSA SecurID입니다.

참고   모든 참여 포드에 대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적절한 2단계 인증 서비스를 구
성해야 합니다. 참여 포드 내의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구성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모든 참여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구성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대한 인증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Horizon 포드에 대해 RADIUS 인증을 사용하려면 모든 참여 
Horizon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동일한 RADIUS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참여 포드에는 RADIUS를 구성하고 다른 참여 포드에는 RSA SecurID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Universal Broker로 브로커링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Horizon 포드가 참여하도록 하려면 먼저 해당 포드의 각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필요한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은 포
드 내에서 브로커링 서비스와 연결 서버 인스턴스 간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참고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
에만 필요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는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 다음 고려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n 연결 서버 버전과 호환되는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EXE 버전을 실행해야 합니다. 각 설치 
관리자 EXE 내부의 코드에는 설치 관리자 EXE가 특정 버전의 연결 서버에서 실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플
래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orizon YYMM 버전 관리와 숫자 스타일 버전 관리 간 관계에 대해서는 KB 2143853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서버 버전에 대한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과 VMware Customer Connect의 
다운로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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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는 VMware Customer Connect에서 다운로드됩니다. 아래 표의 
각 URL을 통해 해당 페이지 하단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이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이러한 URL 중 하나를 로드하는 경우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항목 
및 해당 버전 번호를 확인합니다.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지금 다운로드
를 클릭하면 아직 VMware Customer Connect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 UI가 먼저 표
시됩니다.

연결 서버가 실행 중인 버전인 경우: 이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EXE는 해당 연결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VMware Customer Connect의 위치 
- 다운로드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확인합
니다.

2303(8.9) 22.01 - 2206(8.6)과 동일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230&productId=716&rPId=953
63

2212(8.8) 22.01 - 2206(8.6)과 동일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230&productId=716&rPId=953
63

2209(8.7) 22.01 - 2206(8.6)과 동일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230&productId=716&rPId=953
63

2206(8.6) 22.01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220&productId=716&rPId=9201
7

2111(8.4) 21.06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210&productId=716&rPId=9201
7

2106(8.3) 21.06 - 2111(8.4)과 동일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210&productId=716&rPId=92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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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서버가 실행 중인 버전인 경우: 이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EXE는 해당 연결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VMware Customer Connect의 위치 
- 다운로드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확인합
니다.

2103(8.2) 21.03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110&productId=716&rPId=92017

2012(8.1) 21.01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190&productId=716&rPId=9201
7

7.13 20.10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180&productId=716&rPId=9201
7

7.12 또는 2006(8.0) 20.3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170&productId=716&rPId=9201
7

7.11 19.4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
downloads/details?
downloadGroup=HCS-
CC-150&productId=716&rPId=9201
7

n 포드에 연결 서버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설
치해야 합니다.

n 참여 포드 내의 모든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동일한 버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연
결 서버 인스턴스에서 플러그인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포드 내에 있는 다른 모든 연결 서버 인
스턴스에서 해당 플러그인을 동일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n 참여 포드에 새 연결 서버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경우 새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n 연결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존 플러그인 설치가 모두 손실됩니다. Horizon 배포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 서버 인스턴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즉시 플러그인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결 서버 인스턴스를 버전 8.2(2103)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해당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플러그
인 버전 21.03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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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동안 설치 관리자가 연결 서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 시스템은 연결 서버의 모
든 관리 콘솔 세션에서 로그아웃합니다.

n 현재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은 IPv4만 지원합니다.

n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이 설치된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서 LDAP 구성을 사용할 경우 다음 지침을 준수
하십시오.

n LDAP 구성의 백업 복사본을 만드는 것 외에 현재 연결 서버 인스턴스의 가상 시스템 스냅샷을 생성합니
다. 백업을 사용하여 LDAP 구성을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경우 스냅샷을 사용하여 복원된 LDAP 구성을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채울 수 있습니다.

n LDAP 구성을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경우 연결 서버에 플러그인을 설치한 후에 생성된 LDAP 백업만 사
용합니다.

n LDAP 구성을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이전 상태로 복원하면 플러그인에 필요한 특정 정보가 
복원된 LDAP 구성에서 누락됩니다. 따라서 플러그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결 서버 버전에 대한 올바른 버전의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한 후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포드 
내의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n 연결 서버 인스턴스의 대량 배포 시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자동으로 설치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
니다. X.X.X를 버전 번호로 바꾸고, yyyyyyyy를 다운로드한 설치 관리자의 빌드 번호로 바꾸십시오. 

<portNumber>를 플러그인이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수신 요청을 수신 대기하고 수락하는 
데 사용할 TCP 포트로 바꿉니다.

horizon-universal-broker-plugin-X.X.X-yyyyyyyy-x64.exe /s /v"LISTENPORT=<portNumber> /qn"

n 개별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설치하려면 이 항목의 뒷부분에 설명된 번호가 매
겨진 단계를 수행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서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n 연결 서버 인스턴스가 버전 7.11 이상을 실행합니다.

n 연결 서버에 대해 Horizon 관리자와 로컬 관리자 권한이 둘 다 있습니다. 설치 관리자는 이러한 두 권한이 모
두 있는 관리자가 시작한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n 이 페이지에서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실행하고 특정 연결 서버 버전에 설치할 
수 있는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이 있습니다.

절차
1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한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파일을 연결 서버에 배치합니다.

2 .exe 설치 관리자 파일을 실행합니다.

3 설치 관리자 마법사의 [시작] 화면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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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 화면에서 필요한 포트 정보를 지정합니다.

a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이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수신 요청을 수신 대기하고 수락
하는 데 사용할 TCP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   설치 관리자는 지정된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트에서 이미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설치가 중지됩니다. 설치를 재개하려면 사용 가능한 TCP 포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b 설치 관리자가 지정된 포트를 통해 들어오는 연결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방화벽 예외를 구성하도록 하려
면 자동으로 Windows 방화벽 예외 구성을 선택합니다. 방화벽 예외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참고   Windows 방화벽 예외는 설치 관리자를 통해 자동으로 구성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구성할 때 
Universal Broker에 대해 필수입니다.

c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마법사의 나머지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연결 서버에 대한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를 완료
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중요   나중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또는 연결 서버 인스턴스를 제거하려는 경우 다음 제거 순서를 따르십
시오.

1 먼저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제거합니다.

2 그다음에 연결 서버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연결 서버를 먼저 제거하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이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수신 요청을 수신 대기하는 데 사
용하는 포트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연결 서버의 LDAP 구성에서 pae-RCXServerPort 속성의 값을 새 포트 번호로 변경합니다.

2 연결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새 포트를 통해 들어오는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해당 Windows 방화벽 예외를 업데이트합니다.

연결 서버 및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이 다시 시작 시퀀스를 완료한 후 새 포트 구성이 적용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
Horizon Cloud 테넌트에 대한 Universal Broker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는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를 사용
하여 Universal Broker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설정 마법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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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 포드 그룹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에서 Universal Broker 설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포드 관리자 기술 기준) 및 2298.0 매니페스트 이상을 실행하는 

포드
참고   Universal Broker 구성은 테넌트 전체 설정입니다. 포드 유형에 대해 [브로커] 페이지에서 시작을 클릭하
면 Universal Broker 구성이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지정된 유형의 모든 포드에 적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n 테넌트의 포드 그룹은 위의 특성을 충족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해당 포드가 온라인 상태이고 정
상적인 준비 완료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설정 프로세스가 지원됩니다.

n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Horizon Cloud 환경에 등록하고 Active Directory 도메인 그룹에 Horizon 

Cloud 슈퍼 관리자 역할을 할당했습니다.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콘솔에서는 해당 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브로커]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n [브로커] 페이지에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설정 마법사를 시작하기 위한 파란색 버튼이 표
시됩니다. 설정 마법사를 시작하는 버튼이 표시되지 않으면 테넌트에 대해 Universal Broker가 이미 사용하
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요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성공적인 Universal Broker 설정을 지원하려면 [브로커] 페이지의 Horizon 

Cloud시작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모든 포드가 온라인 상태이고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Universal Broker 서
비스는 포드와 통신하고 포드에 대한 몇 가지 구성 단계를 수행하여 설정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Universal Broker 설정은 실패합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브로커로 이동합니다.

[브로커]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의 정확한 모양은 Universal Broker를 설정하는 포드 유형과 다른 
포드 유형에 대해 브로커를 이미 선택했는지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 스크린샷은 포드 그룹이 포드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의 Horizon Cloud 포드만 있고 다른 
포드는 없을 때의 [브로커] 페이지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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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크린샷은 포드 그룹이 Horizon 포드 배포만 있는 경우의 브로커 선택 페이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중요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성공적인 Universal Broker 설정을 지원하려면 [브로커] 페이지의 
Horizon Cloud시작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모든 포드가 온라인 상태이고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포드와 통신하고 포드에 대한 몇 가지 구성 단계를 수행하여 설정 프로세스를 완
료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Universal Broker 설정은 
실패합니다.

2 시작을 클릭하여 설정을 시작합니다.

결과
시스템의 백엔드에서 시작을 클릭하면 이 테넌트 환경에 대해 Universal Broker가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다는 사
실을 나타내도록 클라우드부의 테넌트 레코드가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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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콘솔에는 사용자가 완료할 Universal Broker 구성 마법사가 즉시 표시됩니다. 마법사를 진행하여 구성 설정
을 완료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에 설명된 대로 [브로커 구성] 마법사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례
이 항목에서는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대한 2단계 인증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략적인 단계 및 모
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Universal Broker에서 2단계 인증이 작동하는 방식
기본적으로 Universal Broker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통해서만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추가 
인증 서비스를 지정하여 선택적인 2단계 인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릴리스 버전 2203부터 Universal Broker는 Horizon 배포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 모두에서 다음과 같은 2단계 인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n RADIUS

n RSA SecurID

참고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통한 RSA SecurID 지원의 경우 해당 포드는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을 실행해야 하며 해당 포드에서 [포드 편집]을 실행할 때 [게이트웨이 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게 RSA 

SecurID 옵션이 표시됩니다.

Universal Broker는 네트워크 사용자의 2단계 인증을 수행할 때 각 참여 포드에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구성에 의존합니다.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의 인증 및 라우팅을 처리하도록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Universal Broker는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
턴스에 구성된 인증 서비스를 기준으로 2단계 인증을 진행합니다.

참고   모든 참여 포드에 대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적절한 2단계 인증 서비스를 구성해
야 합니다. 참여 포드 내의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구성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모든 참여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구성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Universal Broker 서
비스에 대한 인증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Horizon 포드에 대해 RADIUS 인증을 사용하려면 모든 참여 Horizon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동일한 RADIUS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참여 포드
에는 RADIUS를 구성하고 다른 참여 포드에는 RSA SecurID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및 내부 네트워크 모두에서 사용자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1 Universal Broker 환경의 각 포드에 대해 하나 이상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구성합

니다. 모든 포드에 걸쳐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동일한 2단계 인증 서비스를 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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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구성 지침을 따르십시오. 테넌트 그룹에 다음이 있는 경우:

Horizon 포드만
모든 포드의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RADIUS 또는 RSA SecurID 서비스를 구
성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만
모든 포드에 걸쳐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동일한 2단계 인증 서비스를 구성합니
다. 모든 포드가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이고 포드에서 [포드 편집] 마법사를 실행할 때 2단계 인증 설정에서 
RSA SecurID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면 RSA SecurID 유형을 사용하여 모든 포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렇지 않으면 RADIUS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혼합
혼합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RSA SecurID 옵션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RSA SecurID 유형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
는 경우 그룹의 모든 포드에 있는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RADIUS 서비스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RSA SecurID 유형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 그룹의 모든 포드에 있는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RSA SecurID 또는 
RADIU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orizon 포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Access Gateway 설명서, VMware Horizon 설명서 및 
VMware Horizon 7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서는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 추가 
및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에서 2단계 인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2 필요한 경우 각 포드에 대한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구성합니다. 사용자 트래픽을 해당 
내부 및 외부 DNS 서버로 라우팅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포드 내부 및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고유한 FQDN을 구성합니다.

n 포드의 내부 및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동일한 FQDN을 구성합니다. 그런 다
음, 포드 로드 밸런서의 FQDN에 대해 분할 DNS 영역을 구성합니다.

3 (Horizon 포드만 해당) Universal Broker에서 필요한 터널 서버 및 프로토콜 리디렉션을 지원하도록 각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JSON 웹 토큰 설정을 구성합니다.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서 사용하도록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Universal Broker 구성 마법사의 인증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a 2단계 인증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b 유형의 경우 포드 전체에서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구성한 인증 서비스를 선
택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228

https://docs.vmware.com/kr/Unified-Access-Gateway/index.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index.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7/index.html


c 2단계 인증 건너뛰기 토글을 끄기 위치로 전환합니다.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네트워크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1 이전 사용 사례 “외부 및 내부 네트워크 모두에서 사용자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에 설명된 대로 1~3단계를 완료합니다.

2 브로커 페이지의 네트워크 범위 탭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공용 IP 범위를 정의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 Universal Broker 구성 마법사의 인증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a 2단계 인증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b 유형의 경우 포드 전체에서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구성한 인증 서비스를 선
택합니다.

c 2단계 인증 건너뛰기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
이 항목에서는 Edge 방화벽 또는 라우터에서 송신 NAT 주소를 지정하여 내부 네트워크의 범위를 정의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부 네트워크를 정의하면 Universal Broker 서비스가 내부 사용자에 대해 2단
계 인증을 우회하는 것과 같은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를 정의하려면 브로커 페이지의 네트워크 범위 탭을 사용하여 내부 최종 
사용자 트래픽에 해당하는 송신 NAT 주소의 모든 범위를 지정합니다.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Edge 라우터 또는 방화벽의 지정된 송신 NAT 주소 범위를 내부 네트워크에서 시작
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범위 내의 원본에서 연결하는 사용자는 내부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범위 외
의 원본에서 연결하는 사용자는 외부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중요   네트워크 구성이 변경되고 지정된 주소 범위가 사용되지 않도록 제거되면 [네트워크 범위] 목록에서 사용되
지 않은 범위를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주소 범위가 사용 중인지를 감지하지 않
으며 목록에서 범위를 자동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내부 최종 사용자 트래픽에 해당하는 Edge 라우터 또는 방화벽의 송신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주소를 식별합
니다.

절차
1 설정 > 브로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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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로커] 페이지에서 네트워크 범위 탭을 클릭합니다.

내부 최종 사용자 트래픽에 해당하는 주소 범위 목록이 표시됩니다.

참고   [네트워크 범위] 탭이 공용 IP 범위를 참조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항목은 기술적으로 공용 IP 주소가 아
닙니다. 대신, Edge 라우터 또는 방화벽의 송신 NAT 주소입니다.

3 목록에 송신 NAT 주소 범위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허용되는 /1과 /32 사이의 범위를 CIDR 형식
으로 입력합니다. 그런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4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의 전체 범위를 정의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송신 NAT 주소 범위를 목록에 추가합
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네트워크 범위] 탭의 컨트롤을 사용하여 목록의 범위를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목록에서 범위를 삭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n 송신 NAT 주소 범위를 삭제하는 경우 Universal Broker는 해당 범위를 외부 네트워크의 일부로 간주합니
다.

n 목록에서 모든 범위를 삭제하면 Universal Broker는 모든 사용자를 외부 사용자로 처리합니다. 포드에 대해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구성한 경우에도 사용하도록 설정된 2단계 인증을 무시하는 것
과 같은 정책을 내부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Universal Broker 세션에 글로벌 클라이언트 제한 구성
이 문서에서는 특정 Horizon Client 버전만 Universal Broker에서 브로커링되는 가상 데스크톱, 게시된 데스크
톱 및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클라이언트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제한하려는 클라이언트 버전의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제한 사항 기능은 버전 4.8.0 이상이어야 하는 Chrome용 Horizon Client를 제외하고 Horizon 

Client 버전 4.5.0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해당 기능이 구성되면 클라이언트 유형 특정 또는 이전 버전의 Horizon 

Client는 원격 데스크톱 및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특정 클라이언트 버전에 대한 경고 메시지
를 표시하는 기능은 Horizon Client 5.5 및 Horizon Client 2006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설정 > 브로커를 선택합니다.

2 [브로커]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제한 탭을 클릭합니다.

이 탭에는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 서비스를 통해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려고 할 때 현재 적
용되는 모든 클라이언트 제한 설정이 표시됩니다.

3 클라이언트 제한 설정을 수정하려면 추가 또는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런 후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설정을 편
집합니다.

편집 창은 클라이언트 제한을 활성화 및 구성하도록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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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글을 사용하여 특정 플랫폼의 Horizon Client의 제한을 설정 및 해제합니다.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클라이
언트 플랫폼의 경우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설정을 구성할 때는 다음 지침에 유의하십시오.

n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정할 때 내부 버전 번호에 해당하는 x.x.x 형식으로 버전을 입력해야 합니다. 

Horizon Client 2006 이상의 내부 버전 번호를 찾으려면 해당 Horizon Client 대한 애플리케이션 정보
를 표시하는 명령을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n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도록 지정하는 클라이언트 버전은 클라이언트 버전
의 연결 차단으로 지정된 클라이언트 버전과 달라야 합니다. 지정된 클라이언트 버전이 경고 메시지를 표
시하거나 세션에 연결하지 못하게 차단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버전이 두 작업을 
모두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표 5-1. Horizon Client에 전역 클라이언트 제한 설정
클라이언트 플랫폼 설명
Windows 클라이언트 버전의 연결 차단 설정의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n 다음보다 이전: 해당 버전보다 이전인 모든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도
록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정합니다.

n 다음과 같음: 사용자가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 연결할 때 차단하는 
특정 버전(쉼표로 구분)을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 설정에는 쉼표로 구분된 
버전을 입력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합
니다.

Linux 클라이언트 버전의 연결 차단 설정의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n 다음보다 이전: 해당 버전보다 이전인 모든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도
록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정합니다.

n 다음과 같음: 사용자가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 연결할 때 차단하는 
특정 버전(쉼표로 구분)을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 설정에는 쉼표로 구분된 
버전을 입력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합
니다.

Mac 클라이언트 버전의 연결 차단 설정의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n 다음보다 이전: 해당 버전보다 이전인 모든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도
록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정합니다.

n 다음과 같음: 사용자가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 연결할 때 차단하는 
특정 버전(쉼표로 구분)을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 설정에는 쉼표로 구분된 
버전을 입력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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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Horizon Client에 전역 클라이언트 제한 설정 (계속)

클라이언트 플랫폼 설명
iOS 클라이언트 버전의 연결 차단 설정의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n 다음보다 이전: 해당 버전보다 이전인 모든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도
록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정합니다.

n 다음과 같음: 사용자가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 연결할 때 차단하는 
특정 버전(쉼표로 구분)을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 설정에는 쉼표로 구분된 
버전을 입력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합
니다.

Android 클라이언트 버전의 연결 차단 설정의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n 다음보다 이전: 해당 버전보다 이전인 모든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도
록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정합니다.

n 다음과 같음: 사용자가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 연결할 때 차단하는 
특정 버전(쉼표로 구분)을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 설정에는 쉼표로 구분된 
버전을 입력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합
니다.

UWP 클라이언트 버전의 연결 차단 설정의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n 다음보다 이전: 해당 버전보다 이전인 모든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도
록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정합니다.

n 다음과 같음: 사용자가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 연결할 때 차단하는 
특정 버전(쉼표로 구분)을 입력합니다.

Chrome 클라이언트 버전의 연결 차단 설정의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n 다음보다 이전: 해당 버전보다 이전인 모든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도
록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정합니다.

n 다음과 같음: 사용자가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 연결할 때 차단하는 
특정 버전(쉼표로 구분)을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 설정에는 쉼표로 구분된 
버전을 입력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경고합
니다.

HTML Access 클라이언트 버전의 연결 차단 설정의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n 다음보다 이전: 해당 버전보다 이전인 모든 클라이언트를 차단하도
록 클라이언트 버전을 지정합니다.

n 다음과 같음: 사용자가 해당 클라이언트 버전에 연결할 때 차단하는 
특정 버전(쉼표로 구분)을 입력합니다.

추가 클라이언트 차단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제한되지 않는 Horizon Client 플랫폼 이외의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 유형이 데스크톱 또는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도록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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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Horizon Client에 전역 클라이언트 제한 설정 (계속)

클라이언트 플랫폼 설명
차단된 메시지 차단된 Horizon Client 버전을 사용하여 연결하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메시지의 문자 길이 제한은 1,024자입니
다.

경고 메시지 지정된 Horizon Client 버전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사용자에게 표시할 
경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메시지의 문자 길이 제한은 1,024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 경고 메시지를 사용하여 지정된 Horizon Client 버전이 가
까운 미래에 제한될 것임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최신 클라이언트 버전으
로 업그레이드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5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이 문서에서는 연결 FQDN 또는 URL, 2단계 인증, 세션 시간 초과 및 Horizon 기능 정책을 포함하여 Universal 

Broker 설정을 구성하기 위한 자세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 할당의 리소스 브로커링을 위해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려면 먼저 특정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이 첫 번째 설정에서 구성 마법사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에 설명된 대로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 설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 또는 [시작] 페이지에
서 구성 마법사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구성 마법사의 2단계 인증 설정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
n 설계에 따라 Universal Broker가 2단계 인증 설정으로 구성되었다면 인증 요청을 형성하여 이를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외부 인스턴스에서는 해당 인스턴스의 설정
에 구성된 실제 인증 서버와 통신합니다. 그런 다음, Unified Access Gateway는 인증 서비스의 응답을 
Universal Broker에 다시 전달합니다.

n 기본 설계에 따라 동일한 Universal Broker 2단계 인증 설정이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고 테넌트 포드 그
룹의 모든 포드에서 사용됩니다. Universal Broker에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포드 그룹에 참여 중인 
모든 포드 내의 각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적절한 인증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
니다.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구성은 참여 포드 내부 및 사이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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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예를 들어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포드로 구성된 혼합 포드 그룹이 있고 RADIUS 인증을 사용
하려는 경우 이러한 모든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포드에서 각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RADIUS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중요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최종 사용자가 있거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포드에 있는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외부 최종 사용자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Universal Broker에서 인증을 
받은 후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가상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필요합니다. 2단계 인증의 경우 Universal Broker는 2단계 인증 설정과 일치하는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검색하므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필요합니다.

포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 구성 요소를 준비합니다. 테넌트의 첫 번째 Universal Broker 설정 마법사를 완
료할 때 이러한 사전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Horizon 포드(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 기준):

n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 대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의 설명에 따라 필요한 포
트를 구성합니다.

n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서 사용하도록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Universal Broker에서 Horizon 포드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경우 모든 참여 포
드 내의 각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적절한 2단계 인증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외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는 우회하려면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합니다.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에 설명된 대로 Horizon 포드에 
대한 테넌트 전체 연결 브로커로 Universal Broker를 선택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 기준):

n 지역 Universal Broker 인스턴스에 대한 필수 DNS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
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DNS 요구 사항에서 "포드 배포 및 작업 DNS 요
구 사항" 표를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의 "Universal Broker에 필요한 포드 및 프로토콜" 

섹션에 설명된 대로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n Universal Broker가 Horizon Cloud 포드에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모든 참여 포드에 있는 각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동일한 유형의 인증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의 게이트웨이에서 2단계 인증 사용 및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
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외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는 우회하려면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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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테넌트 전체 연결 브로커로 Universal Broker를 선택합니다.

중요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Horizon Cloud 포드가 온라인 상태이고 정상 준비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설정을 적용하는 동안,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포드와 통신하고 포드에 대한 몇 가지 
구성 단계를 수행하여 설정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Universal Broker 설정은 실패합니다.

절차
1 Universal Broker를 설정하기 위한 구성 마법사를 엽니다.

또는, 설정 > 브로커를 클릭하고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구성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마법사를 직접 열 수 있습
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 단계 직후 이 마법사를 완료한 경우
이 경우 마법사를 완료하기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콘솔에 마법사가 이미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법사를 완료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설정 > 브로커로 이동한 후 설정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직접 엽니다.

저장된 구성을 수정하는 경우
설정 > 브로커로 이동한 후 해당 구성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직접 엽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구성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현재 릴리스에서 마법사 섹션은 FQDN, 인증 및 클라
이언트 세션에 적용되는 일부 기본 설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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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법사의 FQDN 페이지에서 Universal Broker 서비스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설정을 구
성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최종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에서 브로커링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전용 연결 주소 또는 URL을 정의합니다.

참고   하위 도메인 또는 FQDN 설정을 수정하는 경우 변경 내용이 모든 DNS 서버에 적용되는 데 다소 시간
이 걸릴 수 있습니다.

a 유형으로 VMware 제공 또는 고객 제공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b 선택한 FQDN 유형에 대한 추가 설정을 지정합니다.

VMware 제공
설정 설명
하위 도메인 네트워크 구성에서 회사 또는 조직을 나타내는 유효한 하위 도메인의 고유한 DNS 이름을 입력합니

다. 이 하위 도메인에 VMware에서 제공한 도메인을 접두사로 추가하여 브로커링 FQDN을 만듭니
다.

참고   일부 문자열은 시스템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의 문자열에는 일반 단
어(예: book), 잘 알려진 회사 소유 용어(예: gmail) 및 프로토콜, 코딩 및 오픈 소스 용어(예: php 및 
sql)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스템은 mail0, mail1, mail2 등과 같은 문자열 패턴 범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필드에 허용되지 않는 이름을 입력하는 즉시 시스템이 항목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것은 아
닙니다. 마법사의 마지막 요약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만 여기에서 입력한 이름이 유효한지 검사하고, 

항목이 허용되지 않는 이름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오류를 표시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다른 고유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브로커 URL 이 읽기 전용 필드에는 구성된 FQDN이 표시됩니다. FQDN은 https://<사용자 하위 도메인
>.vmwarehorizon.com 형식을 사용합니다.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
에게 이 FQDN을 제공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이 FQDN의 DNS 및 SSL 유효성 검사를 관리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VMware 제공 FQDN 설정이 채워진 구성 마법사의 예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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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제공
설정 설명
브로커링 FQDN 최종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지정 FQDN을 입력합니

다. 사용자 지정 FQDN은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완료하는 자동으로 생성된 VMware 제공 FQDN에 
대한 별칭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 지정 FQDN에 지정된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여야 하며 해당 도메인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
는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연결 URL이라고도 하는 사용자 지정 FQDN은 회사 또는 조직을 나타냅니다. 이 사용자 지정 
FQDN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사용자 지정 FQDN은 포드 내에 있는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FQDN과 다르며 고
유해야 합니다.

중요   사용자 지정 FQDN을 Universal Broker 서비스의 내부 연결 주소를 나타내는 VMware 제
공 FQDN에 매핑하는 CNAME 레코드를 DNS 서버에서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레코드는 
vdi.examplecompany.com을 <자동 생성 문자열>.vmwarehorizon.com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브로커링 FQDN을 검증하는 인증서(암호로 보호되는 PFX 형식)를 업로드합
니다. 인증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n 인증서는 90일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n 인증서에는 신뢰할 수 있는 CA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n 인증서의 CN(일반 이름) 또는 해당 SAN(주체 대체 이름)이 FQDN과 일치해야 합니다.

n 인증서의 컨텐츠는 표준 X.509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PFX 파일에 전체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 즉 도메인 인증서 중간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 개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이 인증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신뢰할 수 있는 연결 세션을 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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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증서는 CN 또는 SAN 필드에 와일드카드 FQDN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조 식별자의 맨 
왼쪽 하위 도메인에 와일드카드 문자만 있는 경우 맨 왼쪽 하위 도메인과 일치하는 FQDN만 인증서
를 통해 검증됩니다. 예를 들어, 인증서에 와일드카드 FQDN *.mycompany.com이 포함된 경우 일
치하는 규칙은 vdi.mycompany.com을 유효한 브로커링 FQDN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test.vdi.mycompany.com은 참조 식별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암호 PFX 인증서 파일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VMware 제공 FQDN 이 읽기 전용 필드에는 브로커링 서비스에 대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VMware 제공 FQDN이 표시됩
니다. 이 FQDN은 https://<자동 생성 문자열>.vmwarehorizon.com 형식을 갖습니다.

VMware 제공 FQDN은 최종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으며 Universal Broker 서비스의 내부 연결 주
소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지정 FQDN은 VMware 제공 FQDN에 대한 별칭으로 작동합니다.

중요   사용자 지정 FQDN을 VMware 제공 FQDN에 매핑하는 CNAME 레코드를DNS 서버에 생
성하여 별칭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레코드는 vdi.examplecompany.com을 <자동 
생성 문자열>.vmwarehorizon.com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사용자 지정 FQDN 설정이 채워진 구성 마법사의 예를 보여 줍니다.

c FQDN 설정 구성이 끝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선택 사항) 마법사의 인증 페이지에서 2단계 인증을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Universal Broker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통해서만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추가 인증 방법을 지정하여 2단계 인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

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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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증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2단계 인증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 옵션이 제공됩니다.

사용자 이름 유지 Universal Broker에서 인증되는 동안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을 유지하려
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n 사용자는 추가 인증 방법에 대해서도 Universal Broker에 대한 Active Directory 인
증의 경우와 동일한 사용자 이름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n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다른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형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외에 Universal Broker가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해
야 하는 인증 방법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두 가지 옵션(RADIUS 및 RSA 

SecurID)이 표시됩니다.

이 설정은 테넌트 전체에 적용됩니다.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테넌트
의 포드 그룹 구성 및 포드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2단계 인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Horizon 포드만
여기에서 선택하는 유형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Horizon Cloud 포드만
n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유형과 일치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혼합
혼합 그룹의 경우 여기에서 RADIUS를 선택하면 두 포드 유형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통해 사용자의 RADIUS 인증 요청이 수행됩니다.

혼합 그룹의 경우 여기에서 RSA SecurID를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동작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외부 게이트웨이에서 RSA SecurID로 구성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게이트웨이에 RSA SecurID 유형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RSA SecurID를 선택하면 Horizon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통해서만 사용자의 RSA 인증 요청이 시작됩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 요청은 Horizon 포드 또는 Horizon 

Cloud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통해 시도됩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RSA SecurID 유형이 구성되어 있으
면 두 포드 유형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통해 사용자의 RSA 인증 
요청이 시도됩니다.

힌트 텍스트 표시 RADIUS 유형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
에 표시되는 텍스트 문자열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추가 인증 방법에 대해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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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힌트 텍스트 이 필드는 힌트 텍스트를 표시하도록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DIUS 유형에 적용 가

능합니다.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에 표시하려는 텍스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힌트는 최종 사용
자에게 Enter your DisplayHint user name and password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DisplayHint는 사용자가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참고   Universal Broker에서는 사용자 지정 힌트 텍스트에서 & < > ' " 문자를 허용하
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문자를 힌트 텍스트에 포함하면 Universal Broker FQDN에 대한 사용자 연
결이 실패합니다.

이 힌트는 사용자가 올바른 자격 증명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용자 이름 및 도메인 암호와 같은 구문을 지정하면 최종 사용자에게 Enter your 
Company user name and domain password below for user name and password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단계 인증 건너뛰기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연결하는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
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우회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에 설
명된 대로 내부 네트워크에 속하는 공용 IP 범위를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n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내부 사용자는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서 인증을 받
기 위해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외부 사용자는 추가 인증 서비
스에 대해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과 해당 자격 증명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n 이 토글을 끄면 내부 및 외부 사용자 모두 추가 인증 서비스에 대한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과 해당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용 IP 범위 이 필드는 2단계 인증 건너뛰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브로커] 페이지의 [네트워크 범위] 탭에 하나 이상의 공용 IP 범위가 이미 지정된 경우 이 필
드는 읽기 전용이며 해당 IP 범위를 나열합니다.

[브로커] 페이지의 [네트워크 범위] 탭에 공용 IP 범위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하여 해당 범위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2단계 인증 프롬프트를 건너뛰기 위해 내부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공용 IP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는 이러한 범위 
중 하나에 속하는 IP 주소에서 연결하는 모든 사용자를 내부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범위를 지정하는 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
크 범위 정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스크린샷은 RADIUS 유형에 대해 2단계 인증 설정이 채워진 구성 마법사 예시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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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택했으면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구성 마법사의 설정 페이지에서 Horizon Client에 대한 기간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시간 초과 설정은 Horizon Client와 Universal Broker에서 할당된 데스크톱 간의 연결 세션에 적용
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할당된 데스크톱의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사용자의 로그인 세션에 적용되지 않습니
다. Universal Broker는 이러한 설정으로 지정된 시간 초과 조건을 감지하면 사용자의 Horizon Client 연결 
세션을 닫습니다.

설정 설명
Client 하트비트 간격 Horizon Client 하트비트 간 간격(분)과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용자 연결 상태를 제어

합니다. 이러한 하트비트는 Horizon Client 연결 세션 동안 경과된 유휴 시간을 Universal 

Broker에 보고합니다.

Horizon Client를 실행하는 끝점 디바이스와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때 유휴 시간이 측
정됩니다. 이 유휴 시간은 사용자가 할당한 데스크톱의 기준이 되는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로그인 세션이 비활성 상태가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규모 데스크톱 배포에서 클라이언트 하트비트 간격을 늘리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줄어들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Client 유휴 사용자 Horizon Client와 Universal Broker 간의 연결 세션 동안 허용되는 최대 유휴 시간(분)입니
다.

최대 시간에 도달하면 사용자의 인증 기간이 만료되고 Universal Broker는 모든 활성 
Horizon Client 세션을 닫습니다. 연결 세션을 다시 열려면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 로그
인 화면에서 인증 자격 증명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할당된 데스크톱에서 사용자의 연결이 예기치 않게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클라이언
트 유휴 사용자 시간 초과를 클라이언트 하트비트 간격 값의 적어도 2배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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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브로커 세션 사용자의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Horizon Client 연결 세션에 허용되는 최대 시간(분)입니다. 

이 시간은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에서 인증을 받으면 시작됩니다. 세션 시간 초과가 발생
해도 사용자는 할당된 데스크톱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niversal Broker와의 
통신이 필요한 작업(예: 설정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Horizon Client는 Universal Broker 자
격 증명을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참고   Client 브로커 세션 시간 초과 값은 Client 하트비트 간격 값과 Client 유휴 사용자 시
간 초과 값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자격 증명 캐시 시간 초과 이 설정은 Universal Broker기타 클라이언트로 레이블이 지정된 Horizon Connection 

Server 설정과 유사한 를 지정합니다. SSO 자격 증명 삭제.

따라서 이 설정에 대한 설명은 Horizon Connection Server 설정의 설명 및 이 설정에 대한 
콘솔의 도구 설명과 일치하도록 작성됩니다.

이 설정은 애플리케이션 원격 작업을 지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사용됩니다. 지정된 시간
(분)이 경과한 후 SSO 자격 증명을 삭제합니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활동 중이
더라도 지정된 시간(분)이 경과하면 다시 로그인하여 데스크톱에 연결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15분입니다.

5 구성 마법사의 설정 페이지에서 정책 세부 정보를 구성합니다.

정책 세부 정보는 데스크톱 및 클라이언트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최종 사용자가 특정 고객의 
Horizon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설정 설명
MMR(멀티미디어 리디렉션) 데스크톱 및 클라이언트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최종 사용

자가 멀티미디어 리디렉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토
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USB Access 데스크톱 및 클라이언트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최종 사용
자가 USB 리디렉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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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탭을 닫으면 HTML Access 자격 증명 삭제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면 사용자가 원격 데스크톱에 연결하

는 탭을 닫거나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에서 데스크
톱 선택 페이지에 연결하는 탭을 닫을 때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캐
시에서 제거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다음 HTML Access 클라이언트 
시나리오에서도 캐시에 있는 자격 증명이 제거됩니다.

n 사용자가 데스크톱 선택 페이지나 원격 세션 페이지를 새로 고
침합니다.

n 서버에서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원격 데스
크톱을 실행하고, 보안 경고가 나타났을 때 사용자가 인증서를 
승인합니다.

n 사용자가 원격 세션이 포함된 탭에서 URI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설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자격 증명이 캐시에 남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전원이 꺼진 VM을 대기하도록 허용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Horizon Client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원격 데스크톱에 대한 연결 요청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현재 전원이 꺼진 데스크톱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Horizon Client가 
데스크톱의 전원이 켜지고 사용 가능해질 때 연결 요청을 다시 전송
하고 연결 세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세부 정보 구성이 끝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6 요약 페이지에서 설정을 검토한 후 완료를 클릭하여 구성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조건에 따라, 모든 전역 지역의 DNS 서버에서 DNS 레코드가 전파되므로 구성 설정이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완전히 적용되는 데 일반적으로 최소 몇 분에서 최대 30분까지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Universal Broker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시작] 페이지
의 [브로커] 섹션에 완료 상태가 표시되고 설정 > 브로커 페이지에서 사용 상태에 녹색 점이 표시됩니다.

중요   Universal Broker 설정이 실패하면 설정 > 브로커 페이지에서 빨간색 경고 아이콘이 있는 오류 상태
가 표시됩니다. 구성 실패를 수정하고 Universal Broker 서비스를 설정하려면 VMware KB(기술 자료) 문
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VMware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 Horizon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를 구성한 경우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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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를 구성했다면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다중 포드 이미지를 생성한 후 해당 이미지를 기준으로 최종 사용자 할당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의 Horizon Cloud MCA(다중 클라우드 할당) 
설정에 대한 개략적인 단계
이 항목에서는 Universal Broker가 브로커링하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설정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개략적인 
절차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Horizon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구성하는 개략적인 단
계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에서 리소스에 대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설
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1 Horizon 포드 환경의 시스템 구성 요소가 필요한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합니다.

2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참여하는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온보딩
합니다. Horizon Cloud 제어부에 Horizon 포드 온보딩을 참조하십시오.

3 참여하는 각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 시스템 구성 요소를 준비합니다.

a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내의 모든 연
결 서버 인스턴스에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b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서 사용하도록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포드 내의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2

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참여하는 모든 포드의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동일한 
인증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4 Horizon Cloud 테넌트의 Horizon 포드에 대한 연결 브로커로 Universal Broker를 선택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5 Universal Broker 설정을 구성합니다.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6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에 설명된 대로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대한 각 참여 포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7 Horizon Cloud 테넌트에 대한 사이트 구성 및 홈 사이트 연결을 정의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
이트 구성 및 Universal Broker에 대한 홈 사이트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8 참여하는 포드에서 Universal Broker에 필요한 필수 설정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풀을 구성합니다.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데스크톱 풀 준비 및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적합한 데스크톱 풀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9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구성합니다.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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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구성하는 개략적인 단계
Horizon Cloud 포드에서 리소스에 대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절차를 완료하
십시오.

1 Horizon Cloud 포드에서 포드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Universal Broker는 모든 테넌트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포드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을 실행
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2298.0은 서비스의 2020년 7월 릴리스에서 함께 출시되었습니
다.

2 포드의 시스템 구성 요소가 필요한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테넌트 전체 연결 브로커로 Universal Broker를 선택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Universal Broker 설정을 구성합니다.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5 Horizon Cloud 테넌트에 대한 사이트 구성 및 홈 사이트 연결을 정의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
이트 구성 및 Universal Broker에 대한 홈 사이트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6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구성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에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사이트 사용
사이트를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원격 리소스를 브로커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주로 단일 데이터 센터와 같은 동일한 물리적 위치에서 적절히 연
결된 포드의 모음입니다.

사이트 및 홈 사이트 구성
기본적으로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는 [모니터링됨] 상태입니다. 포
드를 할당 생성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됨]에서 [관리됨] 상태로 변경하면 포드를 새 사이트 또는 기존 사이트
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브로커링 방법으로 Universal Broker를 선택하면 Default-

Site라는 기본 사이트가 생성됩니다. 참여하는 Horizon Cloud 포드는 기본 사이트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나중
에 새 사이트를 구성하고 기본 사이트의 포드를 구성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홈 사이트라고 하는 특정 사이트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는 재해 복구 솔루션의 유용한 구성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의 포드를 
다른 사이트에 추가한 후 이러한 사이트에 걸쳐 있는 할당에 대한 사용 권한을 사용자 및 그룹에 부여할 수 있습니
다. 한 사이트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Universal Broker는 사용 가능한 사이트의 데스크톱을 식별
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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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사이트 및 홈 사이트를 구성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이트 
구성 및 Universal Broker에 대한 홈 사이트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검색 동작 정의
사용자가 할당에 액세스하면 Universal Broker는 해당 할당에 참여하는 풀에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을 검색합
니다. 기본적으로 Universal Broker는 사용자의 홈 사이트, 사용자에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이트 및 다른 사이
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전용 데스크톱 풀을 포함하는 할당의 경우 Universal Broker는 처음으로 사용자가 데스크톱을 요청할 때만 기본 
검색 동작을 수행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이 첫 번째 세션에서 전용 데스크톱으로 사용자 요청을 라우팅한 
후에 사용자를 후속 세션의 동일한 데스크톱으로 직접 반환합니다.

사이트 정책 및 홈 사이트 오버라이드를 구성하여 개별 할당에 대한 기본 검색 및 요청 라우팅 동작을 수정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Universal Broker는 사용자의 홈 사이트 대신 물리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트에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Universal Broker는 특정 사이트에서 데스크톱으로 검색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당에 대한 홈 사이트 재정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Universal Broker는 사용자의 홈 사이트 대
신 재정의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 검색을 시작합니다.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또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에 설명된 대로 할당을 생성할 때 사이트 정책 및 
홈 사이트 재정의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편집에 설명
된 대로 할당을 편집하여 기존 사이트 정책 및 홈 사이트 재정의 설정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Universal Broker는 https://www.maxmind.com에서 사용할 
수 있는 MaxMind에서 생성된 GeoLite2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이트 구성
[용량] 페이지의 [사이트] 탭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포드는 
Universal Broker로 브로커링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
다.

Horizon 포드(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 기준)를 [모니터링됨]에서 [관리됨] 상태로 변경하면 포드를 
새 사이트 또는 기존 사이트에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는 Default-Site라는 기본 사이트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나중에 새 
사이트를 구성하고 기본 사이트의 포드를 구성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용량 페이지의 사이트 탭에는 Universal Broker 환경의 구성된 사이트 목록이 표시되고 각 사이트와 연결
된 포드 수가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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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수준 작업
[사이트] 탭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 설명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Universal Broker 환경에 사이트를 생성합니다. 이름 및 설명에 대한 값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해당하는 사이트 이름으로 San Francisco를 입
력합니다. 새로 생성된 사이트가 [사이트] 목록에 추가됩니다.

편집 목록에서 사이트를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하여 사이트의 이름과 설명을 수정합니다.

삭제 삭제 작업을 사용하면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이
트를 삭제하기 전에 특정 포드, 사용자 또는 할당과 연결된 사이트를 지워야 합니다.

n 포드의 사이트 연결을 수정하여 사이트의 각 포드를 다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포드에 대한 사
이트 연결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n 사이트가 사용자 또는 그룹의 홈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홈 사이트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사이트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대한 홈 사이트 재정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편집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삭제된 사이트를 홈 사이트 또는 홈 사이트 재정의로 사용하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이 있는 경
우 Universal Broker는 이러한 할당에서 리소스로 연결 요청을 라우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목록에서 사이트를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포드에 대한 사이트 연결 구성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포드에 대한 사이트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포드를 [모니터링됨] 상태에서 [관리됨] 상태로 변경하는 경우 포드와 연결할 새 또는 기존 사이트를 
지정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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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포드 속성을 편집하여 Horizon 포드 또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사이트 연결을 
변경합니다.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 탭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포드를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합니다. 포드 — 

사용 가능한 포드 수준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Broker에 대한 홈 사이트 구성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홈 사이트라고 하는 특정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홈 사이트는 Universal Broker가 최종 사용자의 연결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할당의 리소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정
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홈 사이트의 한 가지 사용 사례에는 로밍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연결 요청 관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홈 사이트를 소유하지만, 런던을 방문할 경우 Universal Broker는 사용자에게 더 가까운 
데스크톱으로 요청을 라우팅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사이트에서 검색을 시작하여 사용자의 데스크톱 요청을 이행
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 소개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에는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이 나열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또는 그룹에 홈 사이트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를 열려면 설정 >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는 다음 정보를 보고합니다.

열 세부 정보
사용자 이름 사용자나 그룹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도메인 사용자 및 그룹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유형 사용자 계정의 유형을 표시합니다.

홈 사이트 사용자 또는 그룹과 연결된 홈 사이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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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 설명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작업을 사용하여 홈 사이트를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에 연결하는 홈 사이트 할당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홈 사이트 할당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편집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과 연결된 홈 사이트를 변경하려면 편집을 클릭합니다.

삭제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에서 기존 홈 사이트 할당을 제거하려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홈 사이트 할당 구성
홈 사이트를 사용자 또는 그룹과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 홈 사이트 할당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2 마법사의 [사용자] 페이지에서 홈 사이트 할당을 수신할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합니다.

a 도메인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참고   클라우드 구성 도메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사용자 찾기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의 처음 몇 자를 입력하고 나타나는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이 [선택한 사용자/사용자 그룹] 목록에 추가됩니다.

참고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제거하려면 사용자 또는 그룹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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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 사이트 할당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a 홈 사이트 할당을 결을 수신할 사용자 또는 그룹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홈 사이트 할당을 클릭하고 메뉴에서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c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요약] 페이지의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구성된 사용자 또는 그룹이 [사용자 및 그룹] 목록에 나타나고 [홈 사이트] 열 아래에는 연결된 홈 사이트가 표시됩
니다.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위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사용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에는 클라우드 연결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의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 릴리스에서 Horizon 포드의 상태는 [모니터링됨] 또는 [관리
됨]일 수 있습니다. 포드가 [관리됨]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MCA(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해당 포드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됨 상태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 환경에 처음 연결하면 포드의 기본 상태는 [모니터링됨]입니다. 다음 목록에서
는 [모니터링됨] 상태의 포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합니다.

n [대시보드] 페이지에는 모니터링된 포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또한 이 페
이지에는 포드에 대한 리소스 사용량, 현재 사용자 세션 및 연결 통계에 대한 정보도 표시됩니다. Horizon 

Cloud 대시보드 - 포드 그룹 및 테넌트 환경에 대한 상태 가시성 및 인사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용량] 페이지에는 포드에 대한 세부 정보(예: 상태 및 위치)가 표시됩니다. 장 3 지원되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 유형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콘솔에서는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헬프 데스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 2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제공된 Cloud Monitoring Service의 통합 가시성, 인사이트, 상태 모
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기능 소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관리됨 상태
[모니터링됨] 포드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Horizon 포드의 상태를 [관리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관리된 포드는 모니터링된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관리됨] 포드의 리소스를 사용
하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생성하고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이러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관
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관리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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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를 관리
됨 상태로 변경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있는 Horizon 포드의 경우 Universal Broker 설정을 저장한 후 해당 포드를 [모니터링됨]

에서 [관리됨]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드를 관리 상태로 변경하면 해당 포드의 할당을 Universal Broker 

환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Horizon Cloud에서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인 IMS(이미지 관리 서비스)의 기능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용량] 페이지에서 [상태 변경] 워크플로를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량] 페이
지에서 [상태 변경] 워크플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를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설정
을 저장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Horizon 포드가 Universal Broker에 대한 요구 사항

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포드 내의 모든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
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외부 네트워크에서 최종 사용자가 이 포드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거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서 사용하도
록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Universal Broker에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포드 내의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동일한 2단계 인증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러한 설정이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하
는 다른 모든 포드의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2단계 인증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n Universal Broker를 Horizon 포드의 테넌트 전체 연결 브로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구성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 및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n 테넌트의 Universal Broker 설정에 2단계 인증이 이미 구성된 경우 콘솔은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및 외부 FQDN이 이 워크플로에 지정되도록 합니다.

절차
1 설정 > 용량을 클릭합니다. 포드 탭을 아직 선택하지 않았으면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포드를 선택한 다음, 추가 > 상태 변경을 클릭합니다.

콘솔에는 [변경 상태] 워크플로의 창이 표시됩니다.

3 [상태 변경] 워크플로의 창에서 포드 사이트 연결을 구성합니다.

n 포드를 새 사이트에 연결하려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새 사이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 포드를 기존 사이트에 연결하려면 기존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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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사항) 외부 네트워크에서 최종 사용자가 이 포드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거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외부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FQDN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n 포드에 여러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로컬 로드 밸런서의 주소를 포드의 
FQDN으로 지정합니다.

n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주소를 포드의 FQDN으로 지정합니다.

5 (선택 사항)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도 있는 경우, 해당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
여 내부 네트워크에서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는 내부 최종 사용자가 있음을 나타내고 내부 FQDN을 지정합니
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에는 포드 내부 FQDN을 제공하는 필드가 표시됩니다.

n 포드에 여러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로컬 
로드 밸런서의 주소를 포드의 내부 FQDN으로 지정합니다.

n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주소를 포드의 내부 FQDN으로 지정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결과
포드는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요구 사항에 설명된 모든 필수 구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포드가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를 통과하면 Universal Broker 환경에 참여하도록 설정되고 
[용량] 페이지에는 포드의 상태가 관리됨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포드가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를 통과하지 못하면 누락된 시스템 구성을 설명하는 세부 내용을 포함하는 메
시지(예: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이 설치되지 않음)가 표시됩니다.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하려고 시도
하기 전에 포드 구성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고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Universal Broker를 구성했
지만 내부 최종 사용자에 대해 해당 2단계 인증을 우회하려는 경우, 내부 네트워크 범위를 계속 정의하여 
Universal Broker가 2단계 인증을 건너뛰기 위해 해당 연결을 내부 연결로 식별하도록 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포드 - 포드를 [모니터링됨] 상태로 변경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Horizon 포드의 상태를 [관리됨]에서 [모니터링됨]으로 변경하
려면 먼저 포드 연결을 끊은 다음, Horizon Cloud에 다시 배포해야 합니다. 포드를 다시 배포하면 포드의 상태가 
[용량] 페이지에 [모니터링됨]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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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해당 포드를 포함하는 데스크톱 할당에서 포드를 제거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편집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2 Horizon Cloud에서 포드 연결을 끊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Horizon Cloud에서 사용할 때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 제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와 Horizon Cloud의 연결이 끊어지고 포드 이름이 [용량] 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참고   해당 프로세스 동안 오프라인 상태였던 Horizon 포드에서 클라우드 관리 속성을 지워 Horizon Cloud

에서 연결 끊기에 설명된 단계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 절차를 반복하여 포드를 Horizon Cloud에 온보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 및 Horizon Cloud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 정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결과
온보딩한 포드의 상태가 [용량] 페이지에 [모니터링됨]으로 나타납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할당 생성 및 관리
할당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최종 사용자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앱의 풀을 정의하고 최종 사용자에
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적 엔티티입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할당을 생성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합니다. 포드 유형에 따라, 풀을 할당에 포함하기 전에 특정 설정을 사용하여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풀 준비 단계
Universal Broker 환경의 할당에 참여하려면 Horizon 포드의 VDI 데스크톱 풀 또는 RDSH 풀을 Universal 

Broker에 필요한 특정 설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설정을 사용하여 새 풀을 생성하거나 Universal 

Broker에서 브로커링된 할당에서 사용하도록 기존 데스크톱 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정보를 참
조하십시오.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적합한 데스크톱 풀 생성
Horizon 포드에서 데스크톱 풀을 생성하고 Universal Broker 및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풀에 
특정 필수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필수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데스크톱 풀을 Universal Broker 및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만드는 요소만 
설명합니다. Horizon 포드에서 데스크톱 풀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포드의 소프트
웨어 버전에 따라 다음 가이드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7 7.13 버전의 경우 "Horizon에서 가상 데스크
톱 설정" 또는 VMware Horizon 8 버전 2006 이상의 경우 "Horizon의 Windows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
션" .

참고   수동 데스크톱 풀은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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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대상 포드의 모든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Horizon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2 Horizon Console에서 인벤토리 > 데스크톱을 선택합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풀 추가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4 마법사의 메시지를 따르고, 풀이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적합하도록 필수인 다음 구성을 수행합니다.

n 유형 페이지: 자동화된 데스크톱 풀을 선택합니다.

n vCenter Server 페이지: 인스턴트 클론 또는 전체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n 사용자 할당 페이지: 부동 또는 전용을 선택합니다.

전용을 선택하는 경우 자동 할당 사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수동 시스템 할당을 구성하지 마십시오.

n 데스크톱 풀 설정 페이지: 클라우드 관리를 선택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클라우드 관리로 표시된 데
스크톱 풀만 인식합니다.

참고   Horizon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관리로 구성된 데스크톱 풀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습
니다.

n 원격 디스플레이 설정 페이지: 데스크톱 풀에 대한 기본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5 풀에 대한 추가 설정을 구성하려면 마법사의 안내에 따라 계속 진행합니다.

6 제출을 클릭하여 풀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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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Universal Broker 및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사용할 전용 풀을 생성한 경우 풀에 포함된 가상 시스템에서 모든 
사용자 할당을 제거합니다. 사용자 할당 제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드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음 가이드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7 7.13 버전의 경우 "Horizon에서 가상 데스크톱 설정" 또는 VMware 

Horizon 8 버전 2006 이상의 경우 "Horizon의 Windows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

데스크톱 풀이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제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
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항목을 진행합니다.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데스크톱 풀 준비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에서 기존 데스크톱 풀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풀을 Universal 

Broker 및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해당 사용
에 적합한 풀을 만드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데스크톱 풀을 지원합니다.

n Universal Broker로 브로커링되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기존 데스크톱 풀을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에 설
명된 필수 설정을 사용하여 풀을 구성해야 합니다.

n 또한 풀의 모든 로컬 사용 권한과 풀에 포함된 가상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 할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고   수동 데스크톱 풀은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절차
1 데스크톱 풀이 포함된 포드의 모든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Horizon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

인합니다.

2 Horizon Console에서 인벤토리 > 데스크톱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려는 데스
크톱 풀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풀 편집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3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할당에서 자동 할당 사용(이 옵션을 풀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을 선택합니
다.

4 데스크톱 풀 설정 탭을 클릭하고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n 상태에 대해 사용을 선택합니다.

n 연결 서버 제한에 대해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제한 없음을 선택한 다음, 제출을 클릭합니다.

n 일반에서 클라우드 관리를 선택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클라우드 관리로 표시된 데스크톱 풀만 인
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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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을 저장하고 풀 편집 마법사를 닫으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데스크톱 풀] 페이지에서 해당 풀을 선택하고 사용 권한 > 사용 권한 제거를 선택하여 데스크톱 풀에서 모든 
로컬 사용 권한을 제거합니다.

7 이 풀이 전용 데스크톱 풀인 경우 풀에 포함된 가상 시스템에서 모든 사용자 할당을 제거합니다.

수행할 단계는 포드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음 가이드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7 7.13 버전의 
경우 "Horizon에서 가상 데스크톱 설정" 또는 VMware Horizon 8 버전 2006 이상의 경우 "Horizon의 
Windows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

다음에 수행할 작업
데스크톱 풀이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제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
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항목을 진행합니다.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데스크톱 풀 제거
Horizon 포드에서 구성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데스크톱 풀을 제거하려면 적절한 시퀀스를 적절한 순서에 따
라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풀이 포함된 할당을 수정한 다음, 풀에서 클라우드 관리 설정을 지워야 합니다.

이 시퀀스를 완료하면 Horizon Console에 구성된 로컬 사용 권한에 대해 데스크톱 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데스크톱 풀을 제거하려면 항상 적절한 시퀀스를 사용하십시오. Horizon 

Console에서 클라우드 할당 설정을 수동으로 지워 풀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클라우드 할당을 수동으로 지
우면 풀은 여전히 다중 클라우드 할당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Universal Broker는 할당을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풀
의 데스크톱을 계속 브로커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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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데스크톱 풀이 포함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편집합니다.

a 콘솔의 왼쪽 창에서 할당을 클릭합니다. [할당] 메뉴에서 온-프레미스 및 VMware Cloud를 선택합니다.

b [할당] 페이지에서 데스크톱 풀을 포함하는 할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c 데스크톱 할당 편집 마법사에서 [데스크톱] 페이지로 이동하고 제거하려는 데스크톱 풀을 선택 취소합니
다.

d 마침을 클릭합니다.

2 데스크톱 풀이 포함된 포드의 모든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Horizon Consol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
인합니다. 그런 다음, 풀에 대한 구성 설정을 수정합니다.

a Horizon Console에서 인벤토리 > 데스크톱을 선택합니다.

풀 편집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b 목록에서 데스크톱 풀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c 데스크톱 풀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일반에서 클라우드 할당 설정이 선택 취소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풀을 제거하면 클라우드 할당 설정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d 일반에서 클라우드 관리 설정을 선택 취소합니다.

이제 풀을 Horizon Console의 로컬 사용 권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로컬 사용 권한에 사용할 수 있고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데스크톱 
풀에 대한 구성을 보여 줍니다.

e 확인을 클릭하여 풀 편집 마법사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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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 환경의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구
성
이 문서에서는 클라우드 관리 Horizon 포드에서 Universal Broker 환경으로 세션 데스크톱 풀 및 원격 애플리케
이션 풀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DSH 풀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풀은 단일 Horizon 포드 내의 Microsoft 

RDS(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호스트에서 프로비저닝한 리소스로 구성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Universal Broker 

FQDN에 연결하여 세션을 열 수 있으며 Universal Broker는 이러한 세션에 대한 연결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RDSH 풀은 단일 Horizon 포드 내의 Microsoft RDS(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호스트에서 프로비저닝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됩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에 RDSH 풀을 추가하는 경우 풀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읽기 전용 할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포드 -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서 RDSH 할당 사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다음과 같은 필수 사전 단계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n Universal Broker를 Horizon 포드에 대한 연결 브로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구성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 및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n RDSH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풀의 소스인 Horizon 포드:

n 포드 내의 모든 연결 서버 인스턴스가 VMware Horizon 8 버전 2103(8.2) 이상을 실행 중인지 확인합
니다.

n 포드가 버전 1.10 이상의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RDSH 데스
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풀 지원은 버전 1.10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보안 및 버그 수정과 개선 
사항을 위해 Horizon Cloud Connector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
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구성할 RDSH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풀이 포함된 포드에 대한 Horizon Console(Horizon 포드의 관

리자 콘솔)을 엽니다.

Horizon Console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Horizon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Horizon Console에서 RDSH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풀을 구성하기 위한 마법사를 엽니다.

3 구성 마법사에서 풀에 대해 클라우드 브로커링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클라우드 브로커링으로 표시된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풀만 인식합니다.

n RDSH 데스크톱 풀의 경우 풀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마법사의 섹션에 클라우드 브로커링 옵션이 나타납
니다.

n 애플리케이션 풀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 마법사의 섹션에 클라우드 브로커링 옵션이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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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풀에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구성 마법사의 메시지를 따릅니다.

풀의 구성 정보가 Universal Broker 서비스와 동기화될 때까지 최대 10분 동안 기다립니다.

5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VMware SDDC의 포드에서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할
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클라우드 브로커링으로 구성한 풀이 페이지에 나열된 할당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
시오.

결과
권한 있는 사용자는 이제 Universal Broker FQDN에 연결하여 풀의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풀의 구성 정보는 다음 시점에 Universal Broker 서비스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n Horizon Console에서 풀을 생성할 때.

n Horizon Console에서 풀의 구성을 수정할 때.

n Horizon Console에서 풀을 삭제할 때.

자세한 내용은 Horizon 포드 -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RDSH 할당 사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가상 데스크톱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중 클라우드 할당
을 생성합니다. 할당의 데스크톱 풀은 관리됨 상태에 있는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별 최대 Horizon 포드 수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지원되는 최대 Horizon Connection Server 포드 수는 5개입니다. 5개를 초
과하면 Universal Broker에 대한 동시 로드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되는 브로
커링 기술입니다. 동시 로드를 늘리면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할당의 표시된 타일을 클릭하고 서비스
에서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 작업을 시도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합니다.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위해 클

라우드 연결 포드 사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이트 구성 및 Universal Broker에 대한 홈 사이트 구성에 설명된 대로 브로커
링 환경에 대한 사이트 및 홈 사이트 연결을 구성합니다.

n Horizon Console을 사용하여 할당에 포함하려는 데스크톱 풀을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구성합니다.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적합한 데스크톱 풀 생성 및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
용하기 위해 기존 데스크톱 풀 준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톱 풀이 해당 항목에 설명된 대로 Universal 

Broker에 대한 구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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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콘솔의 왼쪽 창에서 할당을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가 표시되면 VDI 데스크톱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할당]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VMware SDDC 플랫폼의 Horizon 포드에 대한 하위 메뉴 옵션
을 선택합니다.

새 데스크톱 할당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3 [정의] 페이지에서 필요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설정 설명
데스크톱 유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플로팅: 플로팅 할당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 이름을 지닌 다른 가상 시스
템을 수신합니다. 플로팅 할당을 사용하면 교대 근무를 하는 사용자가 사용할 데스크톱을 생성할 수 
있으며,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모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300명의 사용자가 한 번에 
100명씩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데스크톱 100대의 할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할당에서
는 데스크톱 세션마다 다른 호스트 이름이 사용자에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n 전용: 전용 할당에서는 각 가상 데스크톱이 특정 사용자에게 매핑됩니다. 각각의 매핑된 사용자는 로
그인할 때마다 동일한 데스크톱으로 돌아갑니다. 전용 데스크톱이 특정 사용자에게 매핑된 경우 해당 
데스크톱이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특정 사용자는 할당에 여러 포드의 데스크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Universal Broker로 브로커링
된 전용 할당에서 할당된 데스크톱을 최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기존 할당을 편집할 때 읽기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데스크톱 이름 할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 권한이 있는 최종 사용자는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이 할당 이름 형식
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문자, 하이픈 및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공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영
문자가 아닌 문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설명 할당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포드 선택 할당에 추가하려는 데스크톱 풀이 포함된 각 포드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여러 포드를 선택하여 여러 
다른 포드의 데스크톱 풀 할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지원되는 최대 Horizon Connection Server 포드 수는 5개입니다. 5개를 
초과하면 Universal Broker에 대한 동시 로드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되
는 브로커링 기술입니다. 동시 로드를 늘리면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할당의 표시된 타일을 클릭
하고 서비스에서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 작업을 시도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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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범위 사용자의 데스크톱 요청에 따라 브로커에서 데스크톱을 검색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모든 사이트를 선택하면 브로커에서 구성된 모든 지리적 사이트에 위치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을 검
색할 수 있습니다.

n 한 사이트로 제한을 선택하면 사이트 연결 선호도 설정에 지정된 대로 브로커가 사용자의 기본 사이
트에 있는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만 검색하도록 지시합니다.

사이트 및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소개는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사이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연결 선호도 이 설정은 특정 지리적 사이트를 사용자의 기본 사이트로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톱을 요청하면, 브
로커는 기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에 대한 검색을 시작합니다. 기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을 찾을 수 없고 사이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브로커는 기본 사이트 이외의 데스크톱을 계
속 검색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가장 가까운 사이트: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트를 사용자의 기본 사이트로 지정합니다.

n 홈 사이트는 사용자의 홈 사이트(또는 사용자를 포함하는 그룹의 홈 사이트)를 해당 사용자의 기본 사
이트로 지정합니다.

n 사용자가 구성된 홈 사이트 외의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홈 사이트 제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마십시오.

n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때 사용자를 구성된 홈 사이트로 제한하려면 홈 사이트 제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중요   홈 사이트 제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또는 해당 사용자가 포함된 그룹)은 데스
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구성된 홈 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 설정을 구성한 후에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데스크톱] 페이지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추가할 수 있는 데스크톱 풀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 속
성과 정책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체제에 대해 Windows 10(64비트)을 지정하고 사용자가 VM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VM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 정책이 사용하도록 설정된 
Windows 10(64비트)에 기준한 데스크톱 풀만 할당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운영 체제 할당에 포함하려는 데스크톱 풀의 운영 체제를 지정합니다.

메뉴에 Windows Server 2016을 나타내는 두 가지 선택 항목 Windows Server 2016 및 
Windows Server 2016 이상이 나열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6 이상 선택 항목은 
Windows Server 2016 이상 Windows Server 버전(예: Windows Server 2019)으로 구성된 풀과 
일치합니다.

참고   이 설정은 기존 할당을 편집할 때 읽기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기본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할당에 포함하려는 데스크톱 풀의 기본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이 정책은 사용자가 기본값 이외의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선택하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따라 데스크톱 
풀을 필터링합니다.

참고   이 설정은 기존 할당을 편집할 때 읽기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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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HTML Access 이 정책은 사용자가 HMTL Access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가상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데스크톱 풀을 필터링합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Horizon HTML Acces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VM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

이 정책은 사용자가 운영 체제를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하여 가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기
준으로 데스크톱 풀을 필터링합니다. 이 정책은 vCenter Server 가상 시스템이 포함되고 자동화된 풀 
또는 수동 풀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이 설정은 기존 할당을 편집할 때 읽기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중복 세션 정리 이 정책은 중복 사용자 세션을 자동으로 닫을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세션을 포함하는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고,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하여 다른 세션을 시작하고, 해당 
포드가 원래 세션과 함께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중복된 세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세션이 있
으면 Horizon Client는 사용자에게 세션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정책은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세션에 대한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정책을 비활성화하면 
사용자가 Horizon Client에서 로그오프하거나 세션을 시작한 후 로그오프하여 추가 세션을 수동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데스크톱 풀 선택 할당에 추가하려는 각 데스크톱 풀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단일 할당에 여러 풀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목록에서 원하는 데스크톱 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을 확인합니다.

n 데스크톱 풀이 수동 풀이 아닙니다. 수동 데스크톱 풀은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n 데스크톱 풀의 속성 및 정책이 이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대해 지정한 속성 및 정책과 일치합니다. 예
를 들어, 운영 체제에 대해 Windows 10(64비트)을 지정하고 사용자가 VM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
록 허용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데스크톱 풀은 Windows 10(64비트)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용자가 VM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 정책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n 데스크톱 풀이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데스크톱 풀 준비에 설명
된 대로 Universal Broker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데스크톱 설정을 구성한 후에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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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페이지에서 할당에 대해 사용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도메인 사용자 및 그룹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참고   클라우드 구성 도메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찾기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의 처음 몇 자를 입력하고 나타나는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합
니다.

선택 항목이 선택한 사용자/사용자 그룹 목록에 추가됩니다. 제거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을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홈 사이트 할당 이 선택적 설정을 사용하여 이 할당에 액세스하는 선택된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해 홈 사이트 재정의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Universal Broker는 사용자 또는 그룹의 구성된 홈 사이트 대신 재정의 사이트에
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 검색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홈 사이트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뉴욕을 재정의 사이트로 지정한다고 가정해보
겠습니다. 사용자가 할당에 액세스하면 Universal Broker는 샌프란시스코 대신, 뉴욕에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을 먼저 검색합니다.

참고   홈 사이트 할당 메뉴는 마법사의 [정의] 페이지에서 사이트 연결 선호도에 대해 홈 사이트를 선택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사이트 재정의를 지정하려면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하고 홈 사이트 할당을 클릭합니다. [홈 사이트 
할당] 메뉴에는 이 할당에 참여하는 포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표시됩니다.

n 사용자 또는 그룹의 구성된 홈 사이트 대신, 재정의 사이트를 기본값으로 지정하려면 메뉴에서 재정
의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n 재정의 사이트를 제거하고 사용자 또는 그룹의 구성된 홈 사이트를 대신 사용하려면 홈 사이트 지우
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설정을 구성한 후에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요약] 페이지의 설정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결과
새로 생성된 할당이 [할당] 페이지의 목록에 나타납니다.

할당에 포함된 각 데스크톱 풀이 이제 Horizon Console의 풀 편집 마법사에서 클라우드 할당으로 표시됩니다. 

Horizon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할당으로 표시된 데스크톱 풀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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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orizon Client 사용자가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부동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는 경우 중복 세션 정리 정책
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중복 연결 세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중복 세션에서 수동으로 로그아웃
하려고 하면 "로그오프할 현재 세션이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오류는 중복된 세션이 할당의 
정책을 통해 이미 닫혔지만 Horizon Client가 세션의 닫힌 상태를 아직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용자
가 오류 메시지를 닫으면 Horizon Client 화면이 새로 고쳐지고 중복된 세션이 더 표시되지 않습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할당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의 여러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의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드는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 위에 구축된 포드입
니다.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별 최대 Horizon Cloud 포드 수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지원되는 최대 Horizon Cloud 포드 수는 5개입니다. 5개를 초과하면 
Universal Broker에 대한 동시 로드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기 위해 테넌트 
환경에 구성된 브로커링 기술입니다. 동시 로드를 늘리면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할당의 표시된 타일
을 클릭하고 서비스에서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 작업을 시도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별로 최대 5개 포드 제한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3%의 추
가 데스크톱 용량을 포함하여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할당의 표시된 타일을 클릭할 때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의 사용자에게 1,000개의 가상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하기 위
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정의할 때 1,030개의 데스크톱에 대한 할당 크기를 조정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이러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중 하나에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에 올바르게 액세스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해야 하는 URL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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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포드에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환경에서만 해당 Horizon Cloud 포드를 사
용하여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이 해당 포드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
하도록 구성된 경우 최종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에서 환경의 구성된 Universal Broker URL을 사용하여 해당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통해 프로비저닝된 사용 권한이 부여된 VDI 데스크톱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이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최종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에서 이전 스타일 방식인 Unified 

Access Gateway FQDN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로 최종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를 우회하고 Unified Access Gateway FQDN으로 직접 이동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표시될 데스크톱 타일의 레이블 정보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Universal Broker URL을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데스크톱 타일에 있는 
레이블에는 다음 할당 생성 단계에 설명된 대로 할당 이름에 지정된 이름이 다중 클라우드 할당 양식에 표시됩
니다.

그러나 대신, Unified Access Gateway FQDN을 사용하여 이전에 사용된 단일 포드 브로커링 방법을 사용
하도록 최종 사용자에게 지시할 경우 데스크톱 타일에는 할당 이름 지정된 정확한 이름이 아닌 할당 이름 지정
된 이름의 변형이 표시됩니다. 타일은 할당 이름 필드에 나타나는 할당 이름과 고유한 8자리 접미사를 표시합
니다.

예를 들어, 다중 클라우드 할당 정의에서 할당 이름을 Dedicated-Sales로 지정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
다.

n Universal Broker URL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 최종 사용자에게 Dedicated-Sales 레이블이 지정된 
데스크톱 타일이 표시됩니다.

n 대신 Unified Access Gateway FQDN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 최종 사용자에게 
Dedicated-Sales-nnnnnnnn 레이블이 지정된 데스크톱 타일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nnnnnnnn은 고
유한 임의 영숫자 문자열입니다. 이 예에서 두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의 Universal Broker URL 대신 
Unified Access Gateway FQDN을 사용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 타일에는 
Dedicated-Sales-d1f466f1 레이블이 지정되고 다른 최종 사용자의 타일에는 
Dedicated-Sales-6bdbb611 레이블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   이러한 포드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면 최종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의 Universal Broker 

URL을 사용하여 이러한 할당에서 프로비저닝된 VDI 데스크톱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은 포드 관리자 유형의 포드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테넌트 환

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드는 자동화된 포드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배포
된 포드입니다.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테넌트가 해당 포드에 사용할 브로커링 방법으로 구
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사용 시작 및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이트 구성 및 Universal Broker에 대한 홈 사이트 구성에 설명된 대로 브로커
링 환경에 대한 사이트 및 홈 사이트 연결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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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할당에 참여하기 위해 선택할 각 포드에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가 포함된 하나 이상의 
게시된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참여 포드에 이러한 이미지가 없는 경우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생
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당에 대해 단일 포드를 선택하려는 경우 해당 포드에 게시된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할당에 대해 여러 포드를 선택하려는 경우 해당 포드 각각에 하나 이상의 게시된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려면 이미지 페이지로 이동한 후 적절한 이미지가 나열되는지 검토합니다. 게시된 이미지를 생
성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을 참
조하십시오.

n 데스크톱에 암호화된 디스크가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디스
크 암호화를 지정해야 합니다. 할당이 생성된 후에 나중에 디스크 암호화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 기능
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Horizon Cloud 환경의 팜 및 VDI 데스크톱에 Microsoft Azure Disk Encryption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 릴리스에서는 연결된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이미지 VM을 사용하는 플로팅 VDI 할당에 대한 디스크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할당에서 사용하려는 이미지에 데이터 디스크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n 데스크톱 VM에서 NSX Cloud 기능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생성할 때 
NSX Cloud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할당을 생성한 후에는 나중에 NSX Cloud 관리에 대한 할
당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할당에 대해 선택하는 게시된 이미지에는 NSX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게시하기 전에 NSX 에이전트를 설치한 상태여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NSX Cloud 기능과 디스크 암호화를 모두 사용하려면 이미지의 설치된 NSX 에이전트가 최신 에이전
트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이전 버전의 NSX 에이전트에서 디스크 암호화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n 포드가 여러 VM 서브넷을 포함하도록 구성된 경우 포드 구독에 배포된 데스크톱 VM을 VM 서브넷 중 하나 
또는 포드의 기본 VM 서브넷(테넌트 서브넷라고도 함)에 연결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2298 

이상을 실행하는 포드가 추가 VM 서브넷을 추가하도록 편집된 경우 해당 특정 포드에 대해 인스턴스화되는 
할당의 데스크톱 VM에 대해 해당 서브넷의 사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의 경우 사용하려는 VM 

서브넷이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네트워킹 섹션에 Ready 상태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
브넷을 워크플로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 및 VDI 할당에 대한 Horizon Cloud 포
드에서 여러 테넌트 서브넷 사용 개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할당에 대해 VM 서브넷 사용을 지정하는 경우 선택한 VM 서브넷은 그대로 유지되며 할당이 생성된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택한 서브넷에서 제공하는 총 IP 주소 수는 지정된 최대 VM 수 설정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당에 기본 서브넷을 사용하거나 할당에 대해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100개인 여
러 VM 서브넷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최대 VM 수는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절차
1 콘솔의 왼쪽 창에서 할당을 클릭하고 VDI 데스크톱에 대한 하위 메뉴 옵션을 선택합니다.

2 [할당]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Microsoft Azure의 데스크톱에 대한 하위 메뉴 옵션을 선택합니
다.

[새 데스크톱 할당] 창에서 첫 번째 마법사 단계가 열립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266



3 마법사에서 필요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모든 설정을 보려면 스크롤 막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데스크톱 유형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플로팅: 플로팅 할당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 이름을 지닌 
다른 가상 시스템을 수신합니다. 플로팅 할당을 사용하면 교대 근무를 하는 사용자가 
사용할 데스크톱을 생성할 수 있으며,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모가 조정됩
니다. 예를 들어 300명의 사용자가 한 번에 100명씩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데스
크톱 100대의 할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할당에서는 데스크톱 세션마다 다
른 호스트 이름이 사용자에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n 전용: 전용 할당에서는 각 가상 데스크톱이 특정 사용자에게 매핑됩니다. 각각의 매핑
된 사용자는 로그인할 때마다 동일한 데스크톱으로 돌아갑니다. 전용 데스크톱이 특정 
사용자에게 매핑된 경우 해당 데스크톱이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특정 사용자는 할당에 여러 포드의 데스크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Universal 

Broker로 브로커링된 전용 할당에서 할당된 데스크톱을 최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기존 할당을 편집할 때 읽기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할당 이름 할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설명서 항목의 앞부분에 설명된 것처럼 사용 권한이 있는 최종 사용자는 데스크톱에 액
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데스크톱 타일에서 이 할당 이름 형식을 볼 수 있습니
다. 이름은 문자, 하이픈 및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공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영
문자가 아닌 문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설명 할당에 대한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포드 선택 이 할당에 참여시키려는 각 포드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할당의 데스크톱 VM은 
Microsoft Azure에서 선택한 포드 구독에서 인스턴스화됩니다.

참고   사전 요구 설정 섹션에 설명된 대로, 선택한 각 포드에는 Microsoft Windows 클
라이언트 운영 체제가 있는 하나 이상의 게시된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한 포드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각 참여 포드의 이미지를 지정하는 마법사의 다음 
단계를 완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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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범위 사용자의 데스크톱 요청에 따라 브로커에서 데스크톱을 검색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려

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모든 사이트를 선택하면 브로커에서 구성된 모든 지리적 사이트에 위치한 사용 가능
한 데스크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n 한 사이트로 제한을 선택하면 연결 선호도 설정에 지정된 대로 브로커가 사용자의 기
본 사이트에 있는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만 검색하도록 지시합니다.

사이트 및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소개는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사이트 사용을 참조
하십시오.

연결 선호도 이 설정은 특정 지리적 사이트를 사용자의 기본 사이트로 지정합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톱
을 요청하면, 브로커는 기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에 대한 검색을 시작합니다. 

기본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을 찾을 수 없고 사이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브로커는 기본 사이트 이외의 데스크톱을 계속 검색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가장 가까운 사이트: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트를 사용자의 기본 사이트로 지정
합니다.

n 홈 사이트는 사용자의 홈 사이트(또는 사용자를 포함하는 그룹의 홈 사이트)를 해당 
사용자의 기본 사이트로 지정합니다.

참고   홈 사이트를 선택하면 마법사의 이후 단계에서 [사용자] 페이지에서 홈 사이트 
할당 설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n 사용자가 구성된 홈 사이트 외의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홈 
사이트 제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마십시오.

n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때 사용자를 구성된 홈 사이트로 제한하려면 홈 사이트 제한
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중요   홈 사이트 제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또는 해당 사용자가 포함된 
그룹)은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구성된 홈 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 설정을 구성한 후에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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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법사의 [데스크톱] 페이지에서 필요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모든 설정을 보려면 스크롤 막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명
필터 모델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어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필터를 설정합

니다. 유형, 시리즈, CPU 수, 메모리 및 태그를 기준으로 모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
델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의 옵
션을 설명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팜 및 할당의 VM 유형 및 크기 관리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필터를 설정하려면 먼저 드롭다운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한 다음, 하나 이상의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태그’이고 값이 'VMware 권장'인 단일 필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필터를 편집하고 And 및 Or 연산자로 연결하여 필터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
다.

다음은 필터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각각에 입력할 수 있는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n 유형

이 옵션을 선택하면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값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GPU 및 고성능 - GPU가 있는 모델.

참고   GPU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되는 이미지 목록은 선택한 GPU 플래그
를 사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GPU 모델을 사용하여 팜 또는 
풀 생성에 이러한 이미지가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비 GPU 모델을 선택하면 표시
되는 이미지 목록에 GPU 포함 플래그 없이 생성된 이미지만 포함됩니다.

n 시리즈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델의 시리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목록 맨 위의 필터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 목록을 필터링할 수도 있
습니다.

n CPU

이 옵션을 선택하면 CPU 범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   운영 환경에서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를 방지하려면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VM 모델을 사용합니다.

n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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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이 옵션을 선택하면 메모리 범위를 GB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n 태그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맨 위의 필터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 목록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드
롭다운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태그는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에서 생성한 하드 코딩된 시스템 태그 및 사용자 지정 태그입니다.

각 필터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추가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 링크를 클릭합니다.

b 이전 필터와 생성하려는 새 필터 사이에 사용할 연산자로 And 또는 Or를 선택합니
다.

c 조건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하여 새 필터를 설정합니다.

모델 데스크톱 인스턴스에 사용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메뉴에는 할당에 참여하는 선택한 모든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선택 사항만 표시됩니다.

이 선택에 따라 데스크톱 인스턴스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본 리소스의 집합이 용량(계산, 

스토리지 등) 측면에서 정의됩니다.

중요   운영 환경에서는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합니다. VMware 확장 
테스트를 통해 2개 이상의 CPU를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를 방지한
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단일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델은 테스트 또는 개념 증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디스크 유형 사용 가능한 옵션에서 지원되는 디스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메뉴에는 할당에 참여하는 선
택한 모든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유형 옵션만 표시됩니다.

디스크 유형 옵션은 선택한 모델과 Azure 구독 및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일반
적으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디스크 유형입니다.

n 표준 HDD - 기본 디스크 유형
n 표준 SSD

n 프리미엄 SSD - 프리미엄 IO를 지원하는 모델을 선택한 경우에만 옵션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할당을 생성한 후에 선택 항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 이 할당의 VM에 대한 OS 디스크 크기(GB)를 입력합니다.

n 기본값은 기본 이미지 OS 디스크 크기(일반적으로 128GB)입니다.

n 크기를 편집하는 경우 입력하는 값은 기본 이미지 OS 디스크 크기보다 커야 하며, 선
택한 모델에서 지원하는 최대 크기(일반적으로 1024G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n 나중에 이 값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디스크 크기를 편집하는 경우 VM이 예상대로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수행해
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디스크 크기가 
증가한 경우 필요한 관리자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OS 시스템 할당에 포함하려는 VM의 운영 체제를 지정합니다.

팁   이 선택 항목은 후속 이미지 메뉴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운영 체제가 선택된 
이미지만 후속 이미지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270



설정 설명
도메인 환경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암호화 데스크톱 인스턴스에 암호화된 디스크가 포함되도록 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중요  
n 디스크 암호화를 원할 경우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당이 생성된 후에 나중에 디스크 암호화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n NSX Cloud 기능과 디스크 암호화를 모두 사용하려면 이미지의 설치된 NSX 에이전
트가 최신 에이전트 버전이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NSX 에이전트에서 디스크 암호
화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NSX Cloud 관리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턴스에서 NSX Cloud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선택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데스크톱에서 NSX Cloud 기능 사용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및 해당 하위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n 데스크톱 인스턴스에서 NSX Cloud를 사용하려는 경우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당을 생성한 후에는 나중에 NSX Cloud 관
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n NSX Cloud 관리 기능이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턴스에 작동하려면 이 할당에 대해 선
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토글을 예로 설정
할 경우 이미지에서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시스템은 할당을 생성할 때 선택한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
습니다.

n NSX Cloud 기능과 디스크 암호화를 모두 사용하려면 이미지의 설치된 NSX 에이전
트가 최신 에이전트 버전이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NSX 에이전트에서 디스크 암호
화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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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이미지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각 포드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미지에 대한 정

보를 보려면 세부 정보를 클릭합니다.

각 포드에서 OS 시스템 선택에 해당하는 게시된 이미지만 여기에 나열됩니다. 봉인된 이
미지 또는 할당 가능한 이미지라고도 하는 게시된 이미지는 골든 이미지를 데스크톱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게시되는 이미지입니다.

참고   이미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계속하려면 유효한 이미지를 선택하십시오." 오류 메시
지가 표시되면 이미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 이미지로 이동하여 문제 이
미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안된 업데이트 적용 절차를 수행합니다.

할당에 참여하는 각 포드에 사용할 다른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는 
Universal Broker가 할당에서 리소스를 브로커링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세션 환경을 수
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는 포드 A에서 데스크톱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드 B에서 데스크톱을 수신하는 다른 사용자는 포드 B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톱 이미지를 기준으로 다른 세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요  
n 디스크 암호화를 예로 설정한 경우 여기에서 선택한 이미지에 연결된 데이터 디스크

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릴리스에서는 플로팅 VDI 할당을 위해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VM의 디스크 암호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n NSX Cloud 관리 토글을 예로 설정할 경우 여기에서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
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SX Cloud 관리 기능이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
턴스에 작동하려면 이 할당에 대해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되
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선택한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VM 이름 접두사 이 할당에서 생성된 데스크톱 VM에 대한 기본 이름입니다. 이 기본 이름에 숫자를 추가해
서 VM 이름으로 사용합니다(예: win10-1, win10-2).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문자, 

대시, 숫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이 할당에서 데스크톱에 액세스하기 위해 
이동할 때 최종 사용자에게 이 이름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ient를 실행하여 데스크톱 중 하나를 사용하면 이 이름이 Horizon Client에 표시됩니
다.

기본 프로토콜 최종 사용자 세션에서 사용할 기본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기본 프로토콜 대신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기본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가 기본 프로토
콜 선택을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이미지의 경우 RDP만 
지원됩니다.

기본 설정 클라이언트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플랫폼의 포털인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용 브라우저에서 데스크톱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기본 설정 클라이언트를 선택합
니다.

참고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이미지의 경우 
Horizon Client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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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Windows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보유 여부 마법사는 이미지에 있으며, 데스크톱 VM에 포함될 예정인 Microsoft Windows 운영 체

제를 사용하기 위한 적격 라이센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화면의 지침
을 따릅니다.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의 경우 Horizon Cloud는 기본적으로 Windows 클라이언트 라이
센스 유형을 사용하도록 할당의 데스크톱 VM을 설정하며, 사용자는 해당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원 끄기 보호 시간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을 자동으로 끄기 전에 시스템이 대기할 시간(분)을 지정합니다. 1에
서 60 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30분입니다.

이 보호 시간은 시스템이 데스크톱 VM 전원을 자동으로 끄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 전원 끄기 보호 시간 설정을 사용하여 VM 전원을 끄기 전에 지정된 시간을 대기하도록 
하여 전원 관리 필드에 지정된 임계값 설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구성된 스케줄
에 맞게 VM의 전원을 끄기 전에 전원 끄기 보호 시간에 지정된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본 
대기 시간은 30분입니다.

 
필요에 따라 고급 속성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컴퓨터 OU 데스크톱 VM이 배치될 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고유 이름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예: 

OU=RootOrgName,DC=DomainComponent,DC=eng)를 입력합니다. OU 및 중첩된 OU

의 각 경로에는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 및 공백 조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대 64자를 포
함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중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컴퓨터 OU가 CN=Computers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VM에 대한 기본 
Active Directory Computers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Active Directory에서 이러한 
기본 컨테이너가 조직 구성 단위 클래스 컨테이너로 리디렉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행 스크립트 (선택 사항) VM 생성 프로세스 이후 할당의 데스크톱 VM에서 실행하려는 스크립트의 위
치입니다.

참고   스크립트는 VM을 재부팅하기 위한 재부팅 단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동으로 다시 시작할 때까지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Windows 명령인 샘플 재부팅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shutdown /r /t 0

스크립트가 재부팅 단계로 끝나야 하는 이유는 스크립트가 sysprep 프로세스 후에 실행
되는 시퀀스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서 할당에 대한 데스크톱 VM을 생성하면 VM이 
Windows 운영 체제에서 부팅되고 sysprep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sysprep 프로세스
가 완료되면 데스크톱 VM의 에이전트가 도메인 가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에이
전트가 여기서 지정하는 스크립트 경로를 가져옵니다. 에이전트가 Windows RunOnce 경
로(System run once)를 설정한 다음 데스크톱 VM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에 다시 시
작할 때 시스템에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고 스
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스크립트에 지정된 대로 이후에 또 한 번 다시 시작되어야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데스크톱 VM이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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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연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 시스템이 연결 해제된 데스크톱 세션에서 사용자를 로그아웃하도록 하려는 경우를 지정합

니다.

참고   연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 세션 시간 초과 간격 및 최대 세션 수명 설정에서 제어
되는 세션은 데스크톱의 Windows 운영 체제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입니다. 이러한 세션
은 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또는 Workspace ONE의 사용자 로그인
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톱의 Windows 운영 체제에 인증하면 사용자 세션이 시작됩니다.

세션 시간 초과 간격 이 시간 간격은 데스크톱에서 시스템이 강제로 로그아웃되기 전에 최종 사용자의 세션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과는 기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
인한 세션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정한 시간은 최종 사용자의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에서 로그인한 세션을 통제하는 시간 초과 설정과 다릅니다.

경고   시스템이 기본 Windows 운영 체제 세션에서 강제로 로그오프될 때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유실됩니다. 의도치 않게 데이터를 유실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이 간격을 최종 
사용자의 비즈니스 필요성을 충족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십시오.

기본 간격은 1주(10080분)입니다.

참고   시간 초과 간격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자 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30초 이내에 확인
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로그오프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데스크톱에 표시됩니
다. 로그아웃되면 문서나 파일과 같은 저장되지 않은 모든 사용자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최대 세션 수명 시스템이 단일 사용자 세션에 대해 허용하는 최대 시간(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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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전원 관리 모드 참고   이 설정은 데스크톱 유형을 플로팅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관리 설정은 사용량에 따라 시스템에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전원이 켜진 데
스크톱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증가시키고 축소하는 임계값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용
량이 상한보다 높게 증가하면 시스템은 새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전원을 자동으로 켭니다. 

사용량이 하한보다 낮게 줄어들면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에서 로그아웃할 때 데스크톱 
VM을 종료하고 할당을 취소합니다.

전원 관리 선택 사항은 더 빠른 가용성과 용량 비용을 적절히 균형있게 제공합니다.

n 시스템에서 다음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전원을 더 빨리 켜도록 하려면 성능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사용자가 요구하기 전에 다음 데스크톱이 준비되도록 하므로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되지만 이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할당의 데스크톱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해당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데스크톱 전원이 이미 켜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n 다음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전원을 켜기 전에 시스템이 최대한 오래 대기하도록 하려
면 전원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에서 다음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전원을 켜기 전
에 데스크톱의 할당 집합에 대한 점유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선택 사항은 기존 데스크
톱의 활용률을 더 높여 용량 비용을 최소화하지만, 이 설정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데
스크톱의 전원을 켜는 동안 대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새 사용자가 로그인하려고 할 
때 지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n 용량 비용 및 가용 상태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면 밸런스가 
조정됨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각 항목에 대한 낮은 임계값 및 높은 임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성능 최적화
n 낮은 임계값: 23%

n 높은 임계값: 50%

n 전원 최적화
n 낮은 임계값: 38%

n 높은 임계값: 80%

n 밸런스가 조정됨
n 낮은 임계값: 31%

n 높은 임계값: 66%

Azure 리소스 태그 (선택 사항) Azure 리소스 그룹에 적용할 사용자 지정 태그를 생성합니다. Azure 리소스 
태그는 리소스 그룹에만 적용되며 그룹의 리소스에 의해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태그를 생성하려면 이름 및 값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태그를 생성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다음 기존 이름 아래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름과 값 필드에 입력합니다.

n 최대 10개의 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 태그 이름은 512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스토리지 계정의 경우 
태그 이름은 128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n 태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

< > % & \ ? /

n 태그 이름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azure’, ‘windows’, ‘microsoft’ 문자열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할당이 생성된 후 더 많은 Azure 리소스 태그를 추가하고 해당 할당에 대한 태그를 편집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설정을 구성한 후에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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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법사의 [용량]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a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모든 포드에 대한 전역 구성을 클릭하고 할당에 참여하는 모든 
포드에 적용되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n 다음 단계에서 포드별 설정을 지정할 때 여기에서 지정한 설정을 특정 포드에 대해 재정의할 수 있습

니다.

n 이러한 설정은 매니페스트 버전이 2474.0 이전인 포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당에서 2474.0 

이전의 매니페스트가 있는 포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드에 있는 데스크톱 VM에 대해 이러한 설정
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옵션 설명
최대 데스크톱 삭제 이렇게 하면 설정 > 일반 설정 페이지의 삭제 보호에서 설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

기 전에 할당에서 삭제할 수 있는 데스크톱 VM의 수가 설정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
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무제한 - 무제한 데스크톱 VM은 할당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 보호 
설정은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n 없음 - 추가 데스크톱 VM을 삭제 보호에 대해 설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전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삭제 보호만 사용하여 삭제 권한을 부
여하거나 차단합니다. 없음은 삭제 보호의 기본값입니다.

n 사용자 지정 - 추가 데스크톱 VM을 삭제 보호에 대해 설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계
산하기 전에 삭제할 수 있는 추가 데스크톱 수입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는 경
우 사용자 지정 삭제 수에 대한 숫자 값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데스크톱 삭제를 10으로, 삭제 보호를 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10개의 VM이 삭제된 후(10개가 삭제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상관없음) 

시스템은 해당 시간 이후 매시간 1개의 추가 VM만 삭제되도록 허용합니다.

중요   전용 데스크톱 할당을 위해 새 이미지를 지정하는 경우, 할당되지 않은 모든 데
스크톱 VM을 새 이미지로 다시 빌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최대 데스크
톱 삭제 설정을 변경합니다.

참고   삭제 보호에 대해 무제한을 선택하는 경우 최대 데스크톱 삭제 설정을 사용할 필
요가 없습니다.

삭제 보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
정 가능한 일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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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모든 VM 삭제를 방지하려면 할당 페이지에서 삭제 방지 설정
을 사용합니다. 다중 클라우드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삭제 방지 또는 삭제 허용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삭제 수 최대 데스크톱 삭제 수에 대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삭제 보호에 대해 설정
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 전에 삭제할 수 있는 추가 데스크톱 VM의 수를 입력하십시
오. 입력하는 숫자는 1과 2000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b 포드 목록에서 포드 옆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참여하는 각 포드에 대한 필수 설정을 구성합니

다.

옵션 설명
전원 관리 스케줄 추가 Microsoft Azure에서 데스크톱 VM의 용량을 절약하고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전원

이 켜진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최소 수를 조정하도록 선택적으로 스케줄을 주 단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플로팅 할당에서는 전원 관리 스케줄을 사용하여 모든 데스크톱 인스턴스를 관
리할 수 있습니다. 전용 할당에서는 할당 취소된 데스크톱 인스턴스만 스케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n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주말이나 야간 시간
에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 수(플로팅 할당) 또는 전원이 켜진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
톱 수(전용 할당)를 0으로 또는 낮은 개수로 유지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n 최종 사용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날짜나 특정 시간에는 이러한 요
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의 최소 개수를 늘리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할당에 대해 최대 10개의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에 겹치는 기간이 있지
만 다른 최소 데스크톱 수를 지정하면, 시스템은 겹치는 기간 동안 최소 데스크톱 수 중
에서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1 [최소 데스크톱 수] 열에서 [캘린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포드에 대한 전원 관
리 스케줄 추가 화면을 엽니다.

2 첫 번째 스케줄에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3 지정된 날짜에 적용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n 모든 날짜의 모든 시간에 이 스케줄을 적용하려면 하루 종일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n 각 날짜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참고   암호화된 VM의 전원을 켜는 것이 암호화되지 않은 VM의 전원을 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디스크 암호화를 예로 설정했으며 암호화된 VM의 
100%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최종 사용자 연결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려면 여
기에서 더 이른 시작 시간을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암호화된 
VM이 있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전원 관리를 스케줄링할 경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4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위치에 가장 가까운 표준 시간대를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표준 시간대에 따라, 적절한 일광 절약 시간이 자동으
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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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참고   두 스케줄의 표준 시간대 설정이 동일하고 겹치는 시간이 있으면 경고가 표
시됩니다. 그러나 두 스케줄의 표준 시간대 설정이 다르고 두 스케줄이 겹치는 경
우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종일 진행되는 두 개의 스케줄이 
있고 하나에는 유럽/런던 표준 시간대가 선택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에는 아메리
카/토론로 선택되어 있으면 겹침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5 최소 데스크톱 수 필드에 지정된 기간 동안 전원을 켜두려는 데스크톱의 최소 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최종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개수의 데스크톱 전원이 켜집니다.

n 플로팅 할당에서 이 숫자는 0부터 포드의 최대 데스크톱 수에 대해 지정된 수
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n 전용 할당에서 이 숫자는 0부터 포드의 할당 취소된 데스크톱 인스턴스 수 합
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개수가 0이고 스케줄의 시작 시점에 활성 상태인 최종 사용자 세션이 없는 경
우, 포드의 데스크톱 전원이 꺼집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최종 사용자가 이후에 
스케줄링된 기간 동안 이 할당의 데스크톱에 연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기본 데스크
톱 VM의 전원이 켜져야 하므로 데스크톱이 사용 가능 상태가 되기 전에 지연이 
발생합니다.

6 추가 전원 관리 스케줄을 생성하려면 스케줄 추가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스케줄 이외의 시간에 데스크톱에서 로그아웃하면 시스템
은 전원 끄기 보호 시간 필드에 지정된 시간 동안 데스크톱 VM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
록 보호합니다. 기본값은 30분입니다.

플로팅 VDI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최소 VM 수
최대 VM 수

이 할당의 선택한 포드에서 원하는 데스크톱의 최소 수 및 최대 수를 지정합니다. 할당
이 처음 생성될 때 시스템은 최대 VM 수 설정에 지정된 수만큼 포드의 데스크톱 VM 

수를 배포한 다음, 최소 VM 수에 지정된 수를 초과하는 데스크톱 VM의 전원을 끕니
다.

최소 수의 데스크톱 인스턴스만 처음에 전원이 켜집니다. 최종 사용자 요구가 늘어나면 
시스템은 최대 VM 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데스크톱의 전원을 켭니다. 그런 다음, 최
종 사용자 요구가 줄어들면 시스템은 최소 VM 수에 도달할 때까지 데스크톱의 전원을 
끕니다. 시스템에서 전원을 끄기 전에 데스크톱에 로그인된 사용자 세션이 없는 상태여
야 합니다.

최소 VM 수를 0으로 지정하는 경우 데스크톱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요구가 없어지면 
시스템이 모든 할당의 데스크톱 전원을 끕니다.

중요   VM 서브넷 지정에 지정한 서브넷은 최대 VM 수 값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IP 

주소 수를 수용해야 합니다.

전용 VDI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최소 VM 수
최대 VM 수

팁   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최소 VM 수 설정은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
당에 대해 해당 설정이 작동하는 방식과 약간 다르게 작동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최소 VM 수 설정은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을 나타냅니다. 데스크톱이 
사용자에게 할당되면 해당 데스크톱 VM은 더이상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최소 VM 수 설정에 의해 관리되는 데스크톱 집합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
니다. 할당에서 할당 해제된 데스크톱 VM의 수가 최소 VM 수 값보다 작으면 전원이 
켜진 VM의 수가 최소 VM 수 값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 최소 VM 수 — 이 할당이 선택한 포드에서 생성하는 풀에 유지할 전원이 켜진 할
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VM의 수를 설정합니다. 할당을 처음 생성하면 선택한 포드
에서 가능한 최대 수 중에서 0개의 데스크톱 VM이 할당됩니다(최대 VM 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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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라 설정). 따라서 여기에서 설정하는 수는 처음에 가능한 최대 개수 중에서 전원을 
켜려는 할당되지 않은 VM 개수에 속합니다. 최소 VM 수에 0을 지정하는 경우 할
당이 초기에 생성될 때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VM 중 어떤 VM도 전원을 켜지 
않으려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할당되지 않은 일부 VM을 전원이 켜진 상태로 설정하면 일부 할당되지 않은 VM

에 사용자가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원이 켜진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은 데스크톱을 할당하는 초기 로그인을 수행
하는 사용자 또는 할당 작업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데스크톱을 명시적으로 할당
하는 관리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할당되므로 시스템은 이 할당에 참여하는 다른 포
드와 함께 이 포드의 할당되지 않은 추가 데스크톱의 전원을 켭니다. 시스템이 포
드에 대해 지정된 최대 VM 수에 도달하면 시스템에서는 이 할당에 대한 포드 풀
에 있는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의 전원을 더이상 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
정된 포드의 모든 데스크톱 VM이 사용자에게 할당된 경우 최소 VM 수 값은 사용
자의 데스크톱 할당 해제를 명시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n 최대 VM 수 — 이 할당에 의해 정의된 VM의 포드 풀에서 원하는 총 데스크톱 
VM 수를 설정합니다.

중요   VM 서브넷 지정에 지정한 서브넷은 최대 VM 수 값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
한 IP 주소 수를 수용해야 합니다.

VM 중지 중 이 설정은 할당을 편집하여 선택한 포드에 대해 지정된 이미지를 변경하는 사용 사례
에 적용됩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데스크톱 VM의 결과 동작은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이 설정은 선택한 풀에 있으면서 포드의 선택한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동시
에 정지될 수 있는 전원이 켜진 할당의 데스크톱 VM 수를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선택한 포드의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이 할당을 편집하는 경우, 시스템
은 세션이 없는 VM에 대해 전원이 켜진 이 개수의 데스크톱 VM 전원을 동시에 끕
니다.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에 세션이 있는 경우 세션이 종료될 때까지 시스템의 
전원이 꺼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후, 전원이 꺼진 데스크톱 VM 집합에 대해 
시스템은 새 이미지를 해당 집합에 프로비저닝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서는 이 수가 선택한 포드에 대해 정의된 최대 데스크톱 VM 

수의 하위 집합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원할 경우 여기에 최대 VM 수 설정과 동
일한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포드의 데스크톱 VM에 대
해 새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할당을 편집할 때 시스템에서 선택한 포드에서 전원이 
켜진 할당의 모든 데스크톱 VM의 전원을 동시에 끄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이 설정은 선택한 풀에 있으면서 포드의 선택한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동시
에 정지될 수 있는 할당에서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수를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선택한 포드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이 할당을 편집하면 시스템에서 
이 수의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VM의 전원을 동시에 끄게 됩니다. 그런 후, 전원
이 꺼진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VM 집합에 대해 시스템은 새 이미지를 해당 집합
에 프로비저닝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서는 이 수
가 선택한 포드에 대해 정의된 최대 데스크톱 VM 수의 하위 집합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원할 경우 여기에 최대 VM 수 설정과 동일한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포드의 데스크톱 VM에 대해 새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할당을 
편집할 때 시스템에서 선택한 포드에서 전원이 켜진 할당의 할당되지 않은 모든 데
스크톱 VM의 전원을 동시에 끄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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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참고  
n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이 설정은 전원이 꺼진 데스크톱 VM과 관련이 없

습니다. 플로팅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의 포드에 대해 이미지가 변경되면 시스템
은 전원이 꺼진 해당 데스크톱 VM을 즉시 삭제하고 새 이미지로 업데이트합니다.

n 전용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서 사용자에게 매핑된 데스크톱은 해당 사용자에
게 할당된 것을 말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은 
아직 특정 사용자에게 매핑되지 않은 데스크톱입니다.

최대 데스크톱 삭제
사용자 지정 삭제 수

이러한 옵션은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앞의 단계에 있는 표
의 설명을 참조합니다. 선택한 포드의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면 글로벌 구성 설정에서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내용이 재정의됩니다.

VM 서브넷 지정 선택한 참여 포드에 대해 구성된 특정 서브넷을 하나 이상 선택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
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러한 서브넷은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을 위해 Horizon 

Cloud 포드에서 여러 테넌트 서브넷 사용 개요에 설명된 대로 해당 포드 구성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할당의 데스크톱 VM이 이러한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토글을 사용하도
록 설정한 후 표시된 목록에서 특정 서브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면 할당의 데스크톱 VM이 기본적으로 포드 기본 VM 서브넷에 연결
됩니다.

중요  
n 할당에 대해 VM 서브넷 사용을 지정하는 경우 선택한 VM 서브넷은 그대로 유지

되며 할당이 생성된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n 선택한 서브넷에서 제공하는 총 IP 주소 수는 지정된 최대 VM 수 설정보다 크거
나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당에 기본 서브넷을 사용하거나 할당에 대해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100개인 여러 VM 서브넷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최대 VM 

수는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량] 설정을 구성한 후에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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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페이지에서 할당에 대해 사용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도메인 사용자 및 그룹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참고   클라우드 구성 도메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찾기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의 처음 몇 자를 입력하고 나타나는 목록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합
니다.

선택 항목이 선택한 사용자/사용자 그룹 목록에 추가됩니다. 제거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한 사용자 또는 
그룹을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홈 사이트 할당 참고   이 설정은 마법사의 [정의] 페이지에서 연결 선호도에 대해 홈 사이트를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적 설정을 사용하여 이 할당에 액세스하는 선택된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해 홈 사이트 재정의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Universal Broker는 사용자 또는 그룹의 구성된 홈 사이트 대신 재정의 사이트에
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 검색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홈 사이트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뉴욕을 재정의 사이트로 지정한다고 가정해보
겠습니다. 사용자가 할당에 액세스하면 Universal Broker는 샌프란시스코 대신, 뉴욕에서 사용 가능한 
데스크톱을 먼저 검색합니다.

홈 사이트 재정의를 지정하려면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하고 홈 사이트 할당을 클릭합니다. [홈 사이트 
할당] 메뉴에는 이 할당에 참여하는 포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표시됩니다.

n 사용자 또는 그룹의 구성된 홈 사이트 대신, 재정의 사이트를 기본값으로 지정하려면 메뉴에서 재정
의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n 재정의 사이트를 제거하고 사용자 또는 그룹의 구성된 홈 사이트를 대신 사용하려면 홈 사이트 지우
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설정을 구성한 후에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7 [요약] 페이지에서 구성을 검토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결과
선택한 사용자에게 VDI 데스크톱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포드의 데스크톱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됩
니다.

참고   암호화된 데스크톱 VM을 생성하는 데는 암호화되지 않은 VM을 생성할 때보다 약 2배의 시간이 소요됩니
다. 결과적으로, 디스크 암호화가 사용되도록 설정된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이 완료되는 전체 시간은 디스크 암
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고 해당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의 약 2배가 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이미지에 특별한 포트를 열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이 할당의 연결된 NSG(Network Security Group)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NSG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VDI 데스크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할당에 대해 NSX Cloud 관리를 지정한 경우 NSX Cloud 환경의 서비스 관리자(CSM)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VM이 NSX Cloud에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의 CSM에 로그인하고 클라우드 > Azure > 

인스턴스로 이동합니다. 인스턴스 페이지에 데스크톱 인스턴스가 관리됨 상태로 표시되면 해당 인스턴스의 NSX 

정책 구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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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대한 세부 정보 보기
[할당] 페이지와 자세한 해당 하위 페이지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를 기준으로 하
는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할당] 페이지에 대한 정보
기본 [할당] 페이지의 다음 열은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택적 열을 표시하려
면 [할당] 페이지의 왼쪽 아래에 있는 [사용자 지정] 버튼을 사용합니다.

정보 열 설명
구성 할당 구성을 변경하는 요청의 현재 진행률을 나타냅니다. 구성 변경 중에는 새 할당 생성 또는 기존 할당의 

편집 또는 삭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할당의 모든 참여 포드에서 변경 요청이 전파되면 이 열에 [완료] 상
태가 표시됩니다.

상태 할당의 준비 상태를 나타냅니다. 할당을 생성하는 동안 참여 포드에서 데스크톱이 프로비저닝되는 경우처
럼 할당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이 열에는 순환 화살표가 있는 [진행 중] 상태가 표시됩니다.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이 항목의 다음 섹션에 설명된 대로 할당의 이름을 클릭하여 할
당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모든 참여 포드에 대한 모든 구성 작업이 완료되고 할당을 사용할 준비가 되면 이 열에 녹색 확인 표시가 있
는 [온라인] 상태가 표시됩니다.

사이트 이 열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할당의 참여 포드와 연결된 모든 사이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포드 이 열에는 할당에 참여하는 총 포드 수가 표시됩니다. 이 열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모든 참여 포드 목록이 
표시됩니다.

용량 정숫값으로 표현되는 할당의 총 용량입니다.

이 값은 할당과 연결된 모든 데스크톱 풀에서 제공하는 최대 가상 머신 수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할당에 4개의 데스크톱 풀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각 데스크톱 풀이 최대 하나의 VM(가상 머
신)을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총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 번째 데스크톱 풀의 최대 VM 수) + (두 번째 데스크톱 풀의 최대 VM 수) + (세 번째 데스크톱 풀의 최
대 VM 수) + (네 번째 데스크톱 풀의 최대 VM 수) = 1+1+1+1 = 4.

사용자 그룹 이 선택적 열은 할당에 사용 권한이 부여된 총 사용자 그룹 수를 나타냅니다.

점유율 이 선택적 열은 할당의 총 용량에 대한 사용된 비율 또는 할당된 비율을 백분율 값으로 나타냅니다.

점유율은 전역 사용 권한(예: 이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및 포드 수준의 로컬 사용 권한을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n 플로팅 할당에 대한 점유율은 할당의 모든 플로팅 데스크톱 풀에서 로그인한 사용자 세션 수(연결됨, 

연결 끊김 및 유휴 상태인 세션 포함)를 먼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런 후 사용자 세션의 합계를 총 
용량으로 나누어 소수 값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수 값에 100을 곱하여 점유율 백분율을 얻습
니다.

n 전용 할당의 점유율은 할당의 모든 전용 데스크톱 풀에서 할당된 가상 머신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계를 총 용량으로 나누어 소수 값을 생성한 후 100을 곱하여 점유율 백분율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팅 할당에는 총 용량 4에 대해 4개의 데스크톱 풀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두 
개의 사용자 세션이 활성 상태입니다. 점유율은 (2/4)*100 = 50%입니다.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에 대한 정보
할당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기본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의 이름을 클릭하여 [할당 세부 정보] 페이
지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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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의 요약 탭에서 각 포드의 개별 상태를 포함하여 참여 포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포드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시스템 활동 탭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포드의 이름을 선택합니
다. [시스템 활동] 탭에는 포드에서 실행 중인 현재 및 최근 작업 목록과 각 작업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작
업 설명을 클릭하면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포드에 문제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설명이 [시스템 활동] 탭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사용
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할당 상태를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Horizon 포드 -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RDSH 할당 사용
적절한 구성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관리 Horizon 포드에서 RDSH 데스크톱 또는 앱 풀을 준비하면 해당 풀을 테넌
트 환경에서 RDSH 할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이러한 할당을 보고 모니터
링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에 RDSH 할당을 추가하는 방법은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 환경의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
케이션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의 클라우드 브로커링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풀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 제한 사항 및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n RDSH 풀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읽기 전용 RDSH 할당으로 나타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이러한 할당의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n RDSH 할당의 구성을 수정하려면 Horizon Console을 사용해야 합니다(Horizon 포드용 관리자 콘솔).

n RDSH 할당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검색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또는 VM(가상 시스템)을 검색하는 경우 Horizon 포드의 RDSH 할당이 검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클라우드 브로커링 RDSH 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VMware 

SDDC의 포드에서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할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환경에 클라우드 
브로커링 RDSH 할당이 있는 포드가 여럿인 경우 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사용하여 특정 포드를 선택합니다.

페이지에 나열된 할당의 이름을 클릭하면 [요약], [세션] 및 [사용 권한]의 3개 탭으로 구성된 할당의 세부 정보 페
이지가 열립니다. 각 탭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탭에 표시된 정보는 Horizon Console에 정의
된 RDSH 풀의 현재 구성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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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탭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의 [요약] 탭에서 RDSH 풀의 상태 및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예: 기본 팜에 대한 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 설명
지금 동기화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풀의 구성 정보를 수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자동 동기화가 실패하거나 

지연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수동 동기화를 수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수동 동기화를 수행하십시오.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이 자동 동기화 실패에 대한 알림을 표시하는 경우
n 권한 있는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 FQDN에 연결한 후 풀 리소스를 보거나 액세스할 수 없

는 경우
n Horizon Console에서 구성된 기존 RDSH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풀이 있는 Horizon 포

드를 Horizon Cloud Connector에 연결하고 포드를 관리됨 상태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RDSH 풀은 자동으로 Universal Broker 서비스와 동기화되지 않으므로 개별 풀을 수동으로 동
기화해야 합니다.

자동 동기화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 

환경의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onsole 시작 풀의 소스인 포드에 대해 Horizon Console이 열립니다.

참고   Horizon Console에서 풀에 대한 클라우드 브로커링 옵션을 비활성화하면 풀이 더 이상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할당으로 표시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더 이상 Universal Broker 

FQDN을 통해 RDSH 할당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브로커링 옵션을 비활성화하거나 Horizon Console에서 풀을 삭제한 후에도 Universal 

Broker FQDN을 통해 RDSH 풀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
면 VMware 지원팀에 문의하여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서 RDSH 풀 제거를 요청합니다.

[세션] 탭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의 [세션] 탭에는 풀에서 현재 열려 있는 사용자 세션이 나열됩니다.

[사용 권한] 탭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의 [사용 권한] 탭에는 풀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Horizon 

Console에 구성된 대로 표시됩니다.

[사용자 활동] 탭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의 [사용자 활동] 탭에는 할당에서 제공하는 세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등과 같은 사용자 작업
으로 인한 할당의 활동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정보를 보고서 파일로 내보내려면 내보내기 기능을 클릭한 다음, 화면 메시지를 따릅니다.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가 될 때 Universal Broker 환경의 할당에 대한 고려 사항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 할당을 사용하는 경우 참여 포드 중 하나가 연결이 끊어지고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할당의 리소스 가용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 할당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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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VDI 할당
n 플로팅 VDI 할당에 여러 포드의 데스크톱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참여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Universal Broker는 요청이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 포드를 삭제하고 온라인 포드에서 데
스크톱을 검색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이행합니다.

n 플로팅 VDI 할당의 참여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최종 사용자에
게 여러 포드 걸쳐 해당 할당에 대한 여러 연결 세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중 인스턴스는 사용
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전환된 포드와의 이전 세션 및 다른 온라인 포드로 시작된 후속 세션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세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세션이 자동으로 로그오프됩니다.

전용 VDI 할당
n 최종 사용자가 전용 VDI 할당에서 전용 데스크톱을 수신했으며 해당 데스크톱이 포함된 포드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용자는 데스크톱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합니다. 사용자는 포드를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
환하는 경우에만 데스크톱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다시 얻습니다.

n 최종 사용자가 할당에서 전용 데스크톱을 받지 못하고 하나 이상의 참여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Universal Broker는 요청이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 포드를 삭제하고 온라인 포드에서 데
스크톱을 검색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이행합니다.

RDSH 세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
n RDSH 할당에 참여하는 포드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할당 또

는 포함된 세션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할당에서 계속 세션 데스크톱을 볼 수 있지
만 데스크톱과의 연결 세션을 열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포드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할당 및 세션 데스
크톱을 콘솔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n RDSH 할당에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참여 포드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경우 콘솔에서 해당 특정 애플리
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여전히 오프라인 포드의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지만 이
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오프라인 포드 이외의 포드 할당
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포드의 
애플리케이션은 포드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다시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
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관리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할당] 페이지에 나열된 할당에 대해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Horizon Universal Console은 Horizon Console을 사용하여 다중 클라우드 할당과 연결된 데스크톱 풀
을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은 또한 데스크톱 풀 데이터를 Horizon 

Console의 데이터와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경우에 따라 일관되지 않
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orizon Console을 사용하여 할당과 연결된 데스크톱 풀을 삭제하는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은 삭제된 데스크톱 풀을 할당 일부로 계속 표시합니다. 이 일관성을 해결하려면 데스크톱 할당 편집 마
법사를 사용하여 할당에서 데스크톱 풀을 수동으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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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페이지 수준에서 콘솔에는 목록에서 선택하는 할당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작업 버튼이 표시됩니다.

콘솔은 할당의 관련 포드 유형에 따라 선택한 할당에 대해 가능한 작업을 동적으로 표시합니다.

포드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만들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새 데스크톱 할당 마법사가 시작되어 데스크톱 할당 생성 단계를 안내합니다. 마법사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은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또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편집
기존 데스크톱 할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여 데스크톱 할당 편집 마법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특정 구성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마법사는 새 
데스크톱 할당 마법사와 비슷하며, 기존 데스크톱 할당의 변경할 수 없는 옵션에 대해 읽기 전용 설정을 제공
합니다.

삭제
기존 데스크톱 할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여 할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
을 수행할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데스크톱 할당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확인 메시지에서 삭제를 
클릭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삭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할당에 포함된 데스크톱 풀은 할당이 삭제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데스크톱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의 정보 및 작업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할당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할당 유형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 페이지를 보려면 콘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 내에서 할당을 찾은 후 해당 이름을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요
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요약 페이지
n 용량 및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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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페이지에는 데스크톱 할당의 현재 용량 및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량 유형 설명
데스크톱 정수 값으로 표현되는 데스크톱 할당의 총 용량입니다.

이 값은 데스크톱 할당과 연결된 모든 데스크톱 풀에서 제공하는 최대 가상 시스템 수의 합계
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톱 할당에 4개의 데스크톱 풀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각 데스크톱 풀이 최
대 하나의 VM(가상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데스크톱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
니다.

(첫 번째 데스크톱 풀의 최대 VM 수) + (두 번째 데스크톱 풀의 최대 VM 수) + (세 번째 데
스크톱 풀의 최대 VM 수) + (네 번째 데스크톱 풀의 최대 VM 수) = 1+1+1+1 = 4.

점유율 총 데스크톱 용량 중 사용된 부분 또는 할당된 부분으로, 백분율 값으로 표시됩니다.

점유율은 전역 사용 권한(예: Horizon Cloud 데스크톱 할당) 및 로컬 사용 권한을 통해 로그
인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n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점유율은 할당의 모든 플로팅 데스크톱 풀에서 로그인한 
사용자 세션 수(연결됨, 연결 끊김 및 유휴 상태인 세션 포함)를 먼저 합산하여 계산합니
다. 로그인은 전역 사용 권한(예: Horizon Cloud 데스크톱 할당) 및 로컬 사용 권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사용자 세션의 합계를 데스크톱 용량으로 나누어 소수 값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수 값에 100을 곱하여 점유율 백분율을 얻습니다.

n 전용 데스크톱 할당의 점유율은 할당의 모든 전용 데스크톱 풀에서 할당된 가상 시스템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계를 데스크톱 용량으로 나누어 소수 값을 생성한 후 100

을 곱하여 점유율 백분율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는 총 데스크톱 용량 4에 대해 4개의 데스크톱 풀이 포함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두 개의 사용자 세션이 유효합니다. 점유율은 (2/4)*100 = 

50%입니다.

활성 사용자 현재 로그인되어 있고 데스크톱의 세션에 연결된 총 사용자 수로, 정수 값으로 표시합니다. 

연결 끊김 및 유휴 세션은 이 수에서 제외됩니다.

활성 사용자 수는 전역 사용 권한(예: Horizon Cloud 데스크톱 할당) 및 로컬 사용 권한을 
통해 로그인되고 연결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활성 사용자 수는 할당의 각 데스크톱에 대해 연결된 세션의 총 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톱 할당에 4개의 데스크톱 풀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데스크톱 풀 
중 하나에는 연결된 사용자 세션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데스크톱 풀에는 연결된 사
용자 세션이 없습니다. 이 경우 활성 사용자 수는 1입니다.

n 일반 정보, 데스크톱 및 사용자 설정
[요약] 페이지는 할당의 현재 설정에 대한 목록을 [일반 정보], [데스크톱] 및 [사용자] 범주별로 표시합니
다.

[요약] 페이지 상단의 편집 버튼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수정을 지원하는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
부 구성 설정은 기존 할당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편집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활동] 페이지
[시스템 활동] 페이지에는 전원 관리 스케줄을 충족시키기 위해 데스크톱의 전원을 끄는 것과 같은 시스템 작
업으로 인한 데스크톱 할당의 활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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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하고 작업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일부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취소할 작업을 선택하기 전에 보기를 새로 고쳐서 표시된 작업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n 작업이 시스템에서 취소하도록 허용된 상태인 경우 취소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는 확인란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n 지정된 포드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00개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는 취소할 수 있는 작업이 표시됩니다.

작업 작업이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취소 작업이 실행 중 상태에 있을 때 취소
팜 확장 지원됨

유의할 점:

n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여
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이 기능은 매니페스트 버전 2474.x 이상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됨
유의할 점:

n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
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VM 및 OS/데이터 디스크와 같이 이미 생
성된 리소스는 작업이 취소되면 삭제됩니
다. VM이 삭제되거나 생성되지 않으면 할
당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n 이 기능은 매니페스트 버전 2474.x 이상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지원됩니다.

할당 확장 지원됨
유의할 점:

n 시스템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할당 생성 또는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경우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당 생성 또는 업데이트 작업
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 가능 상태의 작업이 
없습니다.

n 이 기능은 매니페스트 버전 2474.x 이상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됨
유의할 점:

n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
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VM 및 OS/데이터 디스크와 같이 이미 생
성된 리소스는 작업이 취소되면 삭제됩니
다. VM이 삭제되거나 생성되지 않으면 할
당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n 이 기능은 매니페스트 버전 2474.x 이상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지원됩니다.

VM을 이미지로 변환 지원됨
참고   이 작업을 취소한 후에 다시 시도하려면 
먼저 VM이 변환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
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VM의 전원을 껐다가 켭
니다.

지원됨
참고   이 작업을 취소한 후에 다시 시도하려면 
먼저 VM이 변환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
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VM의 전원을 껐다가 켭
니다.

[사용자 활동] 페이지
[사용자 활동] 페이지에는 할당에서 제공하는 세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등과 같은 사용자 작업으로 인한 VDI 

데스크톱 할당의 활동이 표시됩니다.

보고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된 정보를 보고서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보내면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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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모든 데이터를 내보낼지 또는 현재 필터링된 데이터만 내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러면 페이지 상단에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
고서] 탭에서 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완료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
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작업 관련 보고서 내보내기
할당의 활동 관련 페이지의 보고서 내보내기 버튼은 콘솔의 모니터링 > 활동 페이지에 있는 보고서 내보내기 버튼
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콘솔에서 보고서 내보내기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활동] 페이지의 탭에서 보고서 내보내기를 참조
하십시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편집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편집 작업을 사용하여 기존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대한 구성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콘솔의 왼쪽 창에서 할당을 클릭합니다.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

에서 프로비저닝된 할당을 편집하려면 [할당] 메뉴에서 온 프레미스 및 VMware Cloud를 선택합니다.

2 [할당] 페이지에서 기존 할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데스크톱 할당 편집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이 마법사는 새 데스크톱 할당 마법사와 비슷하며, 기존 데스크톱 
할당의 변경할 수 없는 옵션에 대해 읽기 전용 설정을 제공합니다.

3 마법사의 메시지에 따라 할당에 대한 구성 설정을 필요에 맞게 변경합니다.

마법사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은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참고   일부 구성 설정은 기존 할당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톱 유형을 플로팅에서 전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새 할당을 생성하고, 생성 시에 데스크톱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삭제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을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할당을 삭제하면 할당을 수신한 사용자가 해당 할당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당에 포함된 데스
크톱 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절차
1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왼쪽 창에서 할당을 클릭합니다.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기

준으로 하는 Horizon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할당을 삭제하려면 [할당] 메뉴에서 온 프레미스 및 VMware 

Cloud를 선택합니다.

2 [할당] 페이지에서 기존 할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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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참고   할당 삭제는 즉시 수행되지 않으며 완료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중 클라우드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삭제 방지 또는 삭제 허용
할당 페이지의 설정을 사용하여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VM 삭제를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방지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데스크톱 VM 삭제 요청을 모두 거부합니다. 다음 옵
션을 사용하여 VM 삭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n 삭제 보호 -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을 참조하십시
오.

n 최대 데스크톱 삭제 - 전용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이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요   삭제 방지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새 이미지를 지정하는 경우, 할당 취소된 모든 
데스크톱 VM을 새 이미지로 다시 빌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삭제 방지를 비활성화하고 삭제 설정을 변경합니다.

삭제 방지
1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할당에 대한 옵션이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2 자세히 > 삭제 방지를 클릭합니다.

할당 삭제를 방지할지 확인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계속을 클릭합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삭제 허용
1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할당에 대한 옵션이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2 자세히 > 삭제 허용을 클릭합니다.

할당 삭제를 허용할지 확인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계속을 클릭합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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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6
Microsoft Azure의 클라우드 용량을 위한 구독이 있어야 하며, 해당 구독 정보를 불러와서 해당 클라우드 용량을 
Horizon Cloud와 연결해야 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해당 구독에서 배포를 실행하고 
골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원격 애플리케이션과 단일 세션 및 다중 세션 데스
크톱을 프로비저닝하여 모든 디바이스에서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배포는 Horizon Cloud 포드를 생성합니다. 원격 애플리케이션과 단일 세션 및 다중 세션 데스크톱은 Microsoft 

Azure 구독의 용량을 사용하여 해당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됩니다. 배포된 포드의 위치에 따라 데스크톱 및 애플리
케이션이 있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Horizon Cloud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서비스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Horizon Cloud 포드 배포에 권장
되는 작업 워크플로는 Horizon Cloud Pod - 첫 번째 포드 온보딩 - 개략적인 워크플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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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
Horizon Cloud에서 Microsoft Azure에 배포한 포드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서 실제 지역 위치를 가집
니다.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특정 Microsoft Azure 구독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 포드를 배치할 위치를 선
택합니다. 또한 선택한 지역에서 포드가 사용할 기존 가상 네트워크(VNet)를 선택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리소스
를 포드와 동일한 VNet 또는 포드의 VNet과 피어링되는 별도의 VNet에 배포하여 포드에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
을 배포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포드 VNet(해당 구성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게이트웨이 VNet)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환경을 
미리 구성합니다. 포드 및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필요한 서브넷을 미리 생성하거나 포드 배포자가 배포 중에 서
브넷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브넷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 포드 배포자가 필요한 VM 및 리소스를 환
경에 배포할 때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포드 배포자가 필요한 서브넷을 생성하게 하려는 경우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
기 전에 포드 서브넷에 대해 사용하려는 IP 주소 공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브넷을 미리 생성하도록 선택한 경
우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브넷을 미리 생성하는 경우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
브넷을 생성합니다. 및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를 참조하
십시오.

중요   Microsoft Azure의 해당 포드는 테넌트가 아닙니다. 이 포드는 테넌트를 정의하고 테넌트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확히 동일한 특성 집합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테넌트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해 일대일 
매핑을 하고 다른 테넌트로부터 격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Horizon Cloud 고객 계정 레코드를 사용하여 배포된 
Microsoft Azure의 모든 Horizon Cloud 포드가 동일한 Active Directory 서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DNS 구성이 이러한 모든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 테넌시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Horizon Cloud 고객 계정 레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Service를 사용하기 위해 VMware에 등록할 때 생성되고 VMware Customer Connect 자격 증명과 연결된 
Horizon Cloud 고객 계정 레코드는 테넌트에 더 가깝습니다. Horizon Cloud 고객 계정 레코드는 다른 Horizon 

Cloud 고객 계정 레코드로부터 격리됩니다. 단일 고객 계정 레코드가 여러 포드에 매핑되며, 누군가 해당 고객 계
정 레코드와 연결된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면 해당 고객 계정 레코드에 매핑된 모든 포
드가 콘솔에 반영됩니다.

포드 배포 프로세스는 Microsoft Azure 용량에 리소스 그룹 집합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리소스 그룹은 다음과 
같이 환경에 필요하고 생성되는 자산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n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대한 VM

n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해당 로드 밸런서용 VM

n 포드의 VNet과는 별도의 VNet에 해당 구성을 배포하는 경우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커넥터 VM용 VM

n RDSH 지원 골든 이미지용 VM

n VDI 데스크톱 골든 이미지용 VM

n 골든 이미지에서 제작되어 할당 가능한(게시, 봉인) 이미지용 VM

n RDSH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RDSH 팜용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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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DI 데스크톱용 VM

n VM 및 환경에서 지원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산. 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P 주소, 디스크, 

Key Vault,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 리소스 및 이에 따른 다양한 항목. 포드 배
포 프로세스는 배포 마법사에서 지정한 값을 사용하여 필수 가상 서브넷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환경의 Horizon Cloud에서 생성되는 모든 리소스 그룹은 접두사 vmw-hcs를 사용하여 이름
을 지정합니다.

경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포드 관련 리소스를 수동으로 수정하거나 삭
제하지 마십시오.

n 골든 이미지를 수동으로 생성합니다.

n 필요에 따라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 네트워크의 보안 그룹을 수정하여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포트를 구성합
니다.

Horizon Cloud는 포드가 설계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포드 관련 리소스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Horizon Cloud

가 워크플로 중에 자동으로 생성하고 배포하는 리소스에 대한 설정(할당된 IP 주소 또는 이름 등 포함)을 수동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VM 인스턴스의 전원을 수동으로 끄거나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직접 삭제하지 
마십시오. 포드 관리자 VM 또는 Unified Access Gateway VM을 수동으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리소스 그룹, 특
히 Unified Access Gateway 리소스 그룹에서 NIC를 수동으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생성된 설정을 변경하거나 
VM의 전원을 수동으로 끄거나 포드 배포자에서 생성한 VM 또는 NIC를 수동으로 삭제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포드 작업, 포드 업데이트 및 포드 삭제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외부 및 내부 유형의 게이트웨이 구성이 둘 다 있으며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 자체와 동일한 
VNet에 있는 배포된 포드를 보여 줍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RG는 리소스 그룹을 의미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는 완충(DMZ) 네트워크의 NIC가 있습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 네트워크 외부의 인터넷에 있는 최종 사용자가 해당 구성을 통해 포드 프로
비저닝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회
사 네트워크 내부의 인트라넷에 있는 최종 사용자가 해당 게이트웨이를 통해 포드 프로비저닝 가상 데스크톱 및 애
플리케이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포드 배포자는 두 구성을 모두 전면으로 사용하여 포드를 배포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는, 하나의 게이트웨이 
구성만 사용하거나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지 않고 포드를 배포하고, 배포된 포드를 편집하여 선택되지 않은 게
이트웨이 구성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유형도 없이 포드를 배포하고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
습니다.

시스템은 고가용성을 사용하여 포드를 배포하며 기본적으로 2개의 포드 관리자 VM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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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고가용성이 사용되도록 설정되고 외부 및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모두로 구성된 포드에 
대한 Horizon Cloud 포드 아키텍처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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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이어그램은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자체 VNet에 상주하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할 때 
배포되는 리소스를 보여 줍니다. 두 VNet은 피어링되어야 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외부 게이트웨이의 리소스가 
포드에 사용된 것과는 다른 Microsoft Azure 구독을 사용하여 배포되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VNet은 여러 구독을 교차할 수 없으므로, 자체 VNet에 상주할 외부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게 되면 외부 게
이트웨이를 자체 구독에 배포하도록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팁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자체 VNet에 배포하면 이러한 Horizon Cloud 포드를 Microsoft Azure의 허브-스
포크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복잡한 Microsoft Azure 환경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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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자체 VNet에 배포할 때 외부 게이트웨이의 아키텍처 요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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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및 포드 수
단일 구독에 배포하는 포드 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각 포드를 대규모로 실행하려는 경우에 특히 유의합니다. 여러 
개의 포드를 하나의 지역에 배포하든, 여러 지역에 분산시키든, 단일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할 수 있지만, 

Microsoft Azure는 단일 구독 내에 특정 제한을 적용합니다. 해당 Microsoft Azure 제한 때문에, 단일 구독에 
많은 수의 포드를 배포하게 되면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포드 수, 각 포드 내의 팜 및 할당 수, 각 
포드 내의 팜 RDSH VM 수, 각 할당 내의 데스크톱 수 등 여러 변수와 이러한 변수의 조합으로 인해 이러한 제한
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드를 대규모로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Microsoft Azure 계정에서 여러 포드가 있는 여러 구독을 유지하
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Microsoft Azure 고객은 구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한 몇 가지 이점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고 선호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구독당 단일 포드를 배포하고, 해당 구독을 단일 기
본 계정에서 롤업하며, 단일 구독에 적용되는 Microsoft Azure 제한에 도달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Horizon Cloud 릴리스 이전에 배포된 기존 포드가 있는 경우
Horizon Cloud 포드 -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에서의 설명과 같이, VMware는 새 기능 및 버그 수정을 포함하도
록 Horizon Cloud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클라우드 내 관리 환경은 매주 업데이트
되며 포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기준이 되는 이진 파일은 일반적으로 대략 분기별 기준으로 업데이트됩니다. 

Horizon Cloud Service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고객에게 표시되는 실질적인 기능이 처음 도입된 각 캘린더 시점
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릴리스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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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 이 포드는 항상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환경의 최신 버전인 매니페스트 버전에서 생성됩
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에 새 포드를 생성한 경우 해당 포드는 해당 시점에 Horizon Cloud에 최신인 소프트
웨어 구성 요소로 배포됩니다. Horizon Cloud 환경의 사용 기간에 따라, 해당 날짜에 전체 Horizon Cloud 환경
에는 최신 릴리스 버전인 일부 포드가 포함되며 그중 일부는 최신 매니페스트로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이전 릴리
스 버전일 수 있습니다.

중요   일반적으로 이 관리 가이드의 컨텐츠는 현재 실행 중인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워크플로 및 현재 
작업 중인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에 관해 설명하며 이는 포드가 현재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포
드 매니페스트 버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리 및 운영 작업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기반 콘솔은 동적입니다. 콘솔
의 웹 기반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콘솔의 영역 또는 작업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포드를 업그레이드해
야 할 때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릴리스 이전에 존재했던 포드의 경우 일부 워크플로에는 이 관리 가이드에 설명
된 것과 다른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의 워크플로우 목록이 최신 매니페스트 버전의 포드(있는 경우)

의 경우와 다르면 기존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사용하는 현재 고객을 위한 정보 - Horizon Cloud 릴리스에 대한 정
보 설명서 항목 및 포함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 용어 및 참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제품 설명서에서는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워크플로의 설명 및 작업 단계에 따라 해당 Microsoft Azure 용어를 사용합니다. 

Microsoft Azure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Microsoft Azure 제품 설명서의 다음 해당 참조를 사용하여 자세
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아래 인용문의 모든 대문자 표시 및 맞춤법은 Microsoft Azure 설명서의 링크 문서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대문자 표시 및 맞춤법을 따릅니다.

유용한 Microsoft Azure 참조 설명
Microsoft Azure 용어집: Azure 플랫
폼의 클라우드 용어 사전

이 용어집을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 지역, 리소스 그룹, 구독, 가상 시스템 및 VNet(가상 네트워크) 

같은 용어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컨텍스트에서 갖는 의미를 알아보십시오.

참고   서비스 주체는 Microsoft Azure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이 생성될 때 Microsoft Azure에
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리소스이므로 Microsoft Azure 용어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생성하는 이유는 Horizon Cloud를 Microsoft Azure 용량 
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으로 인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등록 및 수반되는 
해당 서비스 주체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Horizon Cloud 클라우드 서비스가 
Microsoft Azure 구독의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공되는 다음 참조를 사
용하여 Microsoft Azure에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주체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보십시오.

포털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Azure Active Directory 애플리
케이션 및 서비스 주체를 생성

이 문서에서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주체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십시
오.

Azure Resource Manager 개요 이 문서에서 Microsoft Azure의 리소스, 리소스 그룹 및 Resource Manager 간 관계에 대해 알
아보십시오.

Azure VNet 이 문서에서 Microsoft Azure의 Azure VNet(Virtual Network)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Azure Virtual Network FAQ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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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Microsoft Azure 참조 설명
Azure VNet 피어링 이 문서에서 Microsoft Azure의 가상 네트워크 피어링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Azure의 허브-스포크 네트워크 토폴로
지

이 문서에서 Microsoft Azure의 허브-스포크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Microsoft Azure ExpressRoute 개
요

이 문서에서 Microsoft Azure ExpressRoute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기능을 사용해서 온 프레미스 
네트워크, Microsoft Azure 및 Horizon Cloud 포드 간에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VPN 게이트웨이 정보
VPN 게이트웨이 계획 및 설계
Azure 포털에서 사이트 간 연결 생성

이 문서에서 Microsoft Azure에서 VPN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Azure Load Balancer란 무엇입니까? 이 문서에서 포드용으로 배포된 Azure Load Balancer, 즉 포드 관리자 VM용 로드 밸런서 및 게
이트웨이 구성용 로드 밸런서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이
란?

이 문서에서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Azure Virtual Desktop이란? 이 문서에서는 Microsoft Azure Virtual Desktop에 대해 알아보고 이 데스크톱이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및 확장 보안 업데이트가 있는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Microsoft 

Azure Virtual Desktop을 확장하는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에 대한 구
성이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에 포드가 배포된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
션 및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고가용성 특성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이미지 생성
n Horizon Cloud 환경의 팜 및 VDI 데스크톱에 Microsoft Azure Disk Encryption 사용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가상 데스크톱에서 데이터 디스크 사용
n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n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팜 및 할당의 VM 유형 및 크기 관리
n Horizon Cloud의 팜
n Horizon Cloud 인벤토리의 애플리케이션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를 기준으로 하는 테넌트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
n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생성 및 사용자에게 할당
n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게시된 이미지 관리
n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할당 관리
n Horizon Cloud 포드 - VDI 데스크톱 할당, 팜, 게시 이미지 및 기본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n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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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고가용성 특성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고가용성 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v2204 서비스 릴리스부터 새 배포는 기본적으로 HA(고가용성)이 구성된 상태로 배포됩니다.

v2204 릴리스 이전에 존재하며 해당 포드에서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고가용성 사용 단계를 사용하여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
지는 포드에 대해 고가용성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합니다.

간단한 소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고가용성 특성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배포의 표준 작업이 계
속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n 하나의 포드 관리자 VM이 종료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포드 관리자에 대한 트래픽은 수동 개입 없이 다
른 포드 관리자 VM으로 자동으로 라우팅되었습니다.

n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Unified Access Gateway VM이 종료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VM에 대한 트래픽은 수동 개입 없이 다른 Unified Access Gateway VM으로 라우팅되었습니
다.

설계 요소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HA 설계는 다음 요소를 사용합니다.

복구된 VM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종료될 경우 이러한 요소는 복원력 및 페일오버를 제공합니다.

n 연결된 VM

n VM 쌍당 Microsoft Azure 가용성 설정
n 각 쌍의 VM을 연결하는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n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Microsoft 관리 서비스
이러한 각 설계 요소가 배포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 페이지의 다음 섹션을 계속 읽으
십시오.

연결된 VM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자는 기본적으로 다음을 배포합니다.

n 각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위한 2개의 포드 관리자 VM

n 배포된 각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2개의 Unified Access Gateway VM

참고   자체 VNet에 배포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배포 시나리오에서 배포된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경우 단
일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이 배포됩니다. 게이트웨이 커넥터가 종료되면 제어부는 VMware Horizon Cloud 운
영 팀에 경고를 전송합니다. 이 팀에서는 API 호출을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커넥터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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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쌍당 Microsoft Azure 가용성 설정
각 VM 쌍은 Microsoft Azure 가용성 집합, VM 쌍당 가용성 집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성 집합을 사용하면 쌍의 각 VM이 동일한 Microsoft Azure 데이터 센터 내의 별도의 물리적 하드웨어에 배
포됩니다.

Microsoft Azure 가용성 집합의 설계에 따라 가용성 집합은 쌍으로 구성된 VM이 해당 Microsoft Azure 데이
터 센터의 별도 물리적 하드웨어에 상주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백엔드 하드웨어 분리로 인해 두 VM에서 동시에 다운타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화됩니다. 전체 
Microsoft Azure 데이터 센터가 종료된 경우에만 쌍의 두 VM이 영향을 받습니다.

각 쌍의 VM을 연결하는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연결된 VM 섹션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는 포드 관리자 VM 쌍이 있고 배포
된 각 게이트웨이 구성에는 Unified Access Gateway VM 쌍이 있습니다.

배포자는 각 VM 쌍에 대해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를 배포합니다.

포드 관리자 VM - Load Balancer

배포자는 포드 배포 중에 이 Azure Load Balancer를 배포합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배포자가 구성한 상태 프로
브 및 규칙에 따라 포드의 관리자 VM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n 포드 관리자 VM이 이 로드 밸런서의 백엔드 풀에 추가됩니다.

n 하나의 포드 관리자 VM은 포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연결
을 용이하게 하는 활성 역할을 가정합니다.

n 로드 밸런서는 백엔드 풀에서 포드 관리자 VM의 정의된 규칙 및 상태 프로브를 기준으로 활성 역할을 갖는 포
드 관리자를 결정합니다.

n 로드 밸런서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페일오버 발생 시까지 활성 역할이 있는 포드 관리자 VM으로 모든 연결 
요청 트래픽을 원활하게 라우팅합니다.

n 그런 다음, 다른 포드 관리자 VM은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클라이언트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활성 
역할을 가정합니다. 이때 로드 밸런서는 연결 요청을 해당 VM으로 라우팅합니다.

n 이 페일오버가 발생하면 포드 관리자 VM에 활성 역할이 있다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알림이 콘솔로 전
송됩니다.

포드 관리자 VM의 배포된 Azure Load Balancer는 새 포드 마법사가 VM 서브넷 - 기본으로 레이블을 지정한 
서브넷(기본 테넌트 서브넷이라고도 함)에 IP가 있는 VM의 NIC에 연결됩니다.

포드 관리자 VM의 로드 밸런서는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과 포드 관리자 VM 사이에 위치합니다.

포드가 게이트웨이 구성으로 구성되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트래픽은 이 포드 관리자 VM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로 라우팅되고 Azure Load Balancer는 해당 트래픽을 활성 포드 관리자 
VM으로 라우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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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이 없고 포드를 직접 연결용으로 구성한 경우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연결은 포드 관리자 
VM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로 이동하며, 여기서 해당 트래픽이 활성 포드 관리자 VM으로 라우팅
됩니다.

게이트웨이 구성 - Load Balancer

배포자는 게이트웨이 구성을 배포하는 동안 이 Azure Load Balancer를 배포합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배포자가 
구성한 상태 프로브 및 규칙에 따라 배포의 Unified Access Gateway VM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n Unified Access Gateway VM이 이 로드 밸런서의 백엔드 풀에 추가됩니다.

n 각 Unified Access Gateway VM은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트래픽에서 활성 역할을 합니다. 각 Unified 

Access Gateway VM은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서비스 제한 페이지에 명시된 제
한까지 포드의 최대 동시 연결 세션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n 로드 밸런서는 백엔드 풀의 Unified Access Gateway VM이 VM의 정의된 규칙 및 상태 프로브를 기준으
로 연결을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n 로드 밸런서는 해당 결정에 따라 상태 프로브를 충족하는 VM으로 연결 요청 트래픽을 원활하게 라우팅합니
다.

n 백엔드 풀의 VM에 문제가 있거나 종료되면 로드 밸런서는 새 연결 요청을 정상 VM으로 라우팅합니다.

n VM에 대한 기존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종료되면 해당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세션을 수동으로 다시 연결해야 하며 로드 밸런서는 해당 세션을 정상 Unified Access Gateway VM에 연
결합니다.

n 비정상 VM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로드 밸런서의 규칙 및 상태 프로브를 충족하는 경우 로드 밸런서는 해당 
VM에 대한 새 연결 요청을 허용합니다.

게이트웨이 구성의 포드 로드 밸런서는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과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VM 사이에 위치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경우 배포된 Azure Load Balancer는 배포자 마법사가 DMZ 서브넷으로 레이블을 지정
하는 IP가 있는 VM의 NIC에 연결됩니다. 마법사가 자체 VNet에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마법사는 이 서브넷에 프런트엔드 서브넷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경우 배포된 Azure Load Balancer는 포드의 기본 테넌트 서브넷(배포자 마법사에서 
VM 서브넷 - 기본으로 레이블 지정)에 IP가 있는 VM의 NIC에 연결됩니다.

배포의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Microsoft 관리 서비스
배포에서는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Microsoft 관리 서비스와 해당 단일 서버 배포 옵션을 사용합니
다.

이 Microsoft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면 포드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가 중앙에 집중되며, 관리자 VM 간에 데이터 복
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릴리스에서 배포자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n PostgreSQL 버전 11

n 메모리가 최적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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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계산 세대: Gen 5

n vCore: 2개
n 스토리지: 10GB

n 자동 증가: 아니오
n 백업 스토리지: 로컬 중복
메모리 최적화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의 가계 책정 계층 - 단일 서버
n 가격 책정 -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이 릴리스 수준에서 생성되었거나 이 릴리스 수준으로 업데이트된 포드가 
Microsoft Azure 구독 비용에 미치는 영향
이 릴리스에서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를 사용하고 VM 쌍을 실행할 때 비용을 발생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Azure Load 

Balancer 또는 가용성 집합을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릴리스에서 사용되는 위에서 설명한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구성의 예상 가격은 
https://azure.microsoft.com/en-us/pricing/details/postgresql/server/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리소스 그룹
포드 관리자의 HA 관련 리소스는 포드 관리자 VM과 동일한 리소스 그룹에 상주합니다.

게이트웨이 구성의 HA 관련 리소스는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VM과 동일한 게이트웨이 
구성의 리소스 그룹에 상주합니다.

포드 관리자의 리소스 그룹에는 배포의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Microsoft 관리 서비스 
사용도 포함됩니다.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하고 해당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할 때 구독에서 리소스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
습니다.

포드의 리소스 그룹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용으로 생
성된 리소스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고가용성 사용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포드의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가용성이 아직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포드가 있는 관리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v2204 서비스 릴리스부터 새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는 기본적으로 고가용성이 이미 구성된 
상태로 배포됩니다. 포드에 고가용성이 이미 구성된 경우 이 페이지의 단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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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고가용성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면 포드를 편집하여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두 번째 포드 관리자 VM이 포드의 리소스 그룹에 배포되고 해
당 VM이 포드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및 가용성 집합에 구성됩니다.

중요   고가용성을 위해 포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일회성 작업입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포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에는 나중에 구성을 되돌리고 포드에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포드 편집] 워크플로 단계를 수행하고 업데이트를 확인한 후 서비스는 포드의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두 번
째 포드 관리자 VM을 인스턴스화하고 해당 VM과 기존 Azure Load Balancer, Azure PostgreSQL 데이터베
이스 및 기타 필요한 포드 관련 작업 간에 적절한 연결을 설정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약 30분이 걸
립니다.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워크플로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포드 소프트웨어가 매니페스트 버전 16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량] 페
이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포드의 매니페스트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n 구독에 추가 포드 관리자 VM의 생성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할당량 및 코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 포드가 1600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에서 업데이트된 경우 고가용성을 위해 포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먼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n 포드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해당 포드에서 완료되었습니다.

n 모든 포드의 이미지 VM, 팜 RDSH 지원 VM 및 데스크톱 할당 VM에서 에이전트는 업데이트된 포트에서 
실행되는 매니페스트와 호환되는 에이전트 릴리스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포드 업데이트와 에이전트 
업데이트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업데이트 — 지속적인 에이전트 호환성 및 
지원을 위한 단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편집을 클릭합니다.

3 [고가용성] 섹션에서 토글을 사용으로 전환합니다.

4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5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결과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클러스터 상태가 보류 중 상태로 표시됩니다. 구성 활동이 완료되면 클러스터 상태로 
준비가 표시됩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약 30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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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이미지 생
성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된 포드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할당 가능한 데스크톱 이미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할당 가능 이미지의 생성 작업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
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기본 VM(가상 시스템)이 생성되고 Horizon Cloud와 연결된 후 조직의 요구에 따라 사
용자 지정된 후 할당 가능한 데스크톱 이미지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단일 포드 기반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중요   1세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려면 가져온 모든 기본 이미지가 
Azure Marketplace에서 제공되는 Windows 기반 VM에서 빌드되어야 합니다. 다른 원본에서 가져온 이미지
를 사용하려고 하고 콘솔의 워크플로 내에서 해당 이미지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은 지
원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서 Windows 11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경우 Azure Marketplace에서 직접 소싱해야 하는 요구 사항 외
에, 나중에 1세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이미지의 유효성이 지원되도록 이미지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SIG(Shared Image Gallery), Azure 관리 이미지, Azure VM 스냅샷 등의 다른 소스에서 
Windows 11 VM을 가져오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1세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사용하는 이미지 관련 워크플로에 대해 지원되는 Gen-1 및 
Gen-2 시스템 조합과 어떤 OS가 어떤 시스템 생성에 대해 지원되는지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은 Microsoft 

Azure의 포드에서 시작된 이미지에 대한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에 설명된 순서 외에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및 
다중 포드 이미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포드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가이드 및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2022년 7월부터 지원되지 않는 매니페스트의 포드와 관련된 컨텐츠가 이 페이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
러한 배포는 VMware KB 86476에 따라 일반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간단한 소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경우 먼저 Azure Marketplace에서 기본 VM을 가져옵니다. 해
당 기본 VM을 사용자 지정하면 골든 이미지가 발생합니다. 해당 골든 이미지를 봉인하면 테넌트의 팜 및 단일 세
션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당 가능한 이미지가 발생합니다.

할당 가능한 이미지는 Horizon Cloud 봉인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미지로, 팜(RDS 기반 이미지 또는 
Windows Enterprise 다중 세션에 구축된 다중 세션 이미지의 경우) 또는 단일 세션 VDI 데스크톱(클라이언트 
기반 이미지의 경우)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레이블 게시는 
콘솔의 워크플로에서 이미지를 봉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봉인되고 RDS 팜 또는 VDI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다음의 개략
적인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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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본 VM(가상 시스템) 생성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기본 VM을 생성합니다.

n 권장되는 표준 방법은 관리 콘솔의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Marketplace의 지원되
는 VM 구성 중 하나로 기본 VM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사용하면 VM(가상 시스템) 빌드
를 자동화합니다.

기본 테넌트 구성에서 자동화된 워크플로는 해당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구성을 포함하여 
Horizon Cloud 환경의 요구 사항에 맞게 VM을 구성합니다. 이 구성에서 워크플로는 또한 Microsoft 

Windows Sysprep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VM 최적화 옵션을 제공합니다. 콘솔의 [인벤토
리] 페이지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단계는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를 참조하십시오. 이 마법사는 App 

Volumes Agent 및 Horizon Agent의 원격 환경 기능과 같이 에이전트 관련 옵션이 VM에 설치되도록 하
는 토글을 제공합니다. 마법사에서 원격 환경 기능을 선택하기 전에 Horizon Cloud 팜 및 데스크톱에서 최적
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단계를 읽어보십시오.

n 표준 방식의 대안은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고 마법사가 자동화하는 모든 단계를 수동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동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을 참조하십시오. 이 수동 워크플로에서 Horizon Agents Installer(HAI)를 수동
으로 실행하여 VM이 Horizon Cloud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중요   이 대안 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과 VM이 Horizon Cloud 환경에 필요한 구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
다. 자동화된 마법사의 Windows 이미지 최적화 및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옵션에 대해 설명
된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면 VM을 나중에 이미지로 게시한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Microsoft Windows Sysprep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 마법사
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사용할 때 Windows 이미지를 최적화하도록 결정 및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
사를 사용할 때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옵션 사용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이미지 VM을 Horizon Cloud에 연결
다음 표에서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결과 VM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경우 나열된 사례에 대
해 [가져온 VM] 페이지의 [에이전트 상태] 열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생성 방법 표시되는 상태
자동화된 마법사 연결되지 않음(가져오기 성공)

수동 연결되지 않음

다음 스크린샷은 자동화된 마법사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지만 아직 Horizon Cloud에 연결되지 않은 
VM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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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을 명시적으로 Horizon Cloud에 연결해야 합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VM에서의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하여 VM과 Horizon Cloud를 명시적으
로 연결합니다. 이 작업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연결 프로세스 도중에는 VM이 다시 시작되고 에이전트 상
태가 알 수 없음에서 활성으로 변경됩니다. 상태 변경 내용을 보려면 원형 화살표 아이콘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새
로 고쳐야 합니다.

에이전트 상태 열에 활성 및 에이전트 버전(예: 19.4.0)이 표시되면 연결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다음 스크린샷
은 연결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의 VM을 보여줍니다.

셋째, VM 사용자 지정
연결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VM의 에이전트 상태는 활성으로 표시되며 사용자는 최종 사용
자에게 제공하려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미지 VM의 게스트 Windows OS(운영 체제)를 사용자 지정하고, 

사용자 지정된 배경 무늬, 글꼴 및 색, 드라이버 및 기타 항목을 비롯한 OS 수준 설정을 구성합니다. 단계에 대해서
는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가져온 GPU 지
원 VM에 적절한 GPU 드라이버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는 마법사가 생성한 VM을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거나, 해당 VM을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 이전에는 마법사가 생성한 VM이 항상 도메인에 자동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조직에서는 수동으로 생
성된 VM을 도메인에 가입시켜 도메인 관리자 계정이 해당 VM을 봉인하기 전에 로그인하고 사용자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 프로세스에서 기본 VM이 도메인에 가입된 경우 도메인 관리자 계정은 VM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위해 VM 구성
특정 조직 요구 사항에 맞게 VM을 사용자 지정한 후에는 Horizon Cloud 팜 및 데스크톱에서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단계의 단계에 따라 할당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골든 이미지를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
기본 테넌트 구성에서 RDSH 및 VDI 이미지 모두에 대해 [새 이미지]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해당 VM을 할당 가능
한 데스크톱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단계는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
지로 변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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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이 변환된 후에, 이미지 페이지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게시됨 상태는 Horizon Cloud가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
기 위해 이미지 VM을 봉인했음을 나타냅니다. 인벤토리 - 이미지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가 게시됨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n RDS 기반 이미지에서 해당 이미지를 기준으로 생성된 RDSH 팜. 동일한 게시된 RDS 기반 이미지에서 두 가
지 유형의 팜, 즉 최종 사용자에게 세션 기반 데스크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스크톱 팜과 원격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팜을 사용하여 사
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의 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Windows 클라이언트 기반 이미지에서 해당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VDI 데스크톱 할당. Microsoft Azure

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및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
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소개 및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데스크톱 이미지 생성
2019년 7월 Horizon Cloud 릴리스부터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의 설치는 
Horizon Agents Installer에 통합되고 데스크톱 가져오기 워크플로가 자동화됩니다.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 구성 요소를 FlexEngine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라고도 합니다. Horizon 

Agents Installer는 데스크톱 가져오기 워크플로를 실행하거나 수동으로 이미지 VM을 생성할 때 새 이미지 VM

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
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를 실행하면 Horizon Agents Installer가 백그라
운드에서 실행되어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 해당 단계의 일부로 Horizon Agents Installer를 다운로드한 후 실행합니다.

2019년 7월 Horizon Cloud 릴리스는 Horizon Agents Installer의 19.2 버전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설명과 같
이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파일이 결과 이미지 VM에 파일 경로로 설치됩니다.

매니페스트 버전 1493 이상이 있는 포드의 경우 기본 이미지 VM이 자동 가져오기 데스크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해당 포드에서 생성될 때

이 포드 버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본 이미지에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구성 요소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첫 포드입니다. 설치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VMware\Horizon 
Agents\User Environment입니다.

매니페스트 버전 1493 이상에서 수동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 이미지 VM이 생성되는 포드의 경우
이 포드 버전은 Horizon Agents Installer가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구성 요소를 설
치하는 옵션이 있는 첫 번째 버전입니다. 수동으로 생성한 기본 VM에서 Horizon Agents Installer를 실행할 
때 해당 옵션을 설치하도록 선택하면 결과 설치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VMware\Horizon 
Agents\User Environment입니다.

버전 버전이 1493보다 이전인 포드의 경우 기본 이미지 VM이 자동 가져오기 데스크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해당 
포드에서 생성되거나 수동 생성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화된 워크플로는 기본적으로 결과 VM에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구성 요
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전 포드의 기본 이미지의 경우 https://my.vmware.com의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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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독립 실행형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설치 관
리자를 수동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결과 설치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Immidio\Flex 
Profiles입니다.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
로 Horizon Cloud와 연결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는 Microsoft Azure Marketplace의 운영 체제 이미지를 사용하
여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 마켓플레이스 마법사를 통해 VM(가상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VM은 자동으로 Horizon Cloud 환경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요소 및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로 구
성됩니다. 생성 프로세스가 끝나면 VM이 [가져온 VM] 페이지에 나열되고 VM을 클라우드부에 연결, VM 사용자 
지정, 추가 드라이버 설치 등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팁   모든 Horizon Cloud 포드가 매니페스트 2632 이상이고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2021년 7월 서비스 릴리스에서는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및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단일 세션 VDI 운영 체제에서 여기에 설명된 대로 [가져온 VM] 페이지를 사용하여 VM을 가져오
는 대신, [다중 포드 이미지] 페이지를 사용하여 VM을 가져온 후 이미지 카탈로그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중 포드 이미지 페이지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하여 VM을 가져오는 경우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통해 아직 Horizon Cloud에 연결
되지 않은 VM이 생성됩니다. VM이 생성되고 [가져온 VM] 페이지에 나열된 후에는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평면과 연결합니다.

기억할 사항   모든 콘솔과 마찬가지로 이 마법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동적입니다. 마법사의 표시되는 선택 항
목과 옵션은 마법사를 진행하면서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토글을 비활성화하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마법사의 
표시되는 항목에는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사용 권한이 부여되는 항목도 반영됩니다. 여기에 제공된 내용
을 읽어 보았으나 실시간으로 마법사를 진행하는 동안 동일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으면 마법사의 위쪽 부분에 설정
된 선택 옵션을 변경하면서 마법사의 옵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후에도 설명된 내용이 표시되
지 않으면 해당 항목이 계정 구성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법사의 기본 설정 정보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운영 체제와 관계없이 Windows 이미지 최적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다중 세션이 
아닌 Windows 10 운영 체제의 경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사용하
도록 설정합니다. VM을 나중에 이미지로 게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Microsoft Windows Sysprep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고급 옵션 섹션에서 마법사가 다양한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마법사의 다른 선택 사항
에 따라 적합하며, 선택한 운영 체제를 통해 Horizon Cloud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해당 에이전
트 관련 사용자 지정 설정 옵션을 설치합니다. 기본 선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 

Marketplace 창에서 고급 옵션 섹션을 확장하고 필요에 따라 토글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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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RDS 또는 다중 세션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운영 체제에서만 3D 지원을 제공하는 에이전트 옵션은 
OS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러한 운영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만 고급 옵션 섹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
도록 설정됩니다. VDI 사용 사례에 대해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를 선택했으나 해당 에이전트 옵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에이전트 옵션이 설치를 위해 선택되지 않습니다.

마법사가 생성한 VM에 사용되는 NSG 규칙 정보
2021년 6월, Microsoft Azure 모범 사례에 맞게 서비스에 새로 추가된 마법사 생성 기본 VM에서 NSG(네
트워크 보안 그룹)를 사용합니다. 이 기능이 출시된 후 이 마법사를 처음 실행하면 마법사는 VM과 동일한 리
소스 그룹에 NSG를 생성하고 결과 VM의 NIC를 해당 NSG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생성된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한 결과 VM 정보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는 생성 프로세스가 끝날 때 마법사가 생
성한 VM을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거나, 해당 VM을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는 옵션이 제
공됩니다.

이 자동화된 가져오기 마법사가 Azure 구독에서 사용해야 하는 VM 제품군 유형 정보
기본적으로 이 자동화된 가져오기 마법사는 Azure Marketplace의 VM 제품군에 있는 특정 VM 모델을 사
용합니다. Azure 구독에서 관련 VM 제품군에 사용 가능한 할당량이 부족하여 VM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자
동화된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실패합니다.

자동화에서 사용하는 VM 제품군 유형은 마법사에서 선택한 옵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Horizon Cloud에서 Windows 11 OS 지원을 위해서는 포드에서 v2204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 
이상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선택 자동으로 사용되는 VM 모델 vCPU의 Azure 제품군
비 GPU, 비 Windows 11 OS Standard_DS2_v2 DSv2 제품군
비 GPU Windows 11 OS,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OS

Standard_D4s_v3 Dsv3 제품군(Dsv3의 s는 Azure 설명
서 Dsv3 시리즈에 따라 소문자임)

GPU 지원 Standard_NV12s_v3 NVv3 제품군
Windows 7 OS, GPU 없음 Standard_DS2_v2. GPU는 기본적으로 

Windows 7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DSv2 제품군

자동화된 마법사를 사용하여 GPU 지원 VM을 가져오려는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NV 제품군 할당량을 제
공하지 않습니다.

구독에서 Standard_NV12s_v3 VM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콘솔의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
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GPU 지원 VM을 가져오는 것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가져오기가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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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이 마법사를 사용하여 Windows 10 OS 또는 Windows Server OS 유형에 대한 GPU 지원 
VM을 가져오는 것의 대안은 수동 가져오기 단계를 사용하고 Azure Marketplace에서 
Standard_NV4as_v4 VM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v2204 서비스 릴리스부터 Horizon Cloud는 GPU 지원 
골든 이미지에 대해 Azure Marketplace에서 NVv4 유형의 VM을 수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포드에서 v2204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을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사용하기 위한 Azure Marketplace에서 이러한 VM을 수동으로 가져오는 단계
를 보려면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 생성로 시작하는 페이지 시퀀스를 따르고 다음
에 수행할 작업 섹션을 모두 따르십시오. Azure NVv4 제품군은 AMD Radeon Instinct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절차
1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2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먼저 포드의 연결된 위치를 선택한 다음, 해당 위치의 포드 목록에서 포드를 선택하여 
VM을 생성할 포드를 선택합니다.

위치를 선택한 후에 포드 목록의 선택 항목을 필터링하여 선택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   GPU 지원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 이미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선택한 포드가 GPU 

지원 VM(가상 시스템)을 지원하는 Microsoft Azure 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GPU 지원 VM은 일부 
Microsoft Azure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Microsoft Azure 제품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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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VM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OS 이미지의 기본 VM에 사용할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참고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항목이 채워지는 데 잠시 시간이 걸립니다.

n VDI 데스크톱에 대해 이 이미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에 나열되어 있는 
서버가 아니고 다중 세션이 아닌 운영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VDI 데스크톱 이미
지를 생성하려면 해당 서버 또는 다중 세션 유형의 운영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하지 마십
시오.

n 이 이미지를 RDSH 세션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공유 사
용을 지원하는 항목의 프로비저닝에 사용하려는 경우 나열된 서버 또는 다중 세션 운
영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GPU 포함 이 기본 VM에 대해 GPU 지원 VM을 지정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NVv3 시리즈를 구독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독이 해당 시리즈의 
Standard_NV12s_v3 VM 가져오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UI에서 이 토글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 옵션은 Windows 7 운영 체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Windows 7 운영 체
제를 선택한 경우 마법사의 동적 특성 때문에 이 마법사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중요   이 토글을 사용하면 Standard_NV12s_v3 VM 유형을 사용하여 Azure 

Marketplace에서 VM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해당 VM에서 GPU 기능을 가져오려면 가
져오기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VM의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고 지원되는 NVIDIA 그래픽 드
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체로 아래 9단계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VM에서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한 
후에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도메인 가입 결과 VM이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일부로 Horizon Cloud 테넌트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중 하나에 가입되도록 지정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에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결과 VM이 선택된 도메인에 가입됩니다. 해당 도메인의 도메인 관리자 계정에서 결과 
VM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면 결과 VM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결과 
VM에 로그인하려면 이 마법사에서 지정한 계정 자격 증명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 IP 주소 사용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이 기본 VM에 대한 공용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사용하도
록 설정하면 VM은 개인 IP 주소와 공용 IP 주소를 둘 다 얻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면 VM이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개인 IP 주소로만 구성됩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워크플로에서 고정 할당 방법을 사용하여 공용 IP를 표준 
SKU 공용 IP로 생성합니다. 표준 SKU 공용 IP는 Microsoft Azure에서 영역 복원력을 
제공합니다. 표준 SKU IP 주소는 고정 할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된 VM이 stopped-
deallocated 상태인 경우에도 IP 주소에 대해 Microsoft Azure 구독 비용이 발생합니
다.

또한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워크플로는 VM에 대한 RDP 인바운드 연결을 허용
하는 인바운드 규칙이 있는 VM과 동일한 리소스 그룹에 있는 NSG에 VM의 NIC를 연결
합니다. 이 규칙은 생성된 후에 RDP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가져온 VM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
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생성된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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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Windows 이미지 최적화 기본적으로 VMware 권장 사항과 VM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충족하는 기본 VM을 생성하기 위해 이 토글이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이 최적화에는 모범 사례에 맞게 다음과 같이 기본 운영 체제 서비스 기능을 조정하는 작
업이 포함됩니다.

n 보다 효율적인 VM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은 물리적 데스
크톱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n Windows 업데이트와 같은 특정 Windows 시스템 서비스를 비활성화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최종 사용자가 아닌 관리자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켓플레이스 마법사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사용할 때 Windows 이
미지를 최적화하도록 결정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VM을 나중에 이미지로 게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Microsoft Windows Sysprep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설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이 토글은 OS가 다중 세션이 아닌 Windows 10 운영 체제로 설정된 경우에만 표시됩니
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VM이 생성되도록 이 토글이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n Windows 스토어 설치 관리자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n 기본적으로 기본 Windows 10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대부분의 Windows 스토
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Windows 10 기본 애플리케이션은 운영 체
제의 AppX 패키지에서 제공됩니다.

중요  
n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더라도 시스템 정의 허용 목록을 기준으로 일부 AppX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허용되는 AppX 패키지는 VM 가져오기 프
로세스가 끝날 때 VM에 설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목록에 대해서는 아래의 항목 링
크를 방문하십시오.

n VM을 나중에 이미지로 게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Microsoft Windows Sysprep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설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할 때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
거 옵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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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입력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Microsoft Azure에서 VM을 생성하는 데 허용될 수 있는 사용자 이름
과 암호에 대한 Microsoft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목록은 Microsoft 설명서에서 사용자 이
름 요구사항 및 암호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설명
사용자 이름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에 대해 원하는 관리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로컬 관리자 계정은 

프로세스 중 VM에 생성됩니다. 이 이름은 로컬 관리자 계정이 VM의 운영 체제에 액세스
하는 데 사용되고, 이미지로 변환 프로세스 중에도 사용됩니다. 이 이름의 길이는 최대 15

자일 수 있고,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Microsoft Azure에서 VM을 만들 때 허용되지 
않는 관리자 이름 중 하나가 아니어야 합니다.

중요   이 로컬 관리자 계정 정보(암호 텍스트 상자에 지정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기억
하거나 나중에 검색할 수 있게 적어두어야 합니다. 이 기본 이미지에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고 하며 새 이미지 워크플로를 수행하여 이 기본 이미지를 시스템에 게시할 경우 
이러한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암호 관리자 계정에 대해 원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는 Microsoft Azure 암호 규칙을 따
라야 합니다.

n Microsoft Azure에서 VM을 만들 때 허용되지 않는 관리자 계정 암호가 중 하나가 
아니어야 합니다.

n 길이가 12 - 123자여야 하고 다음 네 가지 복잡성 요구 사항 중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
니다.

n 소문자를 포함함
n 대문자를 포함함
n 숫자를 포함함
n 특수 문자를 포함함. 예: (!@#$%/^&*)

암호 확인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Windows 라이센스 질문 마법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동안 마법사는 토글 및 확인란 조합의 
형태로 이 질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새 포드 배포에 대한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의 라이
센스 섹션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는 Horizon Cloud 워크플로를 사용하는 과정
에서 사용하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스트 운영 체제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선
택한 Windows 기반 데스크톱 VM 및 RDSH VM을 생성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을 부여
하는 유효한 적격 Microsoft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5 이름 필드에 기본 VM에 대한 이름 및 선택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중요   Horizon Cloud 환경에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된 가져온 VM에 대해 이전에 사용된 이름을 입력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가져온 VM이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되어 [이미지] 페이지에 나열되면 여기에 
동일한 이름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알려진 문제로 인해, 이미 [이미지] 페이지에 나열된 이름을 다시 사용할 경
우 VM 생성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실패합니다. 시스템에서 Microsoft Azure에 VM을 생성하지 않지만 관리 
콘솔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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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n 밑줄(_)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n 영숫자 문자와 하이픈만 가질 수 있습니다.

n 이름은 알파벳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숫자 아님).

n 이름은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6 고급 옵션 섹션의 토글을 사용하여 VM에 설치될 Horizon Agent 기능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의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해당 기능이 VM에 설치됩니다. 워크플로 프로세스는 이 마법사에서 
선택한 옵션 외에도 항상 기본적으로 다음의 주요 기능을 설치합니다.

n Horizon Agent - HTML5 멀티미디어 리디렉션. 성능 최적화를 위해 Chrome 또는 Edge 브라우저의 
HTML5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사용자의 로컬 시스템으로 리디렉션합니다.

n Horizon Agent - Horizon performance tracker.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및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의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n Horizon Agent - vRealize Operations 데스크톱 에이전트.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데스크톱 인스
턴스 또는 팜 RDSH VM의 사용자 세션에서는 기록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위해 작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
하고 해당 데이터를 Horizon Cloud Cloud Monitoring Service(CMS)로 전송합니다.

n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 FlexEngine 클라이언트 구성 요
소는 일반 모드를 사용하여 설치됩니다. 이 기능은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 VM 및 
RDSH VM에서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주의   Windows 7 Enterprise 운영 체제의 경우, 토글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적 에이전트 
기능은 USB 리디렉션 및 헬프 데스크 옵션입니다. 또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Windows 7 Enterprise VM

에 앞의 4가지 에이전트 기능을 설치하지만 Windows 7 Enterprise에서는 HTML5 멀티미디어 리디렉션 
옵션과 Horizon performance tracker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옵션 설명
App Volumes Agent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기본 VM에 App Volumes Agent를 설치합니다. 이 에

이전트는 나중에 이 기본 VM에서 빌드된 데스크톱 이미지에서 App Volumes 기능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용 App Volumes 애
플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 항목도 참조하십시오.

Flash MMR 사용 성능 최적화를 위해 가상 데스크톱으로 스트리밍되는 Flash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리디렉
션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직접 스트리밍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디코딩할 수 있
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하여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요청 부담
을 덜어줍니다.

이 에이전트 옵션은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또는 Windows 7 

Enterprise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RDSH의 3D 지원
Windows 10 다중 세션의 3D 지원

OS 선택 옵션이 Windows Server 또는 Windows 10 다중 세션 운영 체제로 설정된 경
우에 적용됩니다. GPU 지원 RDSH VM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3D 그래픽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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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터미널 서비스용 MMR 성능 최적화를 위해 가상 데스크톱으로 스트리밍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리디렉션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직접 스트리밍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디코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하여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요청 부담을 덜어
줍니다.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 Horizon Client 사용자가 가상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로컬 드라이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Skype for Business 참고   Horizon Cloud Service 2303 릴리스에서는 매니페스트 버전 4136 이상의 포드
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은 매니페스트 버전 4136 이상의 포드에서 사
용하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매니페스트 4136 이전의 매니페스트 포드의 경우 이 옵션은 가상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비
즈니스용 Skype를 사용하여 최적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호출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합
니다.

웹캠 지원(실시간 오디오 비디오 RTAV) 가상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연결된 웹캠 및 오디
오 디바이스를 리디렉션합니다.

스마트 카드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PCoIP 또는 Blast Extreme 디스플레이 프로
토콜을 사용할 때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VMware Print 가져온 VM에서 Horizon Agent의 VMware Integrated Printing 기능을 설치하고 구
성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추가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모든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리디렉션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가상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연결된 스캔 및 이미지 생성 디바이스를 리디렉
션합니다.

USB 리디렉션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가상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로컬로 연
결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참고   조직에는 최종 사용자의 로컬로 연결된 USB 디바이스를 가상 데스크톱 및 RDS 기
반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데 대한 특정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정책 
설정을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를 위해 USB 리디렉션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는 VMware Horizon 설명서에 있는 VMware Horizon 8 "Horizon 원격 데스크톱 기
능 및 GPO" 가이드에서 USB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URL 리디렉션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Horizon Client에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사용
하는 대신 가상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처리할 URL을 결정하도록 하고, 

가상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해당 URL을 열 수 있도록 합니
다.

직렬 포트 리디렉션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가상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 직렬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리디렉션
합니다.

지리적 위치 리디렉션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가상 데스크톱에서 Internet Explorer 11과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VM에서 에이전트
를 설치할 때 Horizon 지리적 위치 리디렉션 옵션이 설치됩니다. 가져온 VM이 준비된 후
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Horizon 설명서에 있는 
VMware Horizon 8 "Horizon 원격 데스크톱 기능 및 GPO" 가이드에서 지리적 위치 
리디렉션 관련 콘텐츠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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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헬프 데스크 라이브 데스크톱 세션에서 실시간 성능 관련 데스크톱 및 세션 메트릭을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이브 세션은 활성, 유휴 또는 연결 끊기 상태인 세션입니다. 로그 아웃된 세
션은 이 라이브 세션 집합에 없습니다. 이러한 메트릭은 가상 데스크톱의 상태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트릭은 시스템의 헬프 데스크 관련 기능에 속하
는 Horizon Cloud - 헬프 데스크라고도 하는 사용자 카드 기능 정보에서 사용됩니다.

참고   이 토글을 끄면 해당 이미지에 기반한 데스크톱 인스턴스 또는 팜 RDSH 인스턴스
의 라이브 사용자 세션에서 성능 관련 메트릭이 수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라이브 
사용자 세션 데이터는 Cloud Monitoring Service(CMS)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브 사용자 세션 데이터를 이러한 세션에 대한 사용자 카드 또는 [보고서] 페이
지의 보고서 내에서 보고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헬프 데스크라
고도 하는 사용자 카드 기능 정보 및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vRealize Operations Desktop 

Agent 외에 기록 세션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Horizon Cloud 환경의 [일반 설정] 페이지
에서 CMS 세션 기능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CMS 세션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콘솔에서 기록 세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 환경에서 CMS 세션 기능의 설정
을 확인하려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의 모니
터링 테이블 행을 참조하십시오.

UNC 경로 리디렉션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가상 데스크톱에서 클라이언트로 리디렉션
하고 UNC 경로 액세스를 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매니페스트 버전 4136 이상에서 실행되는 포드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VDI 데스크톱 및 RDS 호스트에 사용되는 이전 에이전트 관련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세부 정보 및 기본적으로 
항상 설치되는 모든 Horizon Agent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Horizon 제품 설명서에서 
Horizon Agent 사용자 지정 설치 옵션(VDI 데스크톱에 적용되는 옵션) 및 RDS 호스트에 대한 Horizon 

Agent 사용자 지정 설치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7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VM의 생성 및 구성이 시작됩니다. VM이 가져온 VM 페이지에 전원 켜짐 상태(녹색 점)로 나열되고 
에이전트 상태가 연결되지 않음인 최종 지점에서 전체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데 약 4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VM이 처음에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서 인스턴스화되면 [가져온 VM] 페이지에 해당 이름이 표시됩니
다. 새로 고침 아이콘을 사용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최신 VM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VM 생성 프로세스가 실패하는 경우 시스템은 해당 오류에 대한 알림을 생성하고 에이전트 버전 열에 실패 링
크를 표시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오류 이유를 읽을 수 있는 알림 페이지가 열립니다.

중요   Microsoft Azure 중국 클라우드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최대 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지리적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필요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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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페이지를 새로 고쳐 녹색 전원 켜짐 점이 있고 에이전트 상태가 연결되지 않
음인 VM이 표시되면, VM에서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와 연결합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VM이 아직 Horizon Cloud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음 스크린샷과 같이 VM

의 에이전트 상태 열에 연결되지 않음(가져오기 성공)이 표시됩니다.

VM을 선택한 후 자세히 >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VM과 클라우드 평면을 연결합니다. 

이 작업은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연결 프로세스 도중에는 VM이 다시 시작되고 에이전트 
상태가 연결되지 않음(가져오기 성공)에서 알 수 없음 ~ 활성으로 변경됩니다. 원형 화살표 아이콘을 사용
하여 [가져온 VM] 페이지를 새로 고쳐 VM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과
에이전트 상태 열에 활성 및 에이전트 버전(예: 19.3.0)이 표시되면 VM 연결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다음 스크
린샷은 연결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의 VM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 배경과 같은 항목 구성 및 VM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이미지의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VM에 대한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연결과 같은 RDP 클라이언트의 [가져온 VM] 페이지에 표시되는 IP 주소를 사용하여 생성된 
VM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n 포드가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가상 데스크톱 VM 및 팜 RDSH VM을 프록시와 함께 구성하는 방
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n Office 365가 포함된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최
종 사용자가 이 VM을 기준으로 RDS 팜에서 프로비저닝된 Office 365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Office 365 ProPlus에 대한 공유 컴퓨터 인증을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설명서 
항목 Office 365 ProPlus의 공유 컴퓨터 인증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n GPU 포함에 대해 예를 선택한 경우 VM의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고 지원되는 NVIDIA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
치하여 Microsoft Azure GPU 지원 VM의 GPU 기능을 가져와야 합니다. VM이 생성되고 [가져온 VM] 페
이지에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활성 상태로 표시된 후에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가져온 GPU 지원 VM에 적절한 GPU 드라이버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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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 VM을 기준으로 하는 팜 RDSH 인스턴스 또는 VDI 할당 데스크톱 인스턴스에서 NSX Cloud 및 해당 
NSX-T Data Center 구성 요소의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미지를 게시하기 전에 VM의 운영 체제에 로그
인하고 NSX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및 Horizon Cloud의 가져온 이미지 VM에 NSX Tools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환경과 연결된 라이센싱이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
며, 이 VM을 기준으로 하는 최종 사용자 가상 세션에서 원격 지원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 VM에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에서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 가져오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를 설
치합니다. FlexEngine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는 일반 모드를 사용하여 설치됩니다. 결과 VM의 설치 경로는 
C:\Program Files\VMware\Horizon Agents\User Environment Manager입니다. 이 이미
지를 기준으로 하는 데스크톱 VM 및 팜 RDSH VM에서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사
용하려면 최소한 중소중견기업 2개가 사용하도록 설정된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별도의 파일 서버를 구
성하십시오. 그런 다음 해당 파일 서버를 사용하여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구성합니
다. 또한, FlexEngine을 일반 모드로 설치할 때 필요한 GPO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제품 설명서에서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설명서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마켓플레이스 마법사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사용할 때 Windows 이미지를 최적화하도
록 결정
Marketplace에서 가상 머신 가져오기 마법사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최적화 작업을 통해 가져온 VM(가상 머신)

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
를 통해 Horizon Cloud에서 해당 VM에 대한 후속 게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VM이 구
성됩니다. 이 마법사 옵션은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마법사 옵션은 VMware OSOT(운영 체제 최적화 도구)를 실행하고 해당 도구가 VM을 최적화하도록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상 머신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VMware 운영 체제 최적
화 도구에서 수행하는 동일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고 VM에서 OSOT 도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결과 설정은 가져온 VM에 설치된 Windows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Windows 운영 체제
최적화 옵션을 선택한 경우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에서는 다음을 수행하여 Windows 업데이트 기능을 비활성화합
니다.

n 자동 업데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레지스트리 속성 추가. 이 속성 값은 1로 설정됩니다.

경로 HKEY_LOCAL_MACHINE\SOFTWARE\Policies\Microsoft\Windows\WindowsUpdate\AU

속성 이름 NoAutoUpdate

속성 값 1

n wuauserv 서비스 중지 및 비활성화. 이 시스템 서비스는 Windows 업데이트 기능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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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클라이언트 및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 이상
최적화 옵션을 선택한 경우 VM 가져오기 프로세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케줄링된 작업(있는 경우)을 비활성화합
니다.

작업 스케줄러 > 작업 스케줄러 라이브러리 작업 이름
\Microsoft\Windows\UpdateOrchestrator Schedule Scan

USO_UxBroker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할 때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옵션 사용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사에는 기본 VM(가상 시스템)의 다중 세션이 아닌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클라
이언트 유형 운영 체제에서 대부분의 Windows 스토어 앱을 제거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고 이미
지 생성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VM이 생성되므로 이미지 게시 프로세스가 실패하게 되는 일반적인 여러 원인이 해
결됩니다. 게시 프로세스 동안 Sysprep 오류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특히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참고   마법사의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더라도 시스템에서 구현된 시스
템 정의 허용 목록을 기준으로 일부 AppX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허용 목록의 appx 패키지는 VM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끝날 때 기본 VM에 설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AppX 패키지 목록에 대해서는 이 항목의 
아래쪽에 있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VM을 생성하는 경우 자동화된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에서
는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사용합니다. Microsoft 설명서의 Windows 10

에 포함된 다양한 앱 이해에 설명된 것처럼 Microsoft Windows 10 클라이언트 유형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설
치된 Windows 앱 및 프로비저닝된 Windows 앱(c:\Program Files\WindowsApps 디렉토리에 설치됨)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제가 실행된 후에는 해당 디렉토리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외에 
Microsoft에서 추천 앱이라고 하는 다양한 Microsoft Store 앱을 Microsoft Store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은 Microsoft 시스템 준비(Sysprep) 유틸리티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게시 워크플로는 해당 유틸리티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많은 Windows 앱이 VM의 운영 체제에 
남아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Sysprep 문제는 업계에 알려져 있으며 다음 Microsoft 리소스에 설명되
어 있습니다.

n Microsoft KB 2769827

n Microsoft MVP 문서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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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치된 대부분의 Microsoft Store 앱을 제거하고 VM의 운영 체제가 새로운 추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 이미지를 게시할 때 Sysprep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Windows 

앱은 운영 체제에 AppX 패키지로 존재합니다.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이
미지 생성 프로세스에서 VM의 운영 체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n Microsoft Store 자동 다운로드 및 Microsoft 소비자 환경을 비활성화하도록 이러한 레지스트리 값을 구성
합니다.

표 6-1.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옵션에 대해 설정되는 레지스트리 값
레지스트리 경로 속성 이름 값 세부 정보
HKEY_LOCAL_MACHINE\SOFTWARE\Policies\Mic
rosoft\WindowsStore

AutoDownload 2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
이션의 자동 다운로드를 비
활성화합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Policies\Mic
rosoft\Windows\CloudContent

DisableWindowsConsumerFea
tures

1 Microsoft 소비자 환경을 
비활성화합니다.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
dows\CurrentVersion\ContentDeliveryManag
er

SilentInstalledAppsEnable
d

0 Microsoft Windows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한 후 설
치하게 되는 추천 
Microsoft Store 애플리케
이션의 자동 설치를 비활성
화합니다.

n Microsoft Store 설치 서비스(InstallService 서비스)를 중지하고 비활성화합니다.

n VM의 운영 체제에 설치되고 시스템 정의 허용 목록에 없는 AppX 패키지(확장자가 .appx인 파일)를 제거합
니다. 이미지 생성 스크립트는 먼저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사용하여 VM의 운영 체제에 있는 AppX 패키지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Get-AppxPackage -AllUsers | Select-Object -Property Name, PackageFullName | Sort-Object 
-Property Name

그런 다음, 시스템의 허용 목록에 없는 각 AppX 패키지에 대해 이 스크립트는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사용하
여 제외된 AppX 패키지를 제거합니다.

Remove-AppxPackage  -Name appx-name

그런 다음, 스크립트는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사용하여 제외된 AppX 패키지에 연결된 application-

provisioning 패키지를 제거합니다.

Get-AppxProvisionedPackage -Online | Where-Object {$_.DisplayName -like appx-name} | 
Remove-AppxProvisionedPackag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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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의 허용 AppX 패키지
다음 AppX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허용 목록에 있습니다.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토글이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도 이 패키지는 VM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끝날 때 결과 기본 VM에 유지됩니다.

Microsoft.DesktopAppInstallers
Microsoft.Messaging
Microsoft.MSPaint
Microsoft.Windows.Photos
Microsoft.MicrosoftStickyNotes
Microsoft.WindowsCalculator
Microsoft.WindowsCommunicationsApps
Microsoft.WindowsSoundRecorder
Microsoft.WindowsStore
Microsoft.Xbox.TCUI
Microsoft.XboxApp
Microsoft.XboxGameCallableUI
Microsoft.XboxGameOverlay
Microsoft.XboxGamingOverlay
Microsoft.XboxIdentityProvider
Microsoft.XboxSpeechToTextOverlay
Windows.CBSPreview
windows.immersivecontrolpanel
Windows.PrintDialog

Horizon Cloud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생성된 NSG(네트워
크 보안 그룹)

NSG를 사용하여 VM의 NIC에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유형을 제어하는 것이 Microsoft Azure 모범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Horizon Universal Console [마켓플레이스에서 가
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를 처음 실행하면 VM과 동일한 리소스 그룹에 NSG가 생성되고 결과 VM의 NIC가 해
당 NSG에 연결됩니다. 마법사의 다음 실행에서 공용 IP 주소를 생성하도록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시스템은 후
속 VM을 동일한 NSG에 연결하거나 두 번째 NSG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NSG의 규칙은 마법사에서 생성한 가져
온 VM에 허용되는 트래픽을 결정합니다.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Microsoft Azure에서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는 Azure 

VNet(Virtual Networks)에 연결된 리소스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NSG는 해당 네트워크 트래
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보안 규칙을 정의합니다. NSG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네트워크 보안 그룹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는 NSG 생성 시 각 NSG에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생성되는 모든 NSG에
서 Microsoft Azure는 우선 순위 65000 이상에서 일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Microsoft Azure 기본 규칙은 사용자 또는 시스템이 Microsoft Azure에서 NSG를 생성할 때 Microsoft 

Azure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이 설명서 항목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Horizon Cloud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기본 보안 규칙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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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워크플로가 실행되면 시스템은 가져온 VM이 생성된 동일한 
리소스 그룹에 이러한 NSG를 생성합니다. 마법사가 VM을 생성하는 포드 리소스 그룹에 사용되는 이름 지정 패턴
을 보려면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대해 생성된 리소스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공용 IP 주소 사용 사용함
마법사의 공용 IP 주소 사용 토글이 설정된 상태로 생성된 VM의 경우 시스템은 해당 VM을 HCS-Imported-VM-
NSG라는 NSG에 연결합니다. 이 NSG에는 모든 NSG에서 Microsoft Azure가 생성한 기본 규칙 외에도 RDP 포
트를 사용하는 인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는 인바운드 규칙이 있습니다. 공용 IP 주소 사용 옵션의 목적은 공용 인
터넷을 통해 VM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인바운드 규칙은 VM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
록 RDP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VM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표 6-2. HCS-Imported-VM-NSG의 인바운드 보안 규칙
우선 순
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300 AllowRDP 3389 TCP 임의 임의 허용

공용 IP 주소 사용 사용 안 함
마법사의 공용 IP 주소 사용 토글이 해제된 상태로 생성된 VM의 경우 시스템은 해당 VM을 HCS-Imported-VM-
NSG-Basic이라는 NSG에 연결합니다. 이 NSG에는 NSG가 생성될 때 Microsoft Azure에서 생성된 기본 규칙
만 포함됩니다. 이러한 Microsoft Azure 기본 규칙은 Microsoft Azure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이 설명서 항
목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기본 보안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가져온 VM(가상 머신)이 생성되고 Horizon Cloud에 연결했지만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하기 전에, VM의 게스트 
Windows OS(운영 체제)를 사용자 지정하여 이미지에 필요한 항목을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VM이 사용자 지정
을 거친 후에는 해당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최종 사용자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항목으로 이미지가 구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골든 이미지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링크를 사용하여 VM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하는 단계를 수행합니다. 이미지 VM을 추가로 조정하
여 VMware Blast Extreme을 사용하기 위한 개선된 구성을 제공하려면 Horizon Cloud 팜 및 데스크톱에서 최
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단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VMware Blast Extreme 최적화 가이드를 읽어 보고, 코덱 옵션에 대한 해당 가이드의 권장 사항에 따라 이미지
에서 코덱 옵션에 대한 추가 조정을 수행하십시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321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virtual-network/security-overview#default-security-rul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virtual-network/security-overview#default-security-rules
https://images.techzone.vmware.com/sites/default/files/VMware-Blast-Extreme-Optimization-Guide.pdf


[VM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다음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기본 이미지 VM을 수동으로 생성
한 경우 Sysprep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가상 머신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기본 이미지를 생성했으며 마법사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
정한 경우, 가져온 VM이 봉인된 이미지로 변환될 때 실행되는 Microsoft Windows 시스템 준비(Sysprep) 프
로세스 중에 발견된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방지하도록 VM을 구성했습니다.

n Windows 이미지 최적화 토글 — 마법사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운영 체제에 대한 마법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 옵션은 마켓플레이스 마법사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사용할 때 Windows 이미지를 최적화하
도록 결정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n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토글 — Windows 10 또는 11 클라이언트 유형의 운영 체제에 대한 마
법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할 때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
이션 제거 옵션 사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가져온 VM을 수동으로 생성한 경우, 특히 
Microsoft Windows 시스템 준비(Sysprep) 프로세스와 관련된 봉인 프로세스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
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항목의 단계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가져온 VM을 게시되고 봉인된 이미지로 변환하기 전
에 아래에 나열된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n Windows 이미지 최적화 및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토글을 예로 설정할 때 시스템이 사용하
는 것과 동일한 설정에 따라 기본 이미지 VM의 서비스 및 레지스트리 키를 수동으로 구성합니다. 위의 목록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설정을 읽습니다.

n Microsoft KB 2769827 및 Microsoft MVP 문서 615에 설명된 대로 Microsoft Windows appx 패키지
를 제거합니다. Windows 10 또는 11의 경우 각각의 모든 계정에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여 모든 계
정에서 appx 패키지 제거 단계를 실행합니다. 모든 계정에 대해 appx 제거 단계 실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미지
에서 계정이나 프로파일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의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
션 제거 토글을 사용할 때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패키지 제거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할 때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옵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 VMware Windows 운영 체제 최적화 도구 가이드에 설명된 지침을 수행해 보십시오. 이 가이드는 다른 
VMware 가상 데스크톱 제품의 컨텍스트에서 작성되었고 Horizon Cloud 환경에서 지원되는 것 이외의 
Windows 운영 체제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VM에서 VMware OSOT(OS 최적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한 세부 정보 또한 제공합니다.

중요   VMware OSOT(OS 최적화 도구)는 널리 사용되지만 VMware Fling이라고 지칭하므로 해당 지원 
프로세스가 VMware Flings 사용 약관에 따라 관리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Fling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
며 VMware 지원 요청 프로세스 또는 VMware Horizon 서비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
할 당시, VMware OS 최적화 도구 사용과 관련된 도움말은 VMware Flings 사이트의 해당 위치에 있는 설
명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Horizon Cloud 가져온 VM의 경우 
- 조직의 요구에 맞게 VM 사용자 지정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유형 운영 체제에서 빌드한 VM(가상 머신)을 가져온 후 Horizon Cloud에 연
결했지만,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하기 전에, 게스트 Windows OS(운영 체제)를 사용자 지정하여 최종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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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I 데스크톱에 포함하려는 모든 항목을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이때, VDI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모
든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또한 조직의 요구에 맞는 특수 드라이버 설치, 배경 무늬 적용, 기본 색 및 글
꼴 설정, 작업 표시줄 설정 구성, 기타 OS 수준 항목 등의 사용자 지정을 Windows 게스트 운영 체제에서 수행합
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전 VM을 이미지 또는 기본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사용자 지정 후에는 VM을 골든 이미지라
고도 합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가져온 VM의 해당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활성 상태로 표시되면 RDP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연결한 후 기본 운영 체제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가져온 VM] 페이지에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VM에 대해 활성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를 가져오려면 VM에서 
[가져온 VM] 페이지의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더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 있습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 표시된 대로 VM의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참고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RDP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
인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7 운영 체제의 기본 RDP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높은 버전이 아닙니다. 버전 8 이
상이어야 합니다.

VM의 게스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려면 VM이 생성된 방식에 따라, 다음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
호) 중 하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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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이 생성된 방식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자격 증명
[가져온 VM] 페이지의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 날짜부터,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는 생성 프로세스가 끝날 때 마법사가 생성한 VM을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거나, 해당 VM을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는 옵
션이 제공됩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
명을 사용하거나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VM이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로컬 관리자 계정이 로
그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정입니다.

수동 준비 단계. 일반적으로는 VM을 수동으로 구축할 때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VM에 로그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사용
합니다.

n 수동으로 작성한 VM이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되었을 때 지
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

n 해당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수동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

중요   포드 매니페스트 1230 이상부터, 도메인 계정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도메인 가입 이미지 VM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1230 이전에는 도메인 가입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때문에 
도메인 계정이 해당 VM에 직접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2298 이전 버전의 이러한 매니페스트는 지원되지 않으며 
VMware KB 86476에 설명된 대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절차
1 RDP 소프트웨어에 VM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VM의 운영 체제에 연결합니다.

n VM이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생성되면 RDP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VM이 개인 IP 주소를 갖는 경우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RDP를 수행해야 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갖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다른 VM을 사용하고 가져온 VM에 대해 아웃바운드 
RDP 수행.

n VPN을 사용하고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VM으로 RDP 수행
참고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실행 중인 VM에 액세스하려면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버
전 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실패합니다. 최신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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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호)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합
니다.

VM이 생성될 때 이미지 가져오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
을 \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VM이 도메인 가입 VM이고, 로컬 관리자 계정 대신 도메인 계정을 사용
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domain\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domain은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3 운영 체제에 로그인되면, 최종 사용자가 VDI 데스크톱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려는 타사 애플리케이션 또
는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4 운영 체제에서 VDI 데스크톱에 원하는 사용자 지정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5 사용자 지정 배경 무늬 추가, 기본 글꼴, 색 또는 테마 설정, 작업 표시줄 기본 설정 조정 등과 같이 VDI 데스크
톱에서 사용하려는 사용자 지정 또는 구성을 수행합니다.

6 VM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최종 설정을 다 추가했으면 운영 체제에서 로그아웃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의도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최적화합니다. Horizon Cloud 팜 및 데스크톱에서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단계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모범 사례에 따라 VM을 최적화하여 Horizon Cloud에서 골든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하는 프로세
스(이미지를 게시하거나 봉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동안 sysprep 또는 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
다.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하여 골든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Horizon 
Cloud 가져온 VM의 경우 - 조직의 요구에 맞게 VM 사용자 지정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에서 빌드한 VM(가상 
머신)을 가져온 다음, Horizon Cloud에 연결하고,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하기 전에 게스트 운영 체제(OS)를 사용
자 지정하여 최종 사용자의 원격 애플리케이션 및 세션 기반 데스크톱이 프로비저닝될 RDSH VM에 유지하려는 
모든 항목을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이때 세션 기반 데스크톱에서 사용하거나 원격 애플리케이션으로 할당하려는 
모든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또한 조직의 요구에 맞는 특수 드라이버 설치, 배경 무늬 적용, 기본 색 및 
글꼴 설정, 작업 표시줄 설정 구성, 기타 OS 수준 항목 등의 사용자 지정을 Windows 게스트 운영 체제에서 수행
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전 VM을 이미지 또는 기본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사용자 지정 후에는 VM을 골든 이미지
라고도 합니다.

팁   Microsoft 설명서 FAQ에 설명된 대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은 이전에는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만 제공할 수 있던 여러 동시 대화형 세션을 허용하는 
RDSH(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유형입니다.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은 
RDSH 유형의 운영 체제이므로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 구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때 Horizon Cloud 

RDSH 적용 가능한 워크플로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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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VM] 페이지에서 가져온 VM의 해당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활성 상태로 표시되면 RDP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연결한 후 기본 운영 체제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가져온 VM이 기본적으로 Office 365 ProPlus가 포함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
션 시스템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경우 Microsoft 설명서 항목 Office 365 ProPlus에 대한 공유 컴퓨터 인증 개요
에 설명된 대로,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과정의 일부로 공유 컴퓨터 인증을 위해 해당 Office 365 ProPlus를 구성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컴퓨터 인증을 위해 Office 365 ProPlus를 구성하는 방법을 결정하려면 해당 
Microsoft 설명서 항목을 읽어 보십시오.

[가져온 VM] 페이지에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VM에 대해 활성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를 가져오려면 VM에서 
[가져온 VM] 페이지의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더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 있습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 표시된 대로 VM의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팁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RDP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인
합니다. 버전 8 이상이어야 합니다.

VM의 게스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려면 VM이 생성된 방식에 따라, 다음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
호) 중 하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M이 생성된 방식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자격 증명
[가져온 VM] 페이지의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는 생성 프로세스가 끝날 때 마법사가 

생성한 VM을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거나, 해당 VM

을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
명을 사용하거나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VM이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로컬 관리자 계정이 로
그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정입니다.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의 수동 준비 단계

일반적으로는 VM을 수동으로 구축할 때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VM에 로그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사용
합니다.

n 수동으로 작성한 VM이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되었을 때 지
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

n 해당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수동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

절차
1 RDP 소프트웨어에 VM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VM의 운영 체제에 연결합니다.

n VM이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생성되면 RDP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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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M이 개인 IP 주소를 갖는 경우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RDP를 수행해야 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갖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다른 VM을 사용하고 가져온 VM에 대해 아웃바운드 
RDP 수행.

n VPN을 사용하고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VM으로 RDP 수행
기억할 사항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RDP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버전 8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호)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합
니다.

VM이 생성될 때 이미지 가져오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
을 \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VM이 도메인 가입 VM이고, 로컬 관리자 계정 대신 도메인 계정을 사용
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domain\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domain은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3 운영 체제에 로그인되면, 세션 기반 데스크톱에서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거나 또는 원격 애
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려는 타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4 운영 체제에서 RDSH 호스트에 사용하려는 사용자 지정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5 사용자 지정 배경 무늬 추가, 기본 글꼴, 색 또는 테마 설정, 작업 표시줄 기본 설정 조정 등과 같이 세션 기반 
데스크톱에서 사용하려는 사용자 지정 또는 구성을 수행합니다.

6 VM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최종 설정을 다 추가했으면 운영 체제에서 로그아웃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VM이 기본적으로 Office 365 ProPlus를 포함하는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선
택 항목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추가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ffice 365 ProPlus에 대한 공유 컴퓨터 
인증 개요 Microsoft 설명서 항목에 설명된 대로 공유 컴퓨터 활성화를 위해 Office 365 ProPlus를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컴퓨터 인증을 위해 Office 365 ProPlus를 구성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려면 해당 Microsoft 설명서 항목을 읽어 보십시오.

의도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최적화합니다. Horizon Cloud 팜 및 데스크톱에서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단계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모범 사례에 따라 VM을 최적화하여 Horizon Cloud에서 골든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하는 프로세
스(이미지를 게시하거나 봉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동안 sysprep 또는 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
다.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하여 골든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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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Horizon Cloud 가져온 VM의 경우 - 조
직의 요구에 맞게 VM 사용자 지정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서 빌드한 VM을 가져온 후 Horizon Cloud에 연결했지만, Horizon 

Cloud에서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하기 전에 게스트 운영 체제(OS)를 사용자 지정하여 최종 사용자의 원격 애플리
케이션 및 세션 기반 데스크톱이 프로비저닝될 RDSH VM에 유지하려는 모든 항목을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또한 
조직의 요구에 맞는 특수 드라이버 설치, 배경 무늬 적용, 기본 색 및 글꼴 설정, 작업 표시줄 설정 구성, 기타 OS 

수준 항목 등의 사용자 지정을 Windows 게스트 운영 체제에서 수행합니다. 사용자 지정하기 전 VM을 이미지 또
는 기본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사용자 지정 후에는 VM을 골든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가져온 VM의 해당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활성 상태로 표시되면 RDP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연결한 후 기본 운영 체제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RDSH 서버에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Microsoft의 모범 사례를 보려면 TechNet 

Magazine 문서, RD 세션 호스트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 알아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가져온 VM] 페이지에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VM에 대해 활성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를 가져오려면 VM에서 
[가져온 VM] 페이지의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더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 있습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 표시된 대로 VM의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참고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RDP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
인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7 운영 체제의 기본 RDP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높은 버전이 아닙니다. 버전 8 이
상이어야 합니다.

VM의 게스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려면 VM이 생성된 방식에 따라, 다음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
호) 중 하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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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이 생성된 방식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자격 증명
[가져온 VM] 페이지의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 날짜부터,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는 생성 프로세스가 끝날 때 마법사가 생성한 VM을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거나, 해당 VM을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는 옵
션이 제공됩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
명을 사용하거나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VM이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로컬 관리자 계정이 로
그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정입니다.

수동 준비 단계. 일반적으로는 VM을 수동으로 구축할 때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VM에 로그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사용
합니다.

n 수동으로 작성한 VM이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되었을 때 지
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

n 해당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수동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

중요   포드 매니페스트 1230 이상부터, 도메인 계정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도메인 가입 이미지 VM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1230 이전에는 도메인 가입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때문에 
도메인 계정이 해당 VM에 직접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2298 이전 버전의 이러한 매니페스트는 지원되지 않으며 
VMware KB 86476에 설명된 대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절차
1 RDP 소프트웨어에 VM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VM의 운영 체제에 연결합니다.

n VM이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생성되면 RDP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VM이 개인 IP 주소를 갖는 경우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RDP를 수행해야 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갖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다른 VM을 사용하고 가져온 VM에 대해 아웃바운드 
RDP 수행.

n VPN을 사용하고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VM으로 RDP 수행
참고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실행 중인 VM에 액세스하려면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버
전 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실패합니다. 최신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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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호)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합
니다.

VM이 생성될 때 이미지 가져오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
을 \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VM이 도메인 가입 VM이고, 로컬 관리자 계정 대신 도메인 계정을 사용
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domain\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domain은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3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면 다음 단계에 따라 다중 사용자 RDS 데스크톱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려는 타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a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서 시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명령 프롬프트(관리자)를 클
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b 해당 명령 프롬프트에서 change user /query 명령을 실행하여 서버의 현재 설치 모드를 확인합니다.

Applicaton EXECUTE mode is enabled 응답은 서버가 RD-Execute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c 해당 명령 프롬프트에서 change user /install 명령을 실행하여 서버를 RD-Install 모드로 전환합니
다.

Microsoft 모범 사례 문서에 설명된 대로 RD 설치는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
을 설치하기 위한 특수한 설치 모드입니다.

d RDS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타사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설
치합니다.

e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했으면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돌아가서 change user /execute 명령을 실행
하여 서버를 RD-Execute 모드로 전환합니다.

4 운영 체제에서 RDS 데스크톱에 원하는 사용자 지정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5 사용자 지정 배경 화면 추가, 기본 글꼴, 색 또는 테마 설정, 작업 표시줄 기본 설정 조정 등과 같이 RDS 데스
크톱에서 사용하려는 사용자 지정 또는 구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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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M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최종 설정을 다 추가했으면 운영 체제에서 로그아웃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의도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최적화합니다. Horizon Cloud 팜 및 데스크톱에서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단계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모범 사례에 따라 VM을 최적화하여 Horizon Cloud에서 골든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하는 프로세
스(이미지를 게시하거나 봉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동안 sysprep 또는 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
다.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하여 골든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Horizon Cloud 팜 및 데스크톱에서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
미지를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단계
최종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사용할 골든 이미지를 사용자 
지정한 후에는 해당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할당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최종 사용자 개인 설정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범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항목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됩니다.

n 5가지 주요 단계
n 선택 사항: 사용자 환경 모니터링 도구 설치
n 다양한 최종 사용자 개인 설정 및 워크로드 유형에 사용되는 팜에 대한 코덱 선택 및 VM 시리즈 크기 조정 권

장 사항
팁   이러한 5가지 주요 단계는 VMware Digital Workspace Tech Zone의 VMware Blast Extreme 최적화 
가이드 및 VMware Horizon 가상 데스크톱용으로 최적화된 Windows 이미지 생성에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주요 단계
1 최적의 원격 환경을 위해 이미지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준비하려면 골든 이미지 VM에 

VMware Horizon용 Windows OS 최적화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도구를 실행하고, 도구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VMware Customer Connect에서 VMware Horizon용 Windows OS 최적화 도구를 다운로드하려면 
VMware Customer Connect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2 골든 이미지의 운영 체제에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용 WDDM 그래픽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설정
합니다. 이 설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에서 로컬 컴퓨터 정책 > 관리 템플릿 > Windows 구성 요소 > 원격 데스크톱 서
비스 > 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 원격 세션 환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해당 위치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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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격 데스크톱 연결용 WDDM 그래픽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사용 정책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WDDM 그래픽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VM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VM에서 예상되는 최종 사용자 워크로드에 적합한 코덱을 설정합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VMware Blast Extreme 최적화 가이드의 코덱 옵션 섹션 및 각 코덱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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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또는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서 빌드한 이미지를 사
용하는 팜의 경우 다양한 최종 사용자 개인 설정 및 워크로드 유형에 사용되는 팜에 대한 코덱 선택 및 VM 시
리즈 크기 조정 권장 사항 섹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VMware Blast Extreme 최적화 가이드, 코덱 및 코덱 옵션 사용 섹션의 표 2에 설명된 것처럼 일부 
코덱 옵션에는 해당 Horizon Client 설정이 필요합니다. Blast 코덱 및 H.264 코덱의 경우 최종 사용자는 해
당 Horizon Client에서 필요한 섹션을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4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
에 설명된 대로 고급 옵션에서 마법사는 생성될 당시의 골든 이미지에 포함된 Horizon 원격 환경 기능을 사용
하도록 설정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토글 중 일부는 이미지에서 설치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도
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법사에서 VM을 생성하도록 하기 전에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원격 
환경 기능만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 토글
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이 필
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토글을 해제하여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5 VM의 시스템 속성 > 고급 시스템 설정 > 성능 옵션을 열고 설정을 확인하여 원하는 성능에 맞게 VM이 설정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최적의 설정은 최적 성능으로 조정입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러한 설정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선택 사항: 사용자 환경 모니터링 도구 설치
사용자 환경 모니터링 도구를 설치하면 FPS, 대역폭, CPU 소비, 코덱 유형 등과 같은 다양한 성능 메트릭을 VM

의 운영 체제 내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 중 하나는 타사 도구인 RDAnalyz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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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최종 사용자 개인 설정 및 워크로드 유형에 사용되는 팜에 대한 코덱 선택 및 VM 시리즈 
크기 조정 권장 사항
다음 VM 예제 및 크기 조정 제안은 Horizon Cloud 팜의 일반적인 워크로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팜은 최종 사용
자에게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합니다. 팜은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또는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
별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크기 조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Microsoft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빠른 최신 VM 크기를 지원하므로 최적화된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환경에서 시
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지침이 필요한 경우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아래 나열된 코덱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Blast 최적화 가이드의 코덱 및 코덱 옵션 사용 
및 관리자를 위한 구성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의 VM 시
리즈 워크로드 유형

vCPU당 최대 사
용자/총 사용자 개인 설정 최적의 코덱 설명

애플리케이션 예
시

D2s_v3, 
F2s_v2

낮은 로드 vCPU당 최댓값 
= 6

총 개수 = 12

작업 실행자 Blast 코덱 낮은 CPU 및 대
역폭 사용량입니
다. 최적의 환경
을 위해 대역폭 
및 프레임 속도를 
보다 강력히 제어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항
목 애플리케이션, 

CLI(명령줄 인터
페이스)

D4s_v3, 
F4s_v2

중간 로드 vCPU당 최댓값 
= 4

총 개수 = 16

컨설턴트 및 시장 
연구원

Blast 코덱 낮은 CPU 및 대
역폭 사용량입니
다. 최적의 환경
을 위해 대역폭 
및 프레임 속도를 
보다 강력히 제어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항
목 애플리케이션, 

CLI(명령줄 인터
페이스), 
Microsoft 

Word, 고정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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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의 VM 시
리즈 워크로드 유형

vCPU당 최대 사
용자/총 사용자 개인 설정 최적의 코덱 설명

애플리케이션 예
시

D4s_v3, 
F4s_v2

높은 로드 vCPU당 최댓값 
= 2

총 개수 = 8

엔지니어 및 컨텐
츠 작성자

H.264 일반 CPU 및 대
역폭 사용량입니
다. 멀티미디어에 
적합한 환경.

데이터베이스 항
목 애플리케이션, 

CLI(명령줄 인터
페이스), 
Microsoft 

Word, 고정 웹 
페이지, 
Microsoft 
Outlook, 
Microsoft 

PowerPoint, 동
적 웹 페이지

D4s_v3, 
F4s_v2, NV6

전원 vCPU당 최댓값 
= 1

총 개수 = 4

그래픽 디자이너 H.264 일반 CPU 및 대
역폭 사용량입니
다. 프레임 속도
를 60 FPS(초당 
프레임 수)로 변
경하여 멀티미디
어 및 3D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뛰어난 환경
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NV6를 
사용하는 경우 그
래픽에 대해 하드
웨어 가속화를 활
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항
목 애플리케이션, 

CLI(명령줄 인터
페이스), 
Microsoft 

Word, 고정 웹 
페이지, 
Microsoft 
Outlook, 
Microsoft 

PowerPoint, 동
적 웹 페이지,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CAD(컴퓨터 지
원 설계), 

CAM(컴퓨터 지
원 제조)

추가 정보
원격 환경 사용 사례를 위해 VM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n Microsoft 설명서 항목 가상 시스템 크기 조정 지침: VM이 AVD(Azure Virtual Desktop)에서 실행되는 
경우의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에 대한 크기 조정 권장 사항을 포함합니다.

n VMware Digital Workspace Tech Zone의 VMware Blast Extreme 최적화 가이드
n VMware Digital Workspace Tech Zone의 VMware Horizon용 Windows OS 최적화 도구 가이드
n VMware Digital Workspace Tech Zone의 VMware Horizon 가상 데스크톱용 최적화된 Windows 이

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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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가져온 GPU 지원 VM에 적절한 GPU 
드라이버 설치
Azure Marketplace에서 가져온 GPU 지원 VM의 GPU 기능을 활용하려면 VM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고 VM 유형에 적합한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는 Azure Marketplace에서 GPU 지원 VM을 가져오는 데 있어 다
음 방법을 지원합니다.

콘솔의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 사용
이 마법사는 특히 Standard_NV12s_v3 VM 유형을 가져옵니다.

Azure Marketplace에서 수동으로 VM 가져오기
수동 가져오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는 선택한 운영 체제에 따라 
Azure Marketplace에서 다음 VM 모델 가져오기를 지원합니다.

운영 체제 Azure Marketplace에서 지원되는 VM 유형
n Windows Server

n Windows 10 단일 세션 또는 다중 세
션

n Windows 11 단일 세션 또는 다중 세
션

Standard_NV12s_v3

Microsoft Azure에서 제공하고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NVIDIA 

GRID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virtual-

machines/windows/n-series-driver-setup에서 NVIDIA GRID 섹션을 참조하십시
오.

n Windows Server

n Windows 10 단일 세션 또는 다중 세
션

Standard_NV8as_v4

Microsoft Azure에서 제공하고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AMD 

Radeon Instinct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https://docs.microsoft.com/en-us/

azure/virtual-machines/windows/n-series-amd-driver-setup을 참조하십시오.

VM이 생성되고 콘솔에 에이전트 상태가 활성 상태로 표시되면 적절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괄적인 워크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져온 VM 시리즈 및 Windows 운영 체제에 적합한 드라이버를 가져옵니다. 앞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2 가져온 VM에 연결하고 로그인합니다.

3 위의 Microsoft Azure 설명서 페이지에 따라 설치 지침에 따라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경고   다른 드라이버가 아닌 Microsoft 페이지에 설명되고 제공된 대로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가져온 VM] 페이지에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VM에 대해 활성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를 가져오려면 VM에서 
[가져온 VM] 페이지의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더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 있습니다.

참고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RDP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
인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7 운영 체제의 기본 RDP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높은 버전이 아닙니다. 버전 8 이
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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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의 게스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려면 VM이 생성된 방식에 따라, 다음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
호) 중 하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M이 생성된 방식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자격 증명
[가져온 VM] 페이지의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 날짜부터,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는 생성 프로세스가 끝날 때 마법사가 생성한 VM을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거나, 해당 VM을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는 옵
션이 제공됩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
명을 사용하거나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VM이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로컬 관리자 계정이 로
그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정입니다.

수동 준비 단계. 일반적으로는 VM을 수동으로 구축할 때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VM에 로그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사용
합니다.

n 수동으로 작성한 VM이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되었을 때 지
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

n 해당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수동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

절차
1 RDP 소프트웨어에 VM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VM의 Windows 운영 체제에 연결합니다.

n VM이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생성되면 RDP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VM이 개인 IP 주소를 갖는 경우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RDP를 수행해야 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갖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다른 VM을 사용하고 가져온 VM에 대해 아웃바운드 
RDP 수행.

n VPN을 사용하고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VM으로 RDP 수행
참고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실행 중인 VM에 액세스하려면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버
전 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실패합니다. 최신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호)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합
니다.

VM이 생성될 때 콘솔의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 자격 증명을 사
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을 \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VM이 도메인 가입 VM이고, 로컬 관리자 계정 대신 도메인 계정을 사용
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domain\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domain은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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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져온 VM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앞서 언급한 Microsoft Azure 설명서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4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VM을 다시 시작합니다.

5 VM에 다시 연결하고, 로그인한 후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고 VM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설치된 드라이버에 대한 Microsoft 설명서 페
이지와 해당 페이지의 특정 드라이버 설치 확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각 Microsoft 페이지에는 드라
이버 설치 확인 섹션이 있습니다.

6 VM의 Windows 운영 체제에서 로그아웃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
가져온 VM을 최종 사용자에게 프로비저닝하려는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
게 사용자 지정하면 이제 해당 VM은 골든 이미지가 됩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할당에 
대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 게시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봉인해야 합니
다. 골든 이미지를 게시하면 해당 이미지가 봉인되어 할당 가능한 이미지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에 있는 단일 포드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콘솔에 이미지 - 다중 포드가 표시되면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및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포드 이미지의 경우 여러 단계를 사용하여 해당 다중 포드 이미지를 참여 포드에 게시합니다. 이 경
우 클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가이드의 다중 포드 이미지 게시 단계를 따르십시오.

중요   Microsoft Azure에 있는 포드가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성된 팜 VM 

또는 VDI 데스크톱 VM을 프록시와 함께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구성된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요   1세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려면 가져온 모든 기본 이미지가 
Azure Marketplace에서 제공되는 Windows 기반 VM에서 빌드되어야 합니다. 다른 원본에서 가져온 이미지
를 사용하려고 하고 콘솔의 워크플로 내에서 해당 이미지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은 지
원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서 Windows 11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경우 Azure Marketplace에서 직접 소싱해야 하는 요구 사항 외
에, 나중에 1세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이미지의 유효성이 지원되도록 이미지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SIG(Shared Image Gallery), Azure 관리 이미지, Azure VM 스냅샷 등의 다른 소스에서 
Windows 11 VM을 가져오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1세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사용하는 이미지 관련 워크플로에 대해 지원되는 Gen-1 및 
Gen-2 시스템 조합과 어떤 OS가 어떤 시스템 생성에 대해 지원되는지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은 Microsoft 

Azure의 포드에서 시작된 이미지에 대한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가져온 VM] 페이지에 VM 전원이 켜져 있고(녹색 상태) 다음 스크린샷과 같이 해당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활성으
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338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manage-images-from-cloud/GUID-3473F188-7029-43F8-A375-91C1216F9BA0.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manage-images-from-cloud/GUID-05B815B6-0ACE-4B86-87A6-BE86E0E889C9.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manage-images-from-cloud/GUID-05B815B6-0ACE-4B86-87A6-BE86E0E889C9.html


이미지 VM에 사용하도록 설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골든 이미지를 게
시된 상태로 변환하는 이미지 봉인 프로세스에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VM의 사용하도록 
설정된 유일한 로컬 관리자 계정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이미지 생성 및 해
당 하위 항목에 설명된 대로 이미지 VM을 생성할 때 지정한 계정입니다.

중요   수동으로 이미지 VM에 로컬 관리자 계정을 더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VM의 유일한 로컬 관리자 계정이 
[VM 가져오기] 마법사를 실행하거나 수동으로 골든 이미지용 VM을 생성할 때 지정한 계정입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인벤토리 > 이미지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위치 구성된 이미지가 있는 포드와 연결된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 필드는 포드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포드 집합을 필터링합니다.

포드 구성된 이미지가 있는 포드를 선택합니다.

팁   선택할 포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위치 목록에 포드를 제외한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위치 필드는 포드 목록에 적용되어 선택한 위치에 연결되지 않은 포드를 필터
링합니다. 이전에 특정 위치에 있던 포드를 삭제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표시된 위치
에 더 이상 포드가 없는 경우 포드 목록에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치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화면이 열리면 알파벳으로 맨 처음에 있는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더 이상 연결된 포드가 없는 위치는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데스크톱 이 필드에는 시스템이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선택된 포드의 VM이 나열됩
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항목을 선택한 후 선택한 VM에 대한 정보(예: 해당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미지 이름 이 필드는 데스크톱 선택 항목과 연결된 이미지 이름으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회사 이름 식별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데스크톱에 표
시됩니다. 게시 프로세스에서 레지스트리 키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 
NT\CurrentVersion\RegisteredOwner를 이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 이름은 등록된 조
직 및 소유자로 해당 가상 데스크톱의 [Windows 정보] 대화상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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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시간대 기본값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데스크톱의 관리자 자격 증명 이미지 VM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일
반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된 유일한 로컬 관리자 계정은 이미지 VM이 생성될 때 명명된 
계정입니다.

참고   게시 프로세스에는 Microsoft Windows Sysprep 프로세스 실행이 포함됩니다. 

VM이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이면 Sysprep 프로세스는 기본 제공 관
리자 계정 암호를 여기에 입력하는 이 암호로 재설정합니다. 이 암호 재설정은 Sysprep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기본 제공 관리자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기본 제공 관리
자 암호는 이 단계에서 기본 제공 관리자 계정을 지정하든, 다른 로컬 관리자 계정을 지정
하든 여기에 입력한 암호로 재설정됩니다.

 
3 게시를 클릭합니다.

게시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동안 페이지에는 전환 중 상태가 표시
됩니다. 새로 고침 아이콘을 사용하여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이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이미지의 상태가 게시됨으로 변경됩니다. 이미지가 [게시됨] 상태이면 
Horizon Cloud에서 봉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봉인된 이미지는 시스템이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
이션을 전달하기 위해 RDSH 팜에서 사용할 수 있는 VM(RDSH 지원 Windows 운영 체제의 경우)이거나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할 수 있는 VM(단일 세션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의 경우)입니다.

경고   이미지를 게시한 후 Horizon Cloud에서 봉인된 상태에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해당 이미지 VM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서 
게시된 상태의 VM에 대해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합니다. 

봉인된 이미지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항상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합니다.

봉인된 VM의 게스트 Windows 운영 체제에서 변경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다음 항목의 단
계를 사용하십시오.

n Microsoft Windows Server 또는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와 같은 RDSH 

유형의 운영 체제로 봉인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려면 Horizon Cloud 팜에 사용되는 이미지 변경을 참조하십
시오.

n 봉인된 이미지를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로 업데이트하려면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
되는 이미지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게시됨 상태의 이미지는 [가져온 VM]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게시됨 상태에 도달하면 [가져온 VM] 페이지
에서 제거됩니다. 이제 봉인된 VM은 [이미지]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 작업이 실패하면 모니터 > 활동을 선택하고 실패한 작업을 찾습니다. 문제를 수정한 다음, 이미지 옆의 확인
란을 선택하고 자세히 > 데스크톱으로 변환을 클릭하여 게시 작업을 다시 시도합니다. 그런 후 새로 만들기를 클릭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게시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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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
오기
이러한 단계는 Microsoft Azure의 포드에서 골든 이미지로 사용하기 위해 VM을 수동으로 가져오는 대체 방법에 
포함됩니다.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 위한 환경의 요구 사항에 맞는 VM(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하는 과
정은 다단계 프로세스입니다.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이러한 단계의 대부분을 수행합니다. 먼저 기본 VM을 
생성 및 구성한 다음 해당 기본 VM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설치하고 해당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에 대한 특정 속성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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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VM을 수동으로 구축하거나, 이미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VM을 구축했으며 해당 VM을 Horizon Cloud에서 골든 이미지
의 기준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이러한 단계를 사용합니다. Microsoft Azure 포드용 골든 이미지를 구축하는 
자동화된 권장 방법은 마법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을 참
조하십시오.

중요   골든 이미지에 대한 Horizon Cloud로 가져오려는 VM이 Microsoft Azure에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 생성에 문서화된 수동 단계를 사용하여 VM을 빌드하고 가져올 때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VM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Horizon Cloud에서 이 VM을 콘
솔에 표시할 수 없고 이미지로 변환 워크플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조건은 중요합니다.

n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기본 VM의 저장소 - 관리 디스크 사용 설정이 예로 지정되어 있어
야 합니다. 기본 VM이 이 설정을 따르지 않으면 Horizon Cloud에서 이 VM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n 기본 VM은 이 기본 VM을 사용하려는 포드와 동일한 Microsoft Azure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n 기본 VM은 Microsoft Azure 구독의 특정 리소스 그룹에 있어야 합니다. 이 리소스 그룹은 해당 기본 VM을 
사용하려는 포드에 속합니다. 리소스 그룹 이름은 vmw-hcs-podID-base-vms입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
의 UUID 식별자입니다.

n 기본 VM은 포드가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가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n 기본 VM은 vmw-hcs-podID-net-tenant라는 포드의 서브넷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n 기본 VM은 현재 이 Horizon Cloud 릴리스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운영 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되
는 운영 체제에 대한 기술 자료 문서 링크는 Horizon Cloud — 환경, 운영 체제 및 호환성 설명서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 기본 VM이 IPv6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지 마십시오. Horizon Cloud에서 IPv6 IP 주소를 사용하는 
VM을 기준으로 하는 VM에 대한 [데스크톱 상태] 탭에 IP 비정상 경고가 보고됩니다.

추가 구성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VM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Horizon Cloud에 로그인하고 [인벤
토리 VM] 페이지로 이동한 후 기본 VM이 해당 페이지에 나열되는지 확인합니다. 나열되어 있는 경우 기본 VM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수동으로 생성된 VM 준비에 나열된 항목부터 나머지 구
성 단계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 생성
2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수동으로 생성된 VM 준비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대해 VM(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하고 가져오는 경우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
웨어 구성 요소를 설치하기 전에 몇 가지 추가 작업을 수행하여 기본 VM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고 새 VM에 연결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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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동 생성 가상 시스템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치 및 Horizon Cloud와 연결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에 적합하고 필요한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를 수동으로 설치하고 
VM을 클라우드부와 연결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기본 가상 시스템의 Windows 운영 체제에서 Horizon 

Agents Installer를 실행합니다. VM을 재부팅한 후에는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VM을 클라
우드부와 연결합니다.

4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매니페스트가 1600보다 낮은 포드의 경우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본 가상 시스템에 설치
매니페스트가 1600 미만인 포드에 대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이 설명서 페이지는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포는 일반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 생성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VDI 클라이언트 기반 데스크톱, RDS 기반 세션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원격 애
플리케이션에 사용하려는 Windows 게스트 운영 체제로 VM(가상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에 대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구독을 사용하여 이 VM을 생성합니다. 

이 VM은 포드가 연결되는 동일한 Microsoft Azure VNet(Virtual Network)에서 생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VM은 vmw-hcs-podID-base-vms라는 리소스 그룹에서 생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의 UUID 식
별자입니다. Horizon Cloud는 해당 리소스 그룹에 있는 VM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해당 VM의 스토리지 - 관
리 디스크 사용이 예로 설정된 경우 Horizon Cloud가 콘솔의 [인벤토리] 화면에 해당 VM을 나열합니다.

수동으로 가져온 VM을 Horizon Cloud에서 함께 사용하도록 지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n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Microsoft Windows VM을 소싱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려면 가져온 모든 기본 이미지가 Azure Marketplace에서 제공되
는 Windows 기반 VM에서 빌드되어야 합니다. 다른 원본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고 콘솔의 워
크플로 내에서 해당 이미지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n 현재 Horizon Cloud 릴리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지원되는 운영 체제와 일치시킵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
제에 대한 기술 자료 문서 링크는 Horizon Cloud — 사용 가능한 환경, 운영 체제 지원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 Azure Marketplace에서 Microsoft Windows VM을 생성하는 경우 다음 목록의 해당 VM 모델을 사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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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수동으로 가져온 이미지가 콘솔의 [가져온 VM] 페이지에 표시되고 해당 페이지의 사용 가능한 
워크플로 작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Horizon Cloud 사용하도록 검증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Horizon Cloud의 유효한 Windows 11 OS 지원을 위해 포드에서 v2204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 
이상을 실행하고 VM을 Azure Marketplace에서 직접 소싱해야 하며 이후에 해당 이미지를 처리할 수 없습
니다. SIG(Shared Image Gallery), Azure 관리 이미지, Azure VM 스냅샷 등의 다른 소스에서 Windows 

11 VM을 가져오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HAI(Horizon Agents Installer)를 실행하여 Windows 11 

VM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경우 버전 22.1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사례 수동 가져오기를 위한 VM 모델
비 GPU, 비 Windows 11 운영 체제 Standard_DS2_v2

비 GPU, Windows 11 OS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OS

Standard_D4s_v3

GPU 지원 Windows 10 OS,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또는 Windows 
Server OS

n Standard_NV12s_v3

n Standard_NV4as_v4

Horizon Cloud에서 가져온 Standard_NV4as_v4 VM을 지원하려면 포드에서 
v2204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 이상을 실행하고 VM을 Azure Marketplace에
서 직접 소싱하고 Windows 10 OS(단일 세션 또는 다중 세션) 또는 Windows 

Server OS를 사용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는 현재 Windows 11 OS를 사용
하는 가져온 Standard_NV4as_v4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GPU 지원 Windows 11 OS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단일 포드 이미
지

Standard_NV12s_v3

Windows 7 OS, GPU 없음 Standard_DS2_v2. GPU는 기본적으로 Windows 7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Microsoft GPU 지원 NV 시리즈, NVv4 시리즈 및 NCv3 시리즈는 일부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드가 GPU 기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도록 하려면 
Microsoft에서 해당 GPU 지원 VM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Microsoft Azure 지역에 해당 포드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Microsoft Azure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의 Microsoft Azure VM 유형 및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기술 자료 문서 77120

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 설명서의 VM 크기 세부 정보는 Azure의 Windows 가상 시스템 크기를 참
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VM을 생성하는 포드에 대한 다음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정보를 보려면 설정 > 용량으로 이동한 후 포드의 이름을 
클릭하여 Horizon Cloud 관리 콘솔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를 엽니다. 포드의 [요약] 탭에서 다음을 가져옵니다.

n 포드가 연결된 가상 네트워크의 이름. VM을 생성하는 경우 동일한 가상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n VM을 생성하는 포드의 ID. 포드 ID는 UUID 형식의 식별자입니다. VM이 어느 리소스 그룹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해당 포드의 리소스 그룹을 식별하려면 이 UUID가 필요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344

https://azure.microsoft.com/en-us/regions/services/
https://kb.vmware.com/s/article/77120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virtual-machines/windows/sizes


n 수동으로 생성한 서브넷으로 포드를 배포한 경우 데스크톱(테넌트) 서브넷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VM을 생성
할 때 동일한 서브넷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차
1 포드를 배포하는 데 사용된 구독과 연결된 Microsoft Azure 계정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합니다.

2 포털에서 포드의 vmw-hcs-podID-base-vms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3 해당 vmw-hcs-podID-base-vms 리소스 그룹에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때 Microsoft Azure Portal에는 일반적으로 리소스 생성 창이 표시됩니다.

4 Azure Marketplace에서 사용하려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찾아 선택합니다.

이 VM을 단일 세션 VDI 데스크톱이나 다중 세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골든 이미지로 사용할
지 여부에 따라 운영 체제를 선택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기술 자료 문서 링
크는 Horizon Cloud — 환경, 운영 체제 및 호환성 설명서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   NVIDIA GRID 드라이버용 NV 시리즈 VM을 GPU 기반 RDS 기반 데스크톱의 기준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를 피하십시오. NVIDIA 드라이버 제한은 각 Windows 

Server 2012 R2 팜 VM에 액세스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세션 수를 각각 최대 20개 세션으로 제한합니다.

GPU 기반 데스크톱을 사용하려는 경우 Microsoft Windows 7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GPU에 Windows 7

을 사용하는 것은 Horizon Cloud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포털에는 가상 시스템 생성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5 기본 단계에서 아래 정보에 따라 필수 필드를 완료합니다. 여기 표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은 기본값을 유지합니
다.

옵션 설명
구독 여기서는 이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포드에 대해 포드 구독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소스 그룹 해당 포드에 대한 base-vms 리소스 그룹(vmw-hcs-podID-base-vms)을 선택합니다.

가상 시스템 
이름

이 VM에는 최대 15자의 영숫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지역 포드의 Microsoft Azure 지역과 일치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참고   GPU 기반 VM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독에 사용 가능한 NV 시리즈 또는 NVv4 VM 유형에 대한 할당량이 해당 
Microsoft Azure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모든 VM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가용성 옵션 일반적으로 인프라 이중화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선택 항목이 원하는 Windows 운영 체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크기 이전 사용 사례 및 VM 모델에 따라 VM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이 표에는 Horizon Cloud 이미지 가져오기 및 이미지 게
시 워크플로에 사용하도록 검증된 모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VM의 기본 관리자 계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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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암호
암호 확인

기본 관리자 계정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암호는 Microsoft Azure가 VM에 대해 정의하는 암호 복잡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는 최소 12자여야 
하고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숫자 하나, 백슬래시(\) 또는 하이픈(-)이 아닌 특수 문자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용 인바운
드 포트

RDP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VM에 연결하여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면 선택한 포트 허용을 선택하고 
RDP(포트 3389)를 선택합니다.

라이센싱 섹
션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선택한 Microsoft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직이 보유하는 유효한 라이센싱에 적합한 옵
션을 선택합니다.

6 디스크 단계를 진행합니다(내보내기: 디스크>).

7 디스크 단계에서 OS 디스크 유형에 대해 표준 SSD 또는 표준 HDD를 선택합니다.

이 VM이 GPU 기반 골든 이미지에 사용되는 경우 디스크 유형에 대해 표준 HDD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
은 경우 기본 SSD 설정을 유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HDD를 선택합니다.

8 (선택 사항) 디스크 단계에서 이 기본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상 데스크톱 또는 RDSH 인스턴스가 데이터 
디스크를 포함하도록 하려면 데이터 디스크 섹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디스크를 생성하고 이 기본 VM에 연결합
니다.

데이터 디스크를 지정할 때 소스 유형에 대해 없음(빈 디스크)을 선택합니다. 다른 선택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값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디스크의 이름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설정을 지
정한 경우 확인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디스크가 디스크 단계에 나열되면 필요에 따라 데이터 디스크에 대해 호스트 캐싱 설정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디스크의 용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9 디스크 단계에서 고급 섹션을 확장하고 Managed Disks 사용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이 VM을 에서 사용하려면 Managed Disks 사용Horizon Cloud이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트 관련 소
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설치하는 설치 관리자를 실행하기 전에 VM에 Managed Disks 사용이 없는 경우 
Horizon Cloud에서 이 VM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VM을 생성해야 합니다.

10 네트워킹 단계(다음: 네트워킹 >)를 진행합니다.

11 네트워킹 단계에서 아래 설명된 대로 가상 네트워크 및 서브넷 설정을 구성하고 검토 + 만들기를 클릭하여 항
목을 저장한 후 검토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른 설정에 대해서는 기본값을 유지합니다.

주의  
n 위의 전제 조건 섹션에 설명된 대로 가상 네트워크를 포드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VNet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n [네트워킹] 화면의 다른 옵션에 대한 기본값은 변경하지 마십시오(예: 확장 없음). 이러한 옵션의 경우 기
본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음 표에 언급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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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가상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를 클릭하고 포드가 연결된 동일한 VNet(가상 네트워크)을 선택합니다.

서브넷 서브넷을 클릭하고 포드의 데스크톱(테넌트)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포드 배포자가 포드 배포 시 서브넷을 자동
으로 생성한 경우 해당 서브넷 이름은 vmw-hcs-podID-net-tenant로 지정됩니다.

공용 IP, NIC 네트워크 
보안 그룹, 공용 인바운
드 포트, 인바운드 포트 
선택

RDP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VM에 연결하여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게 하려면 새 공용 IP, 기본 네트워크 
보안 그룹, 선택한 포트 허용을 선택하고 RDP(포트 3389)를 선택합니다.

VNet에 연결된 VPN을 통해 연결하거나 Azure Bastion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용 IP에 
대해 [없음]을 선택하고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 대해 고유한 옵션을 지정하고 인바운드 포트를 방지할 수 있습
니다.

가속화된 네트워킹 이 항목의 경우 Azure Portal은 기본적으로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을 유지하거나 이 설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토 + 만들기를 클릭하면 유효성 검사가 실행됩니다.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면 마법사가 최종 단계로 이동합
니다.

12 최종 단계에서 요약을 검토하고 설정, 특히 리소스 그룹, 가상 네트워크, 서브넷 및 Managed Disks 사용이 
Yes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소스 그룹 및 서브넷 이름에는 포드 UUID(pod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정 값
리소스 그룹 vmw-hcs-podID-base-vms

Managed Disks 사용 Yes

가상 네트워크 포드의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서브넷 vmw-hcs-podID-net-tenant

13 창의 하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VM 배포를 시작합니다.

결과
Microsoft Azure에서 리소스 그룹으로의 새 VM 배포가 시작됩니다. VM이 Microsoft Azure에서 성공적으로 
배포되면 Horizon Cloud 콘솔의 [가져온 VM] 페이지에 해당 VM이 표시됩니다.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는 아
직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페이지에서 VM의 에이전트 상태는 Not Paired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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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리 디스크를 사용하여 VM을 생성하고, 포드 기본 테넌트 서브넷에 연결하고, 포드의 base-vms 리소스 
그룹에서 찾는 것과 같은 조건을 준수했으나 해당 페이지에 아직 VM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포드가 태그가 없는 
VM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드문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Microsoft Azure 포털
에서 수동으로 VM에 태그를 추가하십시오. 태그에는 임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포털의 
VM 개요 페이지에서 태그(변경)이 표시되면 변경을 클릭하여 태그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가져온 VM] 페이지가 
새로 고쳐집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VM을 완전히 배포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포털의 대시보드에 VM이 생성되었고 준비 상태가 되었다
고 표시되면 VM의 공용 IP 주소에 대해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수행하고 기본 VM의 구성을 계속합니다. 에이전트
를 설치하기 전에 수동으로 생성된 VM 준비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수동으로 생성된 VM 준비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대해 VM(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하고 가져오는 경우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설치하기 전에 몇 가지 추가 작업을 수행하여 기본 VM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고 새 VM에 연결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VM에 설치된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의 유형에 따라 아래 항목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Horizon Cloud에 필요한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 서버 VM 준비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포드 RDSH 팜에 사용할 수동으로 생성된 서버 VM을 준비합니다. Horizon Cloud 에이전
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이러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고 새 VM에 연
결합니다.

실제로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VM을 준비하는 개략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DS 역할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2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 속성을 암호가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된 VM의 로컬 보안 
정책에는 계정의 최대 암호 수명이 42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로컬 관리자 계정의 암호가 만료되지 않도
록 하면 나중에 이 로컬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방지됩니다. Horizon Cloud 이미지 게시 워크플
로는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고 결과로 생성된 봉인된 VM을 도메인에서 제거합니다. 계정의 암호가 
만료되도록 허용하면 나중에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로그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Horizon Agents Installer를 VM에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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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 생성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이러한 문서화된 단계를 따르지 않
고 Microsoft Azure에서 생성한 기본 VM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기본 VM이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에 설명된 대로 스토리
지 - 관리되는 디스크 사용을 예로 설정하고 올바른 가상 네트워크 및 서브넷을 사용하여 VM이 생성되도록 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VM을 구성하고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를 설치한 후에도 Horizon Cloud에서 이 VM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구성 전에 VM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Horizon Cloud에 로그인하고 인벤토리 VM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VM이 표시되는지 검토합니다. 해당 VM이 표시되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추가 구성을 진행해
도 안전합니다.

절차
1 VM에 연결하고 Windows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VM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고 포털
의 연결 작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운영 체제에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이므로 Windows는 오른쪽에 네트워크 확인 질문을 표시합니다. 

네트워크에서 PC, 디바이스 및 기타 항목을 자동으로 찾을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니요를 
클릭하여 이 프롬프트를 닫습니다.

서버 관리자가 자동으로 첫 구성 마법사로 열립니다.

2 VM에서 RDS 역할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RDS 역할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RDSH 팜의 이 
서버 V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전원이 켜진 VM으로 연결합니다.

b 서버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역할 및 기능 추가를 클릭합니다.

c 역할 기반 또는 기능 기반 설치를 선택하여 마법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d 서버 선택 단계에서 기본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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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서버 역할 단계에서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f 기능 단계에서 기본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g 역할 서비스 단계를 클릭하고 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h 선택적으로 원격 데스크톱 라이센싱 진단 도구에 대한 프롬프트의 설정을 유지합니다.

i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마법사가 RDS 역할 설치를 시작합니다. 화면에 다시 시작이 보류 중이라고 표시되면 마법사를 닫고 RDP 

세션을 닫습니다.

j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VM에 대해 중지를 클릭하여 완전히 전원을 끕니다.

k 포털에 VM이 완전히 중지되었다고 표시되면 시작을 클릭하여 다시 VM의 전원을 켭니다.

l 이전에 설명된 대로 전원이 켜진 VM에 다시 연결합니다.

마법사가 [완료] 단계를 표시하고 성공 메시지를 표시하면 닫기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닫습니다.

3 VM에서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 암호를 암호가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로컬 관리자 계정 암호를 설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lusrmgr.msc을 실행하고 계정 속성을 업데이트하여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여는 것입니다.

4 Internet Explorer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Horizon Agents Installer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려면 관리자 및 사용자 둘 다에 대해 IE 보안 강화 구성을 해제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설치하려면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에 적용되는 항목에 설명된 단계를 완료
합니다.

n 수동 생성 가상 시스템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치 및 Horizon Cloud와 연결
n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매니페스트가 1600보다 낮은 포드의 경우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

본 가상 시스템에 설치
참고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택적으로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VM을 사용자 지정할 때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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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에 필요한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VM 준
비
다음은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Microsoft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
가 있는 VM을 수동으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고 새 VM에 연결하여 다음 단계
를 수행합니다.

기억할 사항   Microsoft 설명서 FAQ에 설명된 대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은 이전에는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만 제공할 수 있던 여러 동시 대화형 세션을 허용
하는 RDSH(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유형입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 구성에서 허용하는 경우 
Horizon Cloud 환경에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VM을 준비하는 개략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 속성을 암호가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된 VM의 로컬 보안 
정책에는 계정의 최대 암호 수명이 42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로컬 관리자 계정의 암호가 만료되지 않도
록 하면 나중에 이 로컬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방지됩니다. Horizon Cloud 이미지 게시 워크
플로는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고 결과로 생성된 봉인된 VM을 도메인에서 제거합니다. 계정의 암호
가 만료되도록 허용하면 나중에 이미지를 게시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Horizon Agents Installer를 VM에 다운로드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 생성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이러한 문서화된 단계를 따르지 않
고 Microsoft Azure에서 생성한 기본 VM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기본 VM이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에 설명된 대로 스토리
지 - 관리되는 디스크 사용을 예로 설정하고 올바른 가상 네트워크 및 서브넷을 사용하여 VM이 생성되도록 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VM을 구성하고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를 설치한 후에도 Horizon Cloud에서 이 VM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구성 전에 VM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Horizon Cloud에 로그인하고 [인벤토리 VM] 페이지로 이동하
여 해당 VM이 표시되는지 검토합니다. 해당 VM이 표시되면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추가 구성을 진행해도 
안전합니다.

절차
1 선택한 방법(예: RDP 또는 Microsoft Azure의 Windows VM에 연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VM에 연결합니다.

연결 방법에서는 [VM 생성] 마법사에서 지정한 기본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합니다. 도메인 없이 로그인
하려면 사용자 이름 앞에 백슬래시(\)를 포함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RD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원격 시스템으로 진행하기 위해 인증서에 대한 경고에 [예]로 답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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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운영 체제에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이므로 Windows에서 오른쪽에 네트워크 확인 질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PC, 디바이스 및 기타 항목을 자동으로 찾을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프롬프트가 표시되는 경우 아니요를 클릭하여 무시합니다.

2 VM에서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 암호를 암호가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로컬 관리자 계정 암호를 설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lusrmgr.msc을 실행하고 계정 속성을 업데이트하여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여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설치하려면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에 적용되는 항목에 설명된 단계를 완료
합니다.

n 수동 생성 가상 시스템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치 및 Horizon Cloud와 연결
n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매니페스트가 1600보다 낮은 포드의 경우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

본 가상 시스템에 설치
참고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택적으로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VM을 사용자 지정할 때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로그인합니다.

Horizon Cloud에 필요한 에이전트 설치를 위해 VDI 데스크톱 VM 준비
다음은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가 있는 VM을 수동으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고 새 VM에 연결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VM을 준비하는 개략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 속성을 암호가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된 VM의 로컬 보안 
정책에는 계정의 최대 암호 수명이 42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로컬 관리자 계정의 암호가 만료되지 않도
록 하면 나중에 이 로컬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방지됩니다. Horizon Cloud 이미지 게시 워크
플로는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고 결과로 생성된 봉인된 VM을 도메인에서 제거합니다. 계정의 암호
가 만료되도록 허용하면 나중에 이미지를 게시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Horizon Agents Installer를 VM에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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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 생성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이러한 문서화된 단계를 따르지 않
고 Microsoft Azure에서 생성한 기본 VM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기본 VM이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에 설명된 대로 스토리
지 - 관리되는 디스크 사용을 예로 설정하고 올바른 가상 네트워크 및 서브넷을 사용하여 VM이 생성되도록 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VM을 구성하고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를 설치한 후에도 Horizon Cloud에서 이 VM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구성 전에 VM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Horizon Cloud에 로그인하고 [인벤토리 VM] 페이지로 이동하
여 해당 VM이 표시되는지 검토합니다. 해당 VM이 표시되면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추가 구성을 진행해도 
안전합니다.

절차
1 VM에 연결하고 Windows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VM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고 포털
의 연결 작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운영 체제에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이므로 Windows는 오른쪽에 네트워크 확인 질문을 표시합니다. 

네트워크에서 PC, 디바이스 및 기타 항목을 자동으로 찾을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니요를 
클릭하여 이 프롬프트를 닫습니다.

2 VM에서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 암호를 암호가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로컬 관리자 계정 암호를 설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lusrmgr.msc을 실행하고 계정 속성을 업데이트하여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여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설치하려면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에 적용되는 항목에 설명된 단계를 완료
합니다.

n 수동 생성 가상 시스템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치 및 Horizon Cloud와 연결
n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매니페스트가 1600보다 낮은 포드의 경우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

본 가상 시스템에 설치
참고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택적으로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VM을 사용자 지정할 때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로그인합니다.

수동 생성 가상 시스템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치 및 Horizon Cloud와 연결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에 적합하고 필요한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를 수동으로 설치하고 VM

을 클라우드부와 연결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기본 가상 시스템의 Windows 운영 체제에서 Horizon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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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er를 실행합니다. VM을 재부팅한 후에는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VM을 클라우드부와 연결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n 이 설명서 항목의 단계는 지원되는 매니페스트 버전인 포드에 대한 단계입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 매니페스트 지원 설명을 보려면 VMware KB 86476을 참조하십시오. 장 3 지원되
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 유형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포드 매니
페스트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매니페스트가 1600보다 낮은 경우 다음 단계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1600보다 낮은 매니페스트는 일
반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매니페스트가 1600보다 낮은 포드의 경우 이 페이지의 단계를 수행하면 실패합니
다.

n 포드 매니페스트 수준에 적합한 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을 사용하여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
치해야 합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에 맞는 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의 경우 Horizon Cloud 릴리
스 정보에서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이 언급된 섹션을 찾습니다. 해당하는 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이 
가까이에 표시됩니다.

n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포드의 매니페스트 버전보다 4개 이상 더 오래된 버전의 
Windows VM에 설치하면 이미지 VM을 기준으로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다운스트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설치한 이미지 VM을 기준으로 팜
을 생성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HTML Access(Blast)를 프로토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 항목
은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팜의 RDS VM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n VM이 Windows 11 OS 유형(단일 세션 또는 다중 세션)을 실행 중인 경우 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 
22.1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n 헬프 데스크 플러그인 옵션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옵션을 설치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이 이미지를 기준
으로 하는 데스크톱 인스턴스 또는 팜 RDSH 인스턴스의 사용자 세션에서 성능 관련 메트릭이 수집되지 않습
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세션의 사용자 카드에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헬프 데스크라고도 하는 사용자 카드 기능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n vRealize Operations Desktop Agent 옵션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옵션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이미
지에 기반한 데스크톱 인스턴스 또는 팜 RDSH 인스턴스의 사용자 세션에서 활동 관련 데이터가 Horizon 

Cloud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사용자 활동 및 다른 유형의 데스크톱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콘
솔의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n App Volumes 에이전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 VM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App Volumes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용 App Volumes 애플리
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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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옵션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
하면 FlexEngine으로 알려진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가 설치
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일반 모드를 사용하여 FlexEngine이 설치됩니다. 일반 모드를 사용하려면 설치 
후 구성 단계에서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그룹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사용량 정보에 대해서는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제품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는 포드에서 프로비저닝한 데스크톱의 최
종 사용자 데이터, 설정 및 프로파일 지속성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참고   설치를 위해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옵션을 선택한 경우 결과 설치 경로는 C:\Program 
Files\VMware\Horizon Agents\User Environment Manager입니다.

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수동으로 가상 시스템 생성 및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전에 수동으로 생성된 VM 준비
에 설명된 대로 VM(가상 시스템)이 생성 및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드의 매니페스트 수준에 적합한 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 3 지원되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 유형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에 맞는 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을 보려면 Horizon Cloud 릴
리스 정보에서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이 언급된 섹션을 찾습니다.

이 VM이 포드의 App Volumes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App Volumes Agent를 설치하려고 하면 에이전트
가 포드에서 실행 중인 App Volumes Manager와 통신하는 데 필요한 IP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트 옵션
에서 App Volumes Agent를 선택한 경우 Horizon Agents Installer는 App Volumes Manager IP 지정을 
표시합니다. 사용할 IP 주소는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 옆에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와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의 위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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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한 위치로 이동하여 시작합니다.

중요   이 기본 VM에서 가져온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에서 URL 리디렉션 옵션을 사용
하려는 경우 명령줄을 사용하여 설치 관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명령에 
VDM_URL_FILTERING_ENABLED=1 매개 변수를 추가합니다.

예:

VMware-Horizon-Agents-Installer-x.y.z-build-x64.exe VDM_URL_FILTERING_ENABLED=1

여기서 x.y.z 및 build는 파일 이름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몇 분 후 설치 마법사에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설치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에서 실행 중인지 또는 
RDSH(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유형의 운영 체제에서 실행 중인지를 감지하고 적절한 시작 화면을 표시합
니다. RDSH 유형의 운영 체제에는 RDS 역할이 사용하도록 설정된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
와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VM의 경우 Horizon Cloud 끝점 데스크톱 이
미지가 표시됩니다.

n RDSH(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유형의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VM의 경우 Horizon Cloud RDSH 애
플리케이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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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을 클릭합니다.

마법사의 다음 단계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RDSH 유형의 운영 체제를 포함하는 VM에서 이러한 단
계를 실행하는 경우의 예를 보여 줍니다.

참고   Windows 7 Enterprise VM의 경우 Windows 7 Enterprise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해당 에이전트 옵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아래로 스크롤하여 기능 옵션을 확인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RDSH 유형의 운영 체제를 포함하는 VM에서 이러한 단계를 실행하는 경우의 예를 보여 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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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하려는 기능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화살표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GPU 지원 Windows RDSH 유형 운영 체제 VM인 경우 3DRDSH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헬프 데스크 플러그인 옵션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데스크톱 인스턴스 또는 팜 
RDSH 인스턴스의 사용자 세션에서 성능 관련 메트릭이 수집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세션의 사용자 카
드에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헬프 데스크라고도 하는 사용자 
카드 기능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5 USB 리디렉션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6 App Volumes Agent를 선택한 경우 설치 관리자에 App Volumes Manager IP 지정이 표시됩니다. 이
전 섹션에 설명된 것처럼 사용할 IP 주소는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 옆에 
있습니다.

7 마지막 단계에서 설치 계속을 클릭합니다.

설치 관리자는 구성 요소의 설치를 시작합니다.

참고   VMware 디스플레이 어댑터 설치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설치를 클릭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설치되면 마법사는 마침을 표시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RDSH 지원 이미지에서 설치 관리
자를 실행하고 기본 옵션만 선택할 때 설치된 구성 요소 목록에 대한 그림입니다. 특정 항목은 선택한 운영 체
제 및 옵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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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법사가 완료되었다고 표시되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9 지금 다시 시작을 클릭하여 VM을 재부팅하고 구성 변경 사항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10 VM의 전원을 다시 켜면 Horizon Cloud에서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 
연결합니다.

a 인벤토리 > 가져온 VM으로 이동하고 VM에 녹색점이 표시되어 VM이 켜졌음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VM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VM은 Horizon Cloud와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
다. 다음 스크린샷과 같이 VM의 에이전트 상태 열에 연결되지 않음이 표시됩니다.

b VM을 선택하고 자세히 >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을 선택하여 VM과 Horizon Cloud를 연결합니다.

참고   연결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에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연결 프로세스 도중에는 VM이 다
시 시작되고 에이전트 상태가 연결되지 않음 에서 알 수 없음 ~ 활성으로 변경됩니다. 원형 화살표 아이
콘을 사용하여 [가져온 VM] 페이지를 새로 고쳐 VM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과
에이전트 상태 열에 활성 및 에이전트 버전(예: 20.2.0)이 표시되면 VM 연결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다음 스크
린샷은 연결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의 VM을 보여줍니다. 이때 기본 VM은 할당 가능한 이미지(봉인된 이미지라고
도 함)를 생성하기 위해 Horizon Cloud 환경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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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한 경우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연결하고 이미지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연결하
고 이미지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무늬와 같은 항목 구성 및 이 VM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비롯하여 이
미지의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VM에 대한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연결과 같은 RDP 클라이언트의 [가져온 VM] 페이지에 표시되는 IP 주소를 사용하여 
생성된 VM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및 다음의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Horizon 

Cloud 가져온 VM의 경우 - 조직의 요구에 맞게 VM 사용자 지정
n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Horizon Cloud 가져온 VM의 경우 - 조직의 요구에 맞게 VM 사용자 지정
n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유형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Horizon Cloud 가져온 VM의 경우 - 조직의 요구에 맞게 VM 사용자 지정
중요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마켓플레이스 마법사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사용할 
때 Windows 이미지를 최적화하도록 결정 및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할 때 Windows 스토어 애플리
케이션 제거 옵션 사용에 설명된 대로 이미지 VM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   이미지 VM을 추가로 조정하여 VMware Blast Extreme을 사용하기 위한 개선된 구성을 제공하려면 
Horizon Cloud 팜 및 데스크톱에서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단계
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모범 사례는 VMware Blast Extreme 최적화 가이드를 읽어 보고, 코덱 
옵션에 대한 해당 가이드의 권장 사항에 따라 이미지에서 코덱 옵션에 대한 추가 조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App Volumes Agent를 설치하도록 선택한 경우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용 App Volumes 애플
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하위 항목을 계속 진행하여 지원되는 App Volumes 기능에서 이 이
미지를 사용합니다.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옵션을 설치하도록 선택한 경우,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을 사용하도록 설정
한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별도의 파일 서버를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파일 서버를 사용하여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구성합니다. 또한 GPO 설정을 구성합니다.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제품 설명서에서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설명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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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gent 사용과 관련해서 보안을 향상하려면 SSL 및 TLS 프로토콜에서 취약한 암호를 비활성화하도록 
Active Directory 서버 도메인 정책 GPO(그룹 정책 개체)를 구성합니다. SSL/TL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할 
때 취약한 암호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Horizon Agent 정보는 https://docs.vmware.com/kr/

VMware-Horizon/index.html에서 해당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설명서 페이지에서 연결된 Horizon 

Agent 정보에서 '취약한 암호' 구문을 검색합니다.

NV 시리즈 또는 NVv4 시리즈 VM 유형을 선택한 경우 VM의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고 지원되는 해당 그래픽 드
라이버를 설치하여 VM의 GPU 기능을 가져와야 합니다. VM이 생성되고 [가져온 VM] 페이지에 VM에 대한 에이
전트 상태가 활성으로 표시된 후에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가져온 GPU 

지원 VM에 적절한 GPU 드라이버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환경과 연결된 라이센싱이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 VM을 기준으로 하는 최종 사용자 가상 세션에서 원격 지원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 VM에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에서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의 사용자 지정을 완료한 후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n 이미지에 다중 세션 유형의 운영 체제가 있거나 테넌트 환경이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새 이미지]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합니
다.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이미지에 단일 세션 VDI 유형의 운영 체제가 있고 테넌트 환경에 사용 가능한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 기능이 
있는 경우 다중 포드 이미지로 이동 워크플로를 수행하여 해당 기능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
든 Horizon Cloud 포드가 매니페스트 2632 이상이고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2021년 7월 서비스 릴리스에서는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및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매니페스트가 1600보다 낮은 포드의 경우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본 가상 시스템에 설치
매니페스트가 1600 미만인 포드에 대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이 설명서 페이지는 더 이상 관련
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포는 일반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 페이지는 자동 리디렉션이 설정될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 매니페스트 지원 설명을 보려면 VMware KB 86476을 참조하
십시오.

n 지원되는 매니페스트에 대한 설치 단계는 수동 생성 가상 시스템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치 
및 Horizon Cloud와 연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환경의 팜 및 VDI 데스크톱에 Microsoft Azure 
Disk Encryption 사용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RDSH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디스크 암호
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디스크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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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면 해당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있는 모든 VM(가상 시스템)에 대한 모든 디스크가 암호화됩니다.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디스크 암호화를 지정하며, 팜 또는 할당이 생성된 후에는 암호화 상태를 변
경할 수 없습니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워크플로에는 디스크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토글이 포함됩니
다. 이러한 워크플로의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 - 팜 생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참고  
n 이 릴리스에서는 연결된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이미지 VM을 사용하는 플로팅 VDI 할당에 대한 디스크 암호

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암호화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
디스크 암호화 기능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의 ADE(Azure Disk Encryption) 기능에 의해 제공됩니다. 

ADE는 Microsoft Windows의 BitLocker 기능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있는 VM의 OS 및 데이터 디
스크에 대해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BitLocker는 단일 숫자 성능 오버헤드를 발생시키므로 암호화된 
VM은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VM 암호화의 단점은 데이터, 네트워크 또는 계산 리소스 사용량을 
늘려 추가적인 라이센스 또는 구독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VM은 단순히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고 
암호화되지 않은 디스크로 데이터를 쓰지 않고, 반드시 암호를 해독하여 데이터를 읽은 다음 해당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암호화된 디스크에 다시 써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Azure의 Key Vault로부터 키를 읽어오며 그로 인해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며, 암호화를 수행하는 데 CPU 주기가 사용됩니다. Microsoft 설명서에서 Azure 디스
크 암호화 FAQ 및 BitLocker 배포 및 관리 FAQ를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Key Vault

포드의 암호화된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는 Key Vault는 포드 관리자 VM이 포함된 동일한 
Microsoft Azure 리소스 그룹에서 생성됩니다. 모든 포드의 암호화된 팜 및 데스크톱 할당에 단일 Key Vault가 
사용됩니다.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 암호화된 VM이 연결된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의 결과로 생성될 때 
이 암호화 Key Vault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암호화된 VM이 생성될 때까지 포드의 리소스 그룹에서 이 Key 

Vault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UUID 형식의 식별자인 포드 ID를 사용하여 Key Vault 이름을 생성합니다. Microsoft Azure의 이
름 지정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에서는 다음을 수행하여 Key Vault 이름을 설정합니다.

1 포드의 ID를 가져옵니다.

2 맨 앞에 문자 kv를 추가합니다.

3 영숫자가 아닌 모든 문자를 제거합니다.

4 최대 길이를 24자로 유지하도록 문자를 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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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크린샷에서는 해당 포드에 암호화된 팜이 있을 때 포드 관리자 VM의 리소스 그룹 항목을 보여 줍니다. 이 
스크린샷은 포드 배포 중에 생성되는 포드 자체에 대한 Key Vault와 첫 번째 암호화된 VM이 디스크 암호화 지원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의 결과로 생성될 때 생성되는 Key Vault를 보여 줍니다. 이 스크린샷에서 다음
을 알 수 있습니다.

n 포드 ID는 포드 관리자 VM 이름에서 e1c80e74-7f6f-434f-bd79-c1e3772f6c5a입니다.

n 암호화 Key Vault의 이름은 해당 UUID를 가져온 후 맨 앞에 kv를 추가하고, 하이픈을 제거한 후 이름을 24

자로 잘라서 생성된 kve1c80e747f6f434fbd79c1입니다.

경고   포드 관리자 VM의 리소스 그룹에 표시되는 Key Vault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암호화된 VM은 암호화 Key 

Vault가 삭제되면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포드 관리자 VM은 포드의 자체 Key Vault가 삭제되면 전원이 켜지
지 않습니다.

암호화된 VM 생성 및 삭제
암호화 암호는 암호화된 각 VM에 사용됩니다. VM 인스턴스가 암호화된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생성될 
때 Key Vault에 암호가 생성됩니다. VM 인스턴스가 암호화된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삭제되면 Key 

Vault에서 암호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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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삭제하면 Key Vault에서 관련 암
호가 삭제됩니다. 포드 자체를 삭제하면 암호화된 VM에 대한 Key Vault도 삭제됩니다.

참고   암호화된 팜 VM 또는 데스크톱 VM을 생성하는 데는 암호화되지 않은 VM을 생성할 때보다 약 2배의 시간
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크 암호화가 사용되도록 설정된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이 완료되는 전
체 시간은 디스크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고 해당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소요되는 시
간의 약 2배가 됩니다.

또한 이미지 VM에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경우 해당 이미지 VM을 기준으로 하는 암호화된 팜 VM 또는 데스크톱 
VM을 생성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데이터 디스
크가 있는 VM의 디스크 암호화 시간은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VM보다 더 짧습
니다. 더 큰 테라바이트 크기의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Windows 10 또는 11 운영 체제의 경우 가장 긴 시간이 필요
합니다.

많은 수의 암호화된 VM이 있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전원 관리를 스
케줄링할 경우
암호화된 VM에서 전원을 켜고 최종 사용자 연결을 수락하도록 VM 준비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암호화
되지 않은 VM의 경우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A1 크기와 같이 VM에 작은 수의 코어가 있을 경우 약 12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코어의 수가 더 많은 경우 이 시간은 약 6분으로 단축됩니다.

시스템의 전원 관리 스케줄링 기능을 사용하여 예상되는 최종 사용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많은 수의 VM 전원을 
켤 때 VM이 암호화되어 있으면 해당 VM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추가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최대 125

개 VM의 전원을 동시에 켭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 또는 팜에 125개가 넘는 VM이 있는 경우 전원 관리 스케줄에 
할당 또는 팜의 전원을 오전 8시에 켜도록 하면 시스템에서는 125개씩 일괄적으로 VM 전원 켜기를 시작합니다. 

VM이 가장 작은 A1 크기이고 암호화되어 있을 경우 일괄 처리당 125개 VM과 연결 준비에 소요되는 12분을 조합
해 보면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오전 8시 12분까지 125개 VM 준비 완료
n 오전 8시 24분까지 250개 VM 준비 완료
n 오전 8시 36분까지 375개 VM 준비 완료
결과적으로, VDI 데스크톱 할당에 작은 A1 크기의 암호화된 VM이 2,000개 있는 경우 이러한 모든 VM의 전원을 
켜고 최종 사용자 연결 준비를 완료하는 데 대략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오전 8시에 암호화된 해당 A1 크기 데
스크톱의 100%가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전원 관리 스케줄을 오전 4시 30분에 시작하도록 설정하는 것
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크기의 VM을 사용하는 경우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 정도 됩니다. 따라서 A4와 같은 더 큰 크기의 
암호화된 VM 2,000개에 대한 암호화된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사용자 연결을 수락하도록 VM 100%를 준비
하는 데 3시간 30분 대신, 75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더 적은 데스크톱이 포함된 암호화된 VDI 데스크톱 할당은 큰 2,000개 풀 크기보다 더 빠르게 준비
됩니다. 작은 A1 크기의 500개 암호화된 데스크톱으로 구성된 풀의 경우 100% 준비를 완료하는 데 약 48분이 걸
립니다. 500개 VM을 일괄 처리당 125개로 나누면 4개 배치가 되고, 일괄 처리당 12분을 곱하면 48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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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가상 데스크톱에서 
데이터 디스크 사용
데이터 디스크를 사용하면 최종 사용자에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또는 추가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켓플레이스에서 가상 머신 가져오기] 마법사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 VM 또는 수동으로 생성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 연결한 이미지 VM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RDSH 팜, 부동 VDI 데스크톱 
할당 및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디스크를 사용하도록 지
원합니다. 그러나 할당 유형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라 사용 사례가 다릅니다.

데이터 디스크 및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은 데이터 디스크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애초에, 할당의 VM 풀에 있는 각 데
스크톱 VM은 할당의 기준이 되는 원래 이미지 VM과 동일한 데이터 디스크 구성 및 컨텐츠를 갖습니다. 모든 사용 
권한이 부여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을 초기 데이터 디스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각 최종 사용자에게 특정 가상 데스크톱이 할당됩니다. 할당된 최종 사용자는 데스크톱
을 실행하고 로그인할 때마다 동일한 가상 데스크톱으로 돌아갑니다. 데이터 디스크가 해당 가상 데스크톱에서 계
속 유지되므로 할당된 최종 사용자는 데이터 디스크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사용자의 변경 사항이 세션 
간에 보존됩니다.

데이터 디스크 및 부동 VDI 데스크톱 할당
부동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에서 로그아웃할 때 각 가상 데스크톱 VM이 원래 이미지 
VM의 초기 상태로 복귀됩니다. 전용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애초에 할당의 VM 풀에 있는 각 데스크톱 VM은 할당
의 기준이 되는 원래 이미지 VM과 동일한 데이터 디스크 구성 및 컨텐츠를 갖습니다. 또한 전용 사례의 경우처럼 
모든 사용 권한이 부여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을 초기 데이터 디스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풀에서 데스크톱에 연결할 때마다 해당 최종 사용자는 초기 상태의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데스크톱에 연결됩니다.

전용 사례와 달리,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에서 로그아웃할 때 가상 데스크톱의 데이터 디스크가 초기 데이터 디스
크 구성 및 컨텐츠로 복귀됩니다. 최종 사용자가 해당 디스크에 저장했을 수 있는 모든 파일은 사용자가 로그아웃
할 때 손실됩니다.

데이터 디스크와 RDSH 기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
RDSH VM과 함께 데이터 디스크를 사용하는 기본 사용 사례는 공유된 읽기 전용 데이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RDSH 팜에서 프로비저닝된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RDSH VM에 연결된 모든 데이터 디스크는 해당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원격 애
플리케이션을 위해 해당 VM에 연결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가 권한 있는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마다 다른 VM 인스턴스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최종 사용자가 이전 세션 동안 데이터 디스크에 저장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개인 데이터를 위해 데이터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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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포드 프로비저닝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미지를 게
시하기 전에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디스크를 생성하고 골든 이미지 VM에 연결합니다. 보다 고급 단계에
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생성된 데이터 디스크를 VM에 연결합니다.

2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Windows VM에 관리형 데이터 디스크 연결의 단
계에 따라 데이터 디스크를 초기화합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필요에 맞는 디스크 초기화, 볼륨 정의 및 파티션 
포맷이 포함됩니다.

3 데이터 디스크에 원하는 모든 초기 컨텐츠를 추가합니다.

골든 이미지를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하기 전에 이러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이미지 게시 프로세스는 
이미지를 봉인할 때 데이터 디스크의 초기 상태를 캡처합니다. 이미지를 게시한 후에는 봉인된 해당 이미지에 데이
터 디스크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디스크를 추가하려는 경우를 비롯하여 봉인된 이미지를 업데이트해야 하
는 경우에는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게시된 이미지 관리 및 해당 하위 항목의 정보에 
따라 이미지를 업데이트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VM용으로 데이터 디스크를 준비하는 자세한 단계는 Horizon Cloud에서 
이미지 VM에 대한 데이터 디스크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VM당 데이터 디스크 수
이미지 VM의 Horizon Cloud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디스크 수에 대한 현재 권장 사항은 최대 5개의 데이터 디스
크입니다. 특정 VM 크기에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 디스크 수 및 포드가 배포되는 Microsoft Azure 지역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으로 인해 VM에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디스크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Azure의 Windows 가상 머신 크기와 다양한 VM 유형 관련 페이지에서 각 Microsoft Azure VM 크기에 
대한 최대 수를 보여 주는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디스크 수명주기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VM을 삭제하면 시스템에서 VM과 연결된 모든 리소스를 찾고 해당 리소
스를 삭제합니다.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데이터 디스크를 수동으로 생성했지만 데이터 디스크가 Horizon 

Cloud의 VM에 연결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VM을 삭제할 때 해당 데이터 디스크를 삭제합니다.

팜 RDSH 인스턴스 및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가 연결된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이미지에서 생성되면 해당 인스턴
스에 대한 데이터 디스크는 시스템의 표준 동작에 따라, RDSH 및 데스크톱 VM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생성되고, 

삭제될 때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Horizon Cloud에서 이미지 VM에 대한 데이터 디스크 설정
포드 프로비저닝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 디스크를 제공하려면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 디스크를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 디스크를 이미지 VM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디스크를 초기화하고 포맷합니다. 디스크를 포맷한 후 필요에 따라 디스크의 초기 구성의 원하는 컨텐츠와 함께 로
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하기 전에 이러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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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머신 가져오기] 마법사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 VM 또는 수
동으로 생성하여 환경에 연결한 이미지 VM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데이터 디스크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가상 데스크톱에서 데이터 디
스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에서는 VM이 Horizon Cloud와 이미 연결된 상태이고 VM에 아직 데이터 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Horizon Cloud 포드의 컨텍스트에 맞는 모범 사례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스템의 자동화된 [가져
오기] 마법사는 데이터 디스크가 없는 VM을 생성합니다. 기본 VM을 수동으로 생성했으며, 생성 시에 데이터 디
스크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미지를 게시하기 전에 VM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디스크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VM의 
데이터 디스크를 초기화하려면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새 데이터 디스크 초기화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
시오.

VM에 데이터 디스크를 추가하고 초기화하는 일반적인 단계는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Windows VM에 관리형 데이터 디스크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세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n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이미지 VM을 찾고 여기에 데이터 디스크를 추가합니다.

n VM에 로그인하고 해당 데이터 디스크를 초기화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가져온 VM] 페이지에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VM에 대해 활성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를 가져오려면 VM에서 
[가져온 VM] 페이지의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더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 있습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 표시된 대로 VM의 이름 및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포털의 포드 리소스 그룹에서 VM을 찾은 후 데이터 디스크를 이 VM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로 VM에 로그
인한 후 연결된 데이터 디스크를 초기화합니다.

참고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RDP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
인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7 운영 체제의 기본 RDP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높은 버전이 아닙니다. 버전 8 이
상이어야 합니다.

VM의 게스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려면 VM이 생성된 방식에 따라, 다음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
호) 중 하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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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이 생성된 방식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자격 증명
[가져온 VM] 페이지의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 날짜부터,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는 생성 프로세스가 끝날 때 마법사가 생성한 VM을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거나, 해당 VM을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는 옵
션이 제공됩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
명을 사용하거나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VM이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로컬 관리자 계정이 로
그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정입니다.

수동 준비 단계. 일반적으로는 VM을 수동으로 구축할 때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VM에 로그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사용
합니다.

n 수동으로 작성한 VM이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되었을 때 지
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

n 해당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수동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

중요   포드 매니페스트 1230 이상부터, 도메인 계정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도메인 가입 이미지 VM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1230 이전에는 도메인 가입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때문에 
도메인 계정이 해당 VM에 직접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2298 이전 버전의 이러한 매니페스트는 지원되지 않으며 
VMware KB 86476에 설명된 대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절차
1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이미지 VM을 찾고 VM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VM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포털의 검색 창을 사용하여 이름으로 VM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2 포털의 Managed Disks 생성 페이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VM의 리소스 그룹을 기록해 둡니다.

Horizon Cloud에서 사용된 이미지 VM은 패턴 vmw-hcs-podID-base-vms의 이름을 갖는 리소스 그룹에 
있습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의 식별자입니다.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의 [용량] 페이지에 있는 포드 세
부 정보 페이지에 포드 ID가 나열됩니다.

3 새 데이터 디스크를 VM에 추가합니다.

a VM의 디스크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b 새 디스크를 생성하고 연결하기 위해 표시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Microsoft Azure Portal에서는 이 선택 항목에 새 디스크 생성 및 연결 레이블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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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화면 필드를 따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디스크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d VM의 디스크 페이지 상단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새 데이터 디스크를 생성하고 VM에 완전히 연결합니다.

이때 데이터 디스크가 연결되지만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4 VM에 로그인합니다.

a RDP 소프트웨어에 VM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연결합니다.

n VM이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생성되면 RDP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VM이 개인 IP 주소를 갖는 경우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RDP를 수행해야 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갖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다른 VM을 사용하고 이미지 VM에 대해 아웃바
운드 RDP 수행.

n VPN을 사용하고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VM으로 RDP 수행
참고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실행 중인 VM에 액세스하려면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가 버전 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실패합니다. 최신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b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호)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
인합니다.

VM이 생성될 때 이미지 가져오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을 \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VM이 도메인 가입 VM이고, 로컬 관리자 계정 대신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domain\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domain은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5 VM에서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새 데이터 디스크 초기화에 설명된 대로 데이터 디스크를 초기화하고 
포맷하는 단계를 수행합니다.

결과
이제 이미지 VM에는 포맷된 빈 데이터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 초기 구성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컨
텐츠를 포함하는 데이터 디스크를 로드하려는 경우 이미지를 게시할 때까지 언제든지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포드에서 사용되는 Microsoft Azure VNet이 NSX Cloud용으로 구성되면 해당 포드의 팜 및 VDI 데스크톱 할
당에서 NSX-T Data Center 네트워크 가상화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상 시스템이 동일한 테넌트 
서브넷에 있는 경우에도, NSX Cloud의 마이크로 세분화 기능을 사용하여 팜 RDSH 인스턴스와 VDI 데스크톱 간
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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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orizon Cloud Service 버전에 대한 현재 포드 매니페스트와의 이 통합에서 지원되는 특정 버전의 NSX-T 

Data Center의 경우 설명서 항목 Horizon Cloud — 환경, 운영 체제 및 호환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기존 포드를 1101 이전의 매니페스트 버전에서 최신 매니페스트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경우, 포드를 업데이
트하기 전에 포드에 있던 해당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은 업데이트 후에 NSX Cloud 관리에서 사용하도록 편집
할 수 없습니다.

Horizon Cloud 통합은 온-프레미스에 배포되거나 NSX-T Data Center 버전 3.1.1부터는 Microsoft Azure에
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NSX Cloud 관리 구성 요소(NSX Manager 및 CSM(Cloud Service Manager))에서 
지원됩니다. NSX Cloud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의 개요를 보려면 VMware NSX-T Data Center 설명서의 
NSX Cloud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NSX Cloud 3.1.1부터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차단 모드와 비차단 모드가 모두 지
원됩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비차단 모드만 지원했습니다.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NSX Cloud를 사용하려면 Microsoft Azure VNet과 온 프레미스 NSX-T Data 

Center 장치 간에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VNet이 피어링되었거나 VPN Gateway를 연결한 후에는 
Microsoft Azure에서 VNet의 CIDR 블록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VNet을 VPN Gateway로 연결하기 전에 
사용하려는 모든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클라우드에 NSX Cloud를 연결하기 위한 개괄적인 단계에 대한 워
크플로는 NSX-T Data Center 설명서에서 버전 3.1 항목인 NSX Cloud에 Horizon Cloud Service 통합을 참
조하십시오.

다음 표는 포드의 RDSH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서 NSX Cloud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전체 단계
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 정보] 열의 일부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NSX-T Data Center 버전 3.1 설명서 
항목이 열립니다.

간략한 단계 세부 정보
Horizon Cloud 포드에서 사용하기 위해 NSX 

Cloud에 Horizon Cloud 통합
NSX-T Data Center 설명서 항목 NSX Cloud에 Horizon Cloud Service 통합을 참
조하십시오.

중요   포드에서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하려면 NSX PCG를 배포하고 해당 포드를 
사용하여 첫 번째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하기 전에 NSX 방화벽 규칙에서 포드의 
테넌트 서브넷에 대한 포트 445/TCP를 수동으로 열어야 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용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Horizon Cloud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App Volumes 기능을 사용하
도록 지원하려면 포드의 테넌트 서브넷에서 TCP 프로토콜 트래픽에 대해 포트 445를 
구성해야 합니다.

VM을 생성하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머신 가져
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 가져옵
니다.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NSX 에이전트를 쉽게 설치하
려는 경우 공용 IP 주소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VM을 가져올 때 VM을 최적화하기 위한 옵션, Windows 10 또는 11의 경우는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사
용하면 나중에 이미지를 봉인할 때 sysprep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VM에 연결하고 필요한 NSX Tools를 설치
합니다.

Horizon Cloud의 가져온 이미지 VM에 NSX Tool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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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단계 세부 정보
이미지를 게시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
해당 이미지 및 설정을 통해 해당 팜 또는 할당에 대
한 NSX Cloud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RDSH VM 및 VDI 데스크톱 VM이 생성되면 NSX 

Cloud 인벤토리에 표시됩니다.

n Horizon Cloud 포드 - 팜 생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RDSH VM 및 VDI 데스크톱 VM과의 통신을 허용
하는 NSX Manager에서 분산 방화벽 규칙을 사용
하도록 설정

NSX Cloud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신을 차단하므로 NSX Manager에서 일부 분산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NSX 관리 VM과의 통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포드 프로비저닝 VM용 NSX Manager에 필요한 방화벽 규칙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NSX-T Data Center 2.4를 사용하는 경우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 외
에, NSX 관리 VM과 관련된 트래픽이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의 네트워크(언더레
이)를 통과하도록 라우팅하는 전달 정책도 추가해야 합니다. 포드 프로비저닝 VM에 대
한 NSX Manager에 필수 전달 정책 추가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SX Cloud 인벤토리의 RDSH VM 및 VDI 데스
크톱 VM에서 NSX Cloud 기능을 사용합니다.

NSX-T Data Center 관리 가이드에서 이 NSX Cloud 항목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Horizon Cloud 워크플로 및 NSX Cloud

NSX 에이전트로 구성한 골든 이미지 VM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포드에서 RDSH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
당을 생성할 때 해당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NSX Cloud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NSX Cloud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해당 팜 또는 VDI 데스
크톱 할당에 있는 모든 VM(가상 시스템)에 NSX Cloud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지정됩니다. 팜 또는 VDI 데
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NSX Cloud 관리를 지정하며, 팜 또는 할당이 생성된 후에는 해당 상태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Horizon Cloud 워크플로에는 팜의 RDSH 인스턴스 또는 VDI 데스
크톱 할당의 가상 데스크톱에서 NSX Cloud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토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
플로의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 - 팜 생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NSX Cloud가 관리됨 토글을 예로 설정하면 결과 팜의 RDSH VM 또는 
VDI 데스크톱 VM에 nsx.network=default라는 사용자 지정 태그가 지정됩니다. NSX Cloud PCG는 해당 태
그가 있는 모든 VM을 관리합니다. NSX Cloud는 구성된 Microsoft Azure VNet에서 이 태그가 있는 VM을 자
동으로 검색하며, 공용 클라우드 인벤토리에 이러한 VM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면 NSX-T Data Center의 
CSM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해당 VM을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SX-T Data 

Center 관리 가이드에서 이 NSX Cloud 항목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의 포드에서 NSX Cloud 관리 기능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n NSX Cloud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의 이름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n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디스크 암호화 및 NSX Cloud 관리 기능을 모두 사용하려면 최신 버전의 
NSX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전 NSX 에이전트 버전에서는 해당 조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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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의 가져온 이미지 VM에 NSX Tools 설치
NSX Cloud 관리에 대해 사용하도록 설정된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려는 경우 해당 팜 또는 할당에 
사용하는 게시된 이미지에 NSX Tools를 설치해야 합니다. 게시하기 전에 이미지 VM에 NSX Tools를 설치해야 
합니다. VM이 생성되고 가져온 VM 페이지에 VM의 Horizon Agent 관련 소프트웨어의 상태가 활성 상태로 표
시된 후에 NSX Tools를 설치합니다.

이 페이지의 단계는 개별 이미지 VM에서 NSX Tools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과정으로 설명된 NSX Cloud 방법
을 따릅니다. 이 방법에서는 NSX Cloud 환경의 CSM(Cloud Service Manager)에서 식별된 다운로드 위치에서 
PowerShell 설치 스크립트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이미지 VM에서 해당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NSX Tools 

설치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이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는 NSX-T Data Center 관리 가이드의 
Windows VM에 NSX Tools 설치 항목에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가져온 VM] 페이지에 에이전트 관련 상태가 VM에 대해 활성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를 가져오려면 VM에서 
[가져온 VM] 페이지의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더 보기 드롭다운 목록에 있습니다.

참고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RDP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
인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7 운영 체제의 기본 RDP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높은 버전이 아닙니다. 버전 8 이
상이어야 합니다.

VM의 게스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려면 VM이 생성된 방식에 따라, 다음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
호) 중 하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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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이 생성된 방식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자격 증명
[가져온 VM] 페이지의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 날짜부터,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는 생성 프로세스가 끝날 때 마법사가 생성한 VM을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하거나, 해당 VM을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는 옵
션이 제공됩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
명을 사용하거나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n 마법사의 도메인 가입 토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상태로 VM을 
생성한 경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VM이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로컬 관리자 계정이 로
그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정입니다.

수동 준비 단계. 일반적으로는 VM을 수동으로 구축할 때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VM에 로그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사용
합니다.

n 수동으로 작성한 VM이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되었을 때 지
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의 자격 증명

n 해당 VM을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수동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도메인의 도메인 계정에 대한 자격 증명

중요   포드 매니페스트 1230 이상부터, 도메인 계정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도메인 가입 이미지 VM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1230 이전에는 도메인 가입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때문에 
도메인 계정이 해당 VM에 직접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2298 이전 버전의 이러한 매니페스트는 지원되지 않으며 
VMware KB 86476에 설명된 대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VM에 NSX Tools를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는 경우 NSX Cloud 환경의 CSM에 대한 포털에 로그인하기 위한 자
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SX Tools를 설치하려면 CSM을 사용하여 PowerShell 설치 스크립트를 다운로
드할 위치를 식별합니다. CSM은 NSX Cloud의 구성 요소이며 공용 클라우드 인벤토리에 대한 단일 창 방식 관리 
끝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SX-T Data Center 설명서에서 CSM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절차
1 RDP 소프트웨어에 VM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VM의 Windows 운영 체제에 연결합니다.

n VM이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생성되면 RDP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VM이 개인 IP 주소를 갖는 경우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RDP를 수행해야 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갖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다른 VM을 사용하고 이미지 VM에 대해 아웃바운드 
RDP 수행.

n VPN을 사용하고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 VM으로 RDP 수행
참고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실행 중인 VM에 액세스하려면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버
전 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실패합니다. 최신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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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호)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합
니다.

VM이 생성될 때 이미지 가져오기 마법사에 지정된 로컬 관리자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
을 \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참고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VM이 도메인 가입 VM이고, 로컬 관리자 계정 대신 도메인 계정을 사용
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domain\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domain은 도메인의 이름입니다.

3 Windows VM에서 CSM에 로그인하고 클라우드 > Azure > VNet으로 이동한 후 포드에 적합한 VNet으로 
이동합니다.

4 화면의 NSX Tools 다운로드 및 설치 영역을 찾아 Windows에 대한 다운로드 위치 및 설치 명령을 확인합니
다.

해당 영역에서 표시된 Windows 설치 스크립트 다운로드 위치를 찾습니다. 다운로드 위치 아래에는 간단한 
기본 설치 명령도 표시됩니다.

n 표시된 다운로드 위치는 패턴 http://filepath/nsx_install.ps1를 따릅니다. 여기서 
nsx_install.ps1은 PowerShell 스크립트 파일이고, filepath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경로입니다.

n 표시되는 기본 설치 명령에는 -dnsSuffix DNS-suffix 부분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DNS-suffix는 
NSX Cloud 구성의 일부로 Microsoft Azure VNet에서 PCG를 배포할 때 선택한 DNS 설정과 관련된 
동적으로 생성된 값입니다.

중요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Horizon Cloud에서 이미지 VM에 대한 NSX Tools를 설치할 경우 다음을 지
정해야 합니다.

n Microsoft Azure VNet에 대한 CSM에 표시되는 동일한 DNS-suffix. DNS-suffix는 구성된 환경마다 
고유합니다.

n startOnDemand true 옵션. 해당 옵션은 Horizon Cloud 게시 워크플로에 대해 NSX Tools를 최적화
합니다.

5 다음 단계에서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DNS-suffix를 복사합니다.

6 다운로드 위치를 사용하여 nsx_install.ps1 파일을 VM의 위치로 다운로드합니다.

7 PowerShell 프롬프트를 열고, nsx_install.ps1 파일을 다운로드한 위치로 이동한 후 DNS-suffix에 대한 값
과 -startOnDemand true 옵션을 사용하여 설치 명령을 실행하여 NSX Tools를 설치합니다.

중요   -startOnDemand true 옵션이 필요합니다.

다음 코드 블록은 DNS-suffix가 xxxxxxxxxxxxxxxxxxxxxxxxx.xx.internal.cloudapp.net인 
PowerShell 프롬프트의 명령 예시입니다.

powershell -file 'nsx_install.ps1' -operation install -dnsSuffix 
xxxxxxxxxxxxxxxxxxxxxxxxx.xx.internal.cloudapp.net -startOnDemand true

스크립트 실행이 완료되면 NSX Tools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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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owerShell 명령 프롬프트를 닫습니다.

9 일반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NSX Tools 부트스트랩이 준비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schtasks /query /tn nsx_bootstrap

해당 명령을 실행하면 nsx_bootstrap 작업이 Ready 상태로 표시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askName              Next Run Time       Status
--------------------- ------------------- -----------
nsx_bootstrap         N/A                 Ready

10 VM의 Windows 운영 체제에서 로그아웃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SX Tools가 설치되고 nsx_bootstrap 작업이 Ready로 표시되면 추가 사용자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한 이미지
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프로비저닝 VM용 NSX Manager에 필요한 방화벽 규칙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NSX Cloud 기능을 사용할 경우 NSX Manager에서 일부 분산 방화벽 규칙을 사용
하도록 설정하여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NSX 관리 VM과의 통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으면 최종 사용자는 해당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NSX Manager에서 이러한 규칙이 지정된 대로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이 표에서 ‘데스크톱 풀’은 RDSH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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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유형 소스 대상 서비스/프로토콜/포트
Horizon View HTML 

Access(Blast) 트래픽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VM

데스크톱 풀 n VMware-View-PCoIP/TCP/
4172

n VMware-View5.x-PCoIP/UDP/
4172

n HTTPS/TCP/443

n Horizon Blast UDP/UDP/
22443

n Horizon Blast TCP/TCP/22443

n Horizon-USB-
RedirectionIn/TCP/32111

n Horizon-Beat/TCP-8443

n Horizon-TCP-Side-
Channel/TCP/9427

데스크톱 풀-포드 관리자 
트래픽

데스크톱 풀 포드 관리자 VM n VMware-View5.x-JMS/TCP/
4001

n Desktop-Messaging 
Server/TCP/3099

n VMware-View7-JMS/TCP/
4002

데스크톱 풀-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버 
트래픽

데스크톱 풀 포드 관리자 VM n 임의

포드 프로비저닝 VM에 대한 NSX Manager에 필수 전달 정책 추가
Microsoft Azure에서 포드와 함께 NSX-T Data Center 2.4를 사용하는 경우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도록 설정
하는 것 외에, 포드의 NSX 관리 VM과 관련된 트래픽이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의 네트워크(언더레이)를 통
과하도록 라우팅하는 전달 정책도 추가해야 합니다. 전달 정책은 NSX-T Data Center 2.4에 도입되었습니다.

NSX-T Data Center 2.4 환경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절차
1 환경의 NSX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2 네트워킹 > 전달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3 [전달 정책] 페이지에서 포드 사용을 위해 NSX PCG(공용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배포된 VNet을 나타내는 
섹션을 확장합니다.

4 확장된 섹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규칙 복사를 선택하여 해당 섹션에 나열된 마지막 규칙
(CloudDefaultRoute)을 복사합니다.

5 새 사본의 작업을 언더레이로 라우팅으로 설정합니다.

6 게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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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팜 및 할당의 VM 유형 및 크기 관
리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에서 팜 및 할당 생성에 사용할 VM의 유형과 크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특정 Microsoft Azure VM 유형 및 
크기 목록을 검토하려면 KB 문서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의 Microsoft Azure VM 유형 
및 크기(77120)를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 명시된 대로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VM 유형 및 
크기는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Azure 포드의 경우 팜 및 데스크톱 할당 생성 마법사의 모델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V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 드롭다운 메뉴에서 VM을 필터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
습니다. 이 목록을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 팜 생성,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또는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
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항목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옵션은 세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하게 작동하므
로 옵션을 설명하는 정보는 다음 세 항목에서 동일합니다.

중요   운영 환경에서는 팜 및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하는 VM 모델이 최소 2개의 CPU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VMware 확장 테스트를 통해 2개 이상의 CPU를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를 방지한다는 사
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단일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VM 모델은 
테스트 또는 개념 증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는 모든 지역에서 Azur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VM의 목
록을 표시하며, 매주 새로 고쳐져 추가될 때 새 VM이 포함됩니다. VM 목록 위의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지역
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필터가 적용되는 동안 선택한 영역에 대해 VM 유형 및 크기가 지원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잠깐 표시된 후 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메시지를 무시해도 됩니다.

태그 추가 및 태그 제거 버튼을 사용하여 VM과 관련한 사용자 지정 태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음 표의 태그 필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작동하지 않아 VMware가 목록에서 제거한 VM이 있으며 일부 VM은 Microsoft에서 다른 이유
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Azure VM이 있지만 나열되지 않은 경우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각 VM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필드 설명
가시성 팜 및 데스크톱 할당 생성 마법사의 모델 드롭다운 메뉴에 VM이 표시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VM에 

대해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VM 이름 VM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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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태그 VM에 적용할 수 있는 태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n 시스템 태그 - 이러한 태그는 하드 코딩되며 편집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일한 시스템 수준 태그는 VMware 권
장이며 VMware에서 권장하는 VM 구성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권장 VM 크기는 VMware에서 일반적인 
Horizon Cloud RDS 팜 및 VDI 워크로드에 대한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결정한 크기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이러한 VMware 권장 목록에 없는 VM 크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VM 크기
가 이 권장 목록에 없는 경우에도 사용 사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VM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n 사용자 지정 태그 - VM에 생성하여 적용하는 고유한 태그입니다. 팜 및 데스크톱 할당 생성 마법사에서 모델을 
선택할 때 이러한 태그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VM에 사용자 지정 태그를 추가하려면:

a VM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태그 추가를 클릭합니다.

c 태그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VM에서 사용자 지정 태그를 제거하려면:

a VM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태그 제거를 클릭합니다.

c 제거할 태그를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vCPU VM의 vCPU 수입니다.

RAM VM의 RAM 크기입니다.

데이터 디스크 VM의 데이터 디스크 수입니다.

Horizon Cloud의 팜
팜은 여러 사용자에게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Microsoft RDS(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호스트의 컬렉션입니다. 팜은 RDS 호스트의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다양한 팜을 생성하여 크기와 데스크톱 또는 애
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이 각기 다른 여러 사용자 그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면 먼저 이러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
션을 제공할 팜을 생성해야 합니다. 팜은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팜] 페이지를 사용하여 팜을 관리합니다. 테넌트 환경에서 인벤토리 > 팜을 선택하여 [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 팜 생성
Horizon Cloud에서 여러 사용자 세션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호스트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데스크톱 세션 또
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팜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팜은 RDS 지원 호스트의 풀로 구성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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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한 RDS 지원 호스트는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를 실행하거나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VM일 수 있습니다. 콘솔의 [팜] 페이지를 사용하여 팜을 
생성합니다.

팜은 RDSH(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호스트)의 모음입니다. 이러한 각 RDS(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호스트는 팜에 
사용하도록 선택한 특정 RDSH 지원 이미지를 기준으로 인스턴스화된 VM입니다. RDSH 지원 이미지는 RDS 지
원 이미지, RDSH 이미지 또는 RDSH 지원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Horizon Cloud 팜은 롤링 유지 보수로 구성됩니다. 팜에 대해 롤링 유지 보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
한 예를 보려면 팜 롤링 유지 보수 예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다중 세션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하고 이러한 데스
크톱에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데스크톱 유형의 팜을 생성합니다. App Volumes Agent

를 설치한 봉인된 다중 세션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이미지] 페이지에 하나 이상의 이미지가 표시되는지, 이미지에 RDSH 지원 Windows 운영 체제가 있는지, 

[이미지] 페이지에 이미지가 게시됨 상태로 표시되는지, 해당 이미지가 팜을 생성하려는 Horizon Cloud 포드
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해당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포드에 팜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n 이 팜의 VM을 포드 기본 VM 서브넷(테넌트 서브넷이라고도 함)과는 다른 VM 서브넷에 연결하도록 할 것인
지 결정합니다. 포드에서 매니페스트 2298 이상을 실행 중이고 추가 VM 서브넷을 추가하도록 포드를 편집한 
경우 이 팜에 대해 해당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의 경우 사용하려는 VM 서브
넷이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네트워킹 섹션에 Ready 상태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브넷
을 워크플로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 및 VDI 할당에 대한 Horizon Cloud 포드에
서 여러 테넌트 서브넷 사용 개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중 어떤 유형을 이 팜에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동일한 팜이 둘 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최종 사용자가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다중 세션 운영 체제에서 App Volumes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해당 사용자에게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할당 및 세션 기반 데스크톱 할당 둘 
다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해당 팜에 따라 해당 세션 기반 데스크톱을 제공
하는 데스크톱 팜을 생성합니다. 해당 데스크톱 팜을 생성하는 경우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다중 세
션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생성한 게시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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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팜의 RDSH VM에 암호화된 디스크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팜을 생성할 때 디스크 암호화를 지정해
야 합니다. 팜이 생성된 후에 나중에 디스크 암호화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 기능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Horizon Cloud 환경의 팜 및 VDI 데스크톱에 Microsoft Azure Disk Encryption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 팜의 RDSH VM에서 NSX Cloud 기능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팜을 생성할 때 NSX Cloud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팜을 생성한 후에는 나중에 NSX Cloud 관리에 대해 팜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팜에 대해 선택하는 게시할 이미지에는 NSX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게시하기 전에 NSX 에이전트를 설치한 상태여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이미지의 운영 체제에 UWP(유니버설 Windows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는 경우 최종 사용자가 팜의 
RDSH VM에서 해당 UW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미지에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가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UWP 애
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팜에 사용하는 Active Directory OU가 결정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의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RDSH VM에
서 UWP(유니버설 Windows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허용하도록 Horizon Agent 정책 설정을 참조
하십시오.

절차
1 관리 콘솔에서 인벤토리 > 팜으로 이동합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3 필요에 따라 선택을 완료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참고   모든 필수 필드를 보려면 스크롤 막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이름 이 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VM 이름 이 팜에 대해 생성된 모든 RDSH VM의 기본 이름입니다. 이 기본 이름에 숫자를 추가해
서 VM 이름으로 사용합니다(예: win2016-1, win2016-2 등).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
며 문자, 대시, 숫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팜 유형 이 팜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할 자산 유형을 지정합니다.

n 이 팜을 사용하여 세션 기반 데스크톱을 제공하려면 데스크톱을 선택합니다.

n 이 팜을 사용하여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선
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팜이 생성된 후에는 새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의 팜에서 자동 
검색 옵션을 사용하여 팜 VM 운영 체제의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치 RDSH 이미지가 있는 포드와 연결된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 항목은 선택한 위치의 포
드만 포드 필드에 선택 항목으로 표시되도록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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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포드 포드를 선택합니다.

팁   선택할 포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위치 목록에 포드를 제외한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위치 필드는 포드 목록에 적용되어 선택한 위치에 연결되지 않은 포드를 필터
링합니다. 이전에 특정 위치에 있던 포드를 삭제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표시된 위치
에 더 이상 포드가 없는 경우 포드 목록에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치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화면이 열리면 알파벳으로 맨 처음에 있는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더 이상 연결된 포드가 없는 위치는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VM 서브넷 지정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팜의 VM이 연결될 하나 이상의 특정 서브넷을 선택합니
다.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표시된 목록에서 특정 서브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면 팜의 VM이 기본적으로 포드 기본 VM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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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모델 필터링 모델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어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필터를 설정합

니다. 유형, 시리즈, CPU 수, 메모리 및 태그를 기준으로 모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
델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의 옵
션을 설명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팜 및 할당의 VM 유형 및 크기 관리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Windows 11 Enterprise 운영 체제 팜의 경우 Gen1 또는 Gen1, Gen2 모델을 선
택해야 합니다.

필터를 설정하려면 먼저 드롭다운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태그’이고 값이 'VMware 권장'인 단일 필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필터를 편집하고 And 및 Or 연산자로 연결하여 필터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각각에 입력할 수 있는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n 유형
이 옵션을 선택하면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값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n GPU 및 고성능 - GPU가 있는 모델.

참고   GPU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되는 이미지 목록은 선택한 GPU 플래그
를 사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GPU 모델을 사용하여 팜 또는 
풀 생성에 이러한 이미지가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비 GPU 모델을 선택하면 표시
되는 이미지 목록에 GPU 포함 플래그 없이 생성된 이미지만 포함됩니다.

n 시리즈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델의 시리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목록 맨 위의 필터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 목록을 필터링할 수도 있
습니다.

n CPU

이 옵션을 선택하면 CPU 범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   운영 환경에서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를 방지하려면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VM 모델을 사용합니다.

n 메모리
이 옵션을 선택하면 메모리 범위를 GB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n 태그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맨 위의 필터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 목록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드
롭다운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태그는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에서 생성한 하드 코딩된 시스템 태그 및 사용자 지정 태그입니다.

각 필터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추가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b 이전 필터와 생성하려는 새 필터 사이에 사용할 연산자로 And 또는 Or를 선택합니
다.

c 조건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하여 새 필터를 설정합니다.

참고   팜을 생성하기 위해 선택한 모델을 나중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팜을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팜은 완전히 작동합니다. VM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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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모델 여기에서 선택한 옵션은 필터 모델의 선택 항목으로 필터링됩니다. 팜의 RDSH VM에 사

용할 VM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팜의 RDSH VM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본 
리소스의 집합이 용량(계산, 스토리지 등) 측면에서 정의됩니다. 사용 가능한 선택 항목이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VM 크기에 매핑됩니다.

참고   Windows 11 Enterprise 운영 체제 팜의 경우 Gen1 또는 Gen1, Gen2 모델을 선
택해야 합니다.

중요   운영 환경에서는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합니다. VMware 확장 
테스트를 통해 2개 이상의 CPU를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를 방지한
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단일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델은 테스트 또는 개념 증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디스크 유형 사용 가능한 옵션에서 지원되는 디스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유형 옵션은 선택한 모
델과 Azure 구독 및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디
스크 유형입니다.

n 표준 HDD - 기본 디스크 유형
n 표준 SSD

n 프리미엄 SSD - 프리미엄 IO를 지원하는 모델을 선택한 경우에만 옵션이 표시됩니다.

원할 경우 나중에 선택 항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 팜의 VM에 대한 OS 디스크 크기(GiB)를 입력합니다.

n 기본값은 기본 이미지 OS 디스크 크기(일반적으로 127GiB)입니다.

n 크기를 편집하는 경우 입력하는 값은 기본 이미지 OS 디스크 크기보다 커야 하며, 선
택한 모델에서 지원하는 최대 크기(일반적으로 1024Gi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n 원할 경우 나중에 이 값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디스크 크기를 편집하는 경우 VM이 예상대로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수행해
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디스크 크기가 
증가한 경우 필요한 관리자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RDSH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중요  
n 이미지의 운영 체제에 UWP(유니버설 Windows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는 

경우 최종 사용자가 팜의 RDSH VM에서 해당 UW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추가 작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의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RDSH VM에서 UWP(유니
버설 Windows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허용하도록 Horizon Agent 정책 설
정을 참조하십시오.

n NSX Cloud 관리 토글을 예로 설정할 경우 여기에서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
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SX Cloud 관리 기능이 팜의 VM에 작동하려
면 이 팜에 대해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팜을 생성할 때 선택한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
다.

선호 프로토콜 최종 사용자 세션에서 사용할 기본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기본 프로토콜 대신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기본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가 기본 프로토
콜 선택을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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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기본 설정 클라이언트 유형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에서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용 

브라우저와 같은 세션 기반 데스크톱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기본 설정 클라이언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환경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가입 팜의 VM이 생성될 때 도메인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예를 선택합니다.

디스크 암호화 팜의 VM에 암호화된 디스크가 포함되도록 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중요   디스크 암호화를 원할 경우 팜을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팜이 생성된 
후에 나중에 디스크 암호화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NSX Cloud 관리 팜의 VM에서 NSX Cloud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Microsoft Azure의 팜에서 NSX Cloud 기능 사용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중요  
n 팜의 VM에서 NSX Cloud를 사용하려는 경우 팜을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

니다. 팜을 생성한 후에는 나중에 NSX Cloud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
다.

n NSX Cloud 관리 기능이 VM에 작동하려면 이 팜에 대해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
이전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토글을 예로 설정할 경우 이미지에서 선택
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팜을 생성할 
때 선택한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최소 VM 수
최대 VM 수

이 팜에서 원하는 RDSH VM의 최소 수 및 최대 수를 지정합니다. 팜이 처음 생성될 때 시
스템은 최대 VM 수 필드에 지정된 VM의 수만큼 서버를 배포한 다음 최소 VM 수에 지정
된 수만큼을 제외하고 VM의 전원을 끕니다.

최소 수의 VM만 처음에 전원이 켜집니다. 최종 사용자 요구가 늘어나면 시스템은 최대 
VM 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VM의 전원을 켭니다. 그런 다음, 최종 사용자 요구가 줄어
들면 시스템은 최소 VM에 지정된 최소 VM 수에 도달할 때까지 VM의 전원을 끕니다. 시
스템에서 전원을 끄기 전에 VM에 사용자 세션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최소 VM 수를 0으로 지정하는 경우 팜의 세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요구가 없으면 시스
템에서 모든 팜 RDSH VM의 전원을 끄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소 VM 수에 0

을 입력하는 경우 전원 끄기 보호 시간 필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전원이 켜진 나머지 VM

에 사용자 세션이 없는지 확인한 후 VM의 전원을 끌 때까지 시스템에서 대기할 시간을 지
정합니다.

전원 끄기 보호 시간 전원이 켜진 팜 VM을 자동으로 끄기 전에 시스템이 대기할 시간(분)을 지정합니다. 1에서 
60 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30분입니다.

이 보호 시간은 시스템이 팜의 VM 전원을 정상적으로 끄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 
전원 끄기 보호 시간 설정을 사용하여 VM 전원을 끄기 전에 지정된 시간을 대기하도록 시
스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기본 대기 시간은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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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VM당 세션 수 이 팜에서 허용되는 VM당 동시 최종 사용자 세션 수를 지정합니다.

VMware에서는 사용자 밀도의 성능 테스트에 따라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대해 몇 
가지 최대값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 및 자세한 분석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com에 제공되는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RDS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GPU 지원 이미지가 NVIDIA GRID 기술 및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에서 제공하는 Azure VM 시리즈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NVIDIA 드라이버 제한으로 
인해 RDSH VM에 대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팜은 VM당 최대 20개 세션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조합(GPU N 시리즈 모델, NVIDA 드라이버 및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기반 이미지)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20보다 큰 값을 지정하
지 마십시오.

Windows 라이센스 질문 마법사는 이미지에 있으며, 팜의 RDSH VM에 포함될 예정인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기 위한 적격 라이센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화면의 지
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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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고급 속성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컴퓨터 OU 팜 VM이 배치될 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고유 이름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예: OU=RootOrgName,DC=DomainComponent,DC=eng)를 입
력합니다. OU 및 중첩된 OU의 각 경로에는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 및 공백 조합이 포함
될 수 있으며 최대 64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중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컴퓨터 OU가 CN=Computers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VM에 대한 기본 
Active Directory Computers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Active Directory에서 이러한 
기본 컨테이너가 조직 구성 단위 클래스 컨테이너로 리디렉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행 스크립트 (선택 사항) VM 생성 프로세스 이후 팜의 VM에서 실행하려는 스크립트의 위치입니다.

참고   스크립트는 VM을 부팅하기 위한 재부팅 단계로 끝나야 합니다. Windows 명령인 
샘플 재부팅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shutdown /r /t 0

이 스크립트는 Microsoft Windows 시스템 준비(Sysprep) 프로세스 후에 실행됩니다. 

시스템에서 팜에 대한 VM을 생성하면 VM이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시작되고 
Sysprep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Sysprep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VM의 에이전트가 도
메인 가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에이전트가 여기서 지정하는 스크립트 경로를 가
져옵니다. 에이전트가 Windows RunOnce 경로(System run once)를 설정한 다음, VM

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시스템에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Azure 리소스 태그 (선택 사항) Azure 리소스 그룹에 적용할 사용자 지정 태그를 생성합니다. Azure 리소스 
태그는 리소스 그룹에만 적용되며 그룹의 리소스에 의해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태그를 생성하려면 이름 및 값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태그를 생성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다음 기존 이름 아래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름과 값 필드에 입력합니다.

n 최대 10개의 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 태그 이름은 512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스토리지 계정의 경우 
태그 이름은 128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n 태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

< > % & \ ? /

n 태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문자열: azure, windows, 

microsoft

팜이 생성된 후 더 많은 Azure 리소스 태그를 추가하고 해당 팜에 대한 태그를 편집하거
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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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법사의 다음 단계에서 필드를 완료하고 선택 항목을 적절히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롤링 유지 보수 시간 간격(스케줄링됨) 또는 이 팜의 VM에 대한 사용자 세션(세션)에 따라 유지 보수 유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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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합니다.

참고   15분 이내에 로그오프되는 세션은 단기 실행 세션 수에 따라 VM을 다시 시작하거
나 다시 빌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롤링 유지 보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동시 중지 VM 필드에 동시에 중지 상태가 될 수 있는 팜 VM의 수를 지정합니다. VM이 
중지 상태가 될 경우 해당 VM에 이미 연결된 사용자 세션에 대해서는 VM이 계속 작동하
지만 새 사용자 연결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려면 팜 롤링 유지 보수 예를 참조하십시오.

VM 작업 유지 보수 중에 시스템이 VM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n 다시 시작을 사용하면 VM이 다시 시작됩니다.

n 다시 빌드를 사용하면 VM이 처음에 삭제되었다가 팜의 연결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다
시 프로비저닝됩니다.

사용되지 않는 VM의 전원을 끄도록 선택해도 클라우드 환경의 일부 스토리지가 계속 소
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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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전원 관리 이러한 전원 관리 설정은 VM의 세션 사용량에 따라 팜에서 전원이 켜진 팜 VM 수가 자동

으로 증가 및 축소되는 임계값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이 상한보다 높게 증가하면 시
스템은 사용되지 않은 VM 중 하나의 전원을 자동으로 켭니다. 사용량이 하한보다 낮게 줄
어들면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VM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VM을 종료하고 할당을 
취소합니다.

전원 관리 선택 사항은 더 빠른 가용성과 용량 비용을 적절히 균형있게 제공합니다.

n 시스템에서 다음 VM의 전원을 더 빨리 켜도록 하려면 성능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사용자가 요구하기 전에 다음 VM이 준비되도록 하므로 시간은 더 많이 소요
되지만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VM이 해당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미 전원이 켜졌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n 다음 VM의 전원을 켜기 전에 시스템이 최대한 오래 대기하도록 하려면 전원 최적화
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다음 VM의 전원을 켜기 전에 VM 점유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선택 사항은 기존 VM의 사용량을 더 높여 용량 비용을 최소화하지만, 이 설정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VM 전원을 켜는 동안 대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새 사용자가 로
그인하려고 할 때 지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n 용량 비용 및 가용 상태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면 밸런스가 
조정됨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각 항목에 대한 낮은 임계값 및 높은 임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성능 최적화
n 낮은 임계값: 23%

n 높은 임계값: 50%

n 전원 최적화
n 낮은 임계값: 38%

n 높은 임계값: 80%

n 밸런스가 조정됨
n 낮은 임계값: 31%

n 높은 임계값: 66%

Horizon Cloud의 전원 관리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vmware.com에 제공되는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RDS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기술 문서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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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시간 초과 처리 시스템에서 특정 유형의 사용자 세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참고   이러한 설정으로 관리되는 사용자 세션은 RDS 세션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Windows 운영 체제 세션으로의 사용자 로그인이고, 이러한 세션은 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또는 Workspace ONE의 사용자 로그인이 아닙니다.

사용자 세션은 사용자가 이 팜의 RDSH VM에서 제공되는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바탕이 되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인증을 받으면 시작됩니다.

n 비어 있는 세션 시간 초과 - 애플리케이션 팜에 대해 시스템이 유휴 사용자 세션을 처
리하는 방법, 즉 유휴 세션을 절대 시간 초과하지 않을지 또는 지정된 시간(분) 후에 
시간 초과할지를 선택합니다. 유휴 시간 초과는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
션이 아닌 끝점 디바이스의 활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휴 세션이 시간 초과되도록 지
정하는 경우 시간 초과 기간이 작동될 때 발생하는 동작, 즉 세션 연결 해제 또는 사용
자 로그오프를 선택합니다. 세션 연결이 해제되면 세션이 네트워크에서 연결 해제되며 
메모리에 보존됩니다. 세션이 로그오프되면 세션은 메모리에 보존되지 않으며 저장하
지 않은 문서는 손실됩니다.

n 연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 - 시스템이 연결 해제된 세션에서 사용자를 로그오프하는 
시기를 선택합니다.

n 최대 세션 수명 - 시스템이 단일 사용자 세션에 대해 허용하는 최대 시간(분)을 지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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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시간 초과 간격 이 시간 간격은 이 팜에서 제공되는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이 

강제로 로그오프되기 전에 최종 사용자가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과는 기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한 세션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정한 시간은 
최종 사용자의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에서 로그인한 세션을 통제하는 시간 
초과 설정과 다릅니다.

경고   시스템이 기본 Windows 운영 체제 세션에서 강제로 로그오프될 때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유실됩니다. 의도치 않게 데이터를 유실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이 간격을 최종 
사용자의 비즈니스 필요성을 충족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십시오.

기본 간격은 1일(1440분)입니다.

참고   시간 초과 값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자 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30초 이내에 확인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로그오프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로그아웃되면 
문서나 파일과 같은 저장되지 않은 모든 사용자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전원 관리 스케줄링 Microsoft Azure에서 팜 VM의 용량을 절약하고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이 팜에서 전원이 
켜진 VM의 최소 수를 매주 조정하도록 스케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n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전원이 켜진 VM 수를 0으로 또는 낮게 유지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n 최종 사용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원이 켜진 VM의 최소 수를 늘리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팜에 대해 최대 10개의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에 겹치는 기간이 있지만 다
른 최소 VM 수를 지정하면, 시스템은 겹치는 기간 동안 최소 VM 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a + 아이콘을 클릭하여 [전원 관리 스케줄링] 섹션에서 첫 번째 행을 추가합니다.

b 첫 번째 스케줄을 식별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c 첫 번째 스케줄에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참고   행이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1일이 선택됩니다. 이 스케줄에 선택한 날을 포함하
지 않으려면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선택한 해당 날짜를 선택 취소합니다.

d 지정된 날짜에 적용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n 모든 날짜의 모든 시간에 이 스케줄을 적용하려면 하루 종일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n 각 날짜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참고   암호화된 VM의 전원을 켜는 것이 암호화되지 않은 VM의 전원을 켜는 것
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디스크 암호화를 예로 설정했으며 암호화된 VM의 100%

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최종 사용자 연결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려면 여기에서 더 
이른 시작 시간을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암호화된 VM이 있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전원 관리를 스케줄링할 경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위치에 가장 가까운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표준 시간대에 따라, 적절한 일광 절약 시간이 자동으로 적
용됩니다.

참고   두 스케줄의 표준 시간대 설정이 동일하고 겹치는 시간이 있으면 경고가 표시됩
니다. 그러나 두 스케줄의 표준 시간대 설정이 다르고 두 스케줄이 겹치는 경우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종일 진행되는 두 개의 스케줄이 있고 하나에는 
유럽/런던 표준 시간대가 선택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에는 아메리카/토론로 선택되어 
있으면 겹침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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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f 최소 VM 수 필드에 지정된 기간 동안 전원을 켜두려는 VM의 최소 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최종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개수의 
VM 전원이 켜집니다. 이 수치는 0부터 팜의 최대 VM 수로 지정된 개수 사이의 값이
어야 합니다. 이 수치가 영(0)이고, 스케줄의 시작 시점에 활성 상태인 최종 사용자 세
션이 없는 경우, 팜의 VM 전원이 꺼집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최종 사용자가 스케줄
링된 기간 동안 이 팜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려고 시도
할 경우, 기본 VM의 전원이 켜져야 하므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 가능 
상태가 되기 전에 지연이 발생합니다.

 
5 마법사의 로드 밸런싱 단계에서 로그인 임계값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 이 설정은 새 세션을 할당하기 위해 

VM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기 전 기간 동안 허용되는 로그인 수를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임계값을 30

초당 3번의 로그인으로 설정한 경우, 지난 30초 내에 VM 1에 로그인된 세션 3개가 할당될 때마다 다음 세션
이 VM 2에 할당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참고   이전 환경이 있거나 팜의 에이전트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로드 밸런싱 설정이 나타나지 않거나 비활
성화될 수 있습니다.

6 세션 호스트 로드 밸런싱 설정의 필드를 완성합니다.

n Horizon Cloud 에이전트는 처음 5가지 설정(CPU 사용량 임계값, 메모리 사용량 임계값, 디스크 대기열 
길이 임계값, 디스크 읽기 지연 시간 임계값 및 디스크 쓰기 지연 시간 임계값)을 사용하여 VM의 로드를 
측정하는 0~100 사이의 값인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를 계산합니다.

n 마지막 설정인 로드 인덱스 임계값은 VM이 가득 찬 것으로 간주되는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값입니다.

중요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가 전원 관리에서 제공하는 주요 역할 때문에 환경에서 전원 사용량과 성능 
균형을 원하는 대로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설정에 대해 적절한 값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가 전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의 팜에 대한 전원 관
리 및 로드 밸런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옵션 설명
CPU 사용량 임계값 CPU 사용량의 임계값(%)입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값은 기본값인 90입니다.

메모리 사용량 임계값 메모리의 임계값(%)입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값은 
기본값인 90입니다.

디스크 대기열 길이 임계값 샘플 간격 동안 선택한 디스크에 대해 대기열에 있는 평균 읽기 및 쓰기 요청 수의 임계값
입니다. 어떤 양의 정수로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은 로드 밸런싱
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디스크 읽기 지연 시간 임계값 디스크의 데이터 평균 읽기 시간 임계값(밀리초)입니다. 어떤 양의 정수로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은 로드 밸런싱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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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쓰기 지연 시간 임계값 디스크의 데이터 평균 쓰기 시간 임계값(밀리초)입니다. 어떤 양의 정수로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은 로드 밸런싱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로드 인덱스 임계값 VM이 꽉찬 것으로 간주되고 새 세션이 할당되지 않은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의 값입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90입니다.

참고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이 값을 전원 관리 높은 임계값보다 크게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원 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마법사의 [요약] 단계에서 설정을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하여 팜 생성을 시작합니다.

결과
팜 생성이 시작됩니다. [활동] 페이지를 사용하여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팜] 페이지에서 팜의 상태가 
녹색 점으로 표시되면 팜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참고   암호화된 팜 VM을 생성하는 데는 암호화되지 않은 VM을 생성할 때보다 약 2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
적으로, 디스크 암호화가 사용되도록 설정된 팜 생성이 완료되는 전체 시간은 디스크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
지 않고 해당 팜을 생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의 약 2배가 됩니다.

또한 이미지 VM에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경우 해당 이미지 VM을 기준으로 하는 암호화된 팜 VM을 생성하기 위
한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큰 테라바이트 크기의 데이터 디스크의 경우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데스크톱 팜을 생성한 경우 다음으로 Horizon Cloud 포드 - RDS 기반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
자에게 RDS 호스트의 데스크톱 세션 제공의 단계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 대한 세션 기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
니다.

참고   최종 사용자가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다중 세션 운영 체제에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데스크톱 팜을 생성한 경우 다음 워크플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Horizon Cloud - 기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가져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에 추가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가져오기 워크플로 대신, Windows 

10 또는 11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를 기준으로 하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생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사용하여 해당 Windows 10 또
는 11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인벤토리로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권
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Windows 10 또는 11 운영 체제의 클라이언트 유
형에서 캡처한 경우에도 이 팜을 기준으로 하는 세션 기반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Horizon Cloud - App Volumes 할당 생성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3 Horizon Cloud 포드 - RDS 기반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RDS 호스트의 데스크톱 
세션 제공 이 팜에 따라 세션 기반 데스크톱을 사용할 권한을 해당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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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팜을 생성한 경우 다음으로 해당 팜을 검색하여 Horizon Cloud에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하고, 최종 
사용자가 해당 팜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인벤토리의 애플리케이션, 원격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RDSH 팜에서 가져오기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이 팜에 대한 이미지에 특별한 포트를 열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이 팜의 연
결된 NSG(Network Security Group)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NS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팜에 대해 NSX Cloud 관리를 지정한 경우 NSX Cloud 환경의 Service Manager(CSM)를 사용하여 팜의 
VM이 NSX Cloud에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의 CSM에 로그인하고 클라우드 > Azure > 

인스턴스로 이동합니다. [인스턴스] 페이지에 팜 VM이 관리됨 상태로 표시되면 해당 인스턴스의 NSX 정책 구현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의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RDSH VM에서 UWP(유니버설 Windows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허용
하도록 Horizon Agent 정책 설정
Microsoft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 VM에 기반하여 팜을 생성하고 최
종 사용자가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UWP(유니버설 Windows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기본
적으로 비활성화 상태인 특정 Horizon Agent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Horizon Agent의 기본 정책 
설정은 UWP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사용자가 해당 UWP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할 수 있도록 Enable UWP support on RDSH platforms이라는 Horizon 에이전트 관련 그룹 정책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설정 및 이 설정이 포함된 Horizon ADMX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VMware Horizon 설명서에 있
는 "Horizon 원격 데스크톱 기능 및 GPO" 가이드에서 Enable UWP support on RDSH platforms를 검색하
십시오.

팜 VM 내의 해당 Horizon Agent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활성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가 세션 기반 데스
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팜 VM에서 프로비저닝된 UW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면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에이전트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으면 UWP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RDSH VM에 설치된 Horizon 

Agent에 Unavailable로 표시되고, 결과적으로 최종 사용자는 해당 UWP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
다.

중요   이 정책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에는 해당 팜의 RDSH VM에 대해 GPO 설정을 강제로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RDSH VM에서 VMware Horizon View Agent 서비스(wsnm.exe)를 다시 시작하거나 RDSH VM

을 다시 시작하여 GPO가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393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index.html


Horizon Agent 구성 ADMX 템플릿 파일(vdm_agent.admx)의 해당 Unity Touch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
션 폴더(VMware View Agent 구성 > Unity Touch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에 이 정책 설정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필요한 정책 설정을 팜의 RDSH VM으로 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해당 
ADMX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서버의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에 Unity Touch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폴더가 있으면 아래 샘플 단계를 수행하여 팜의 대상 OU에서 Active 

Directory 시스템의 GPO를 사용하여 VM에 대해 UWP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UWP 그룹 정책 설정을 RDSH VM에 적용하는 데 사용할 명명된 GPO를 생성합니
다. GPMC(그룹 정책 관리 콘솔)는 일반적으로 시작 > 관리 도구 > 그룹 정책 관리를 통해 실행됩니다. 생성한 
GPO를 해당 RDSH VM이 존재하게 될 OU에 연결합니다. 이 OU는 해당 RDSH VM을 프로비저닝할 팜을 생성
할 때 [팜 생성] 페이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팜 생성] 페이지에서 OU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되는 기본 OU

는 Active Directory 등록 워크플로에서 Active Directory 서버를 Horizon Cloud에 등록할 때 지정한 OU입
니다.

기억할 사항   궁극적으로 최종 사용자가 UWP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하려면 팜 RDSH VM에 필요한 에이
전트 정책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RDSH VM에서 필요한 정책을 사용하도
록 설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의 예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
다. 해당 방법이 선택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절차
1 VMware Horizon 서비스 다운로드의 VMware Customer Connect에서 Horizon GPO Bundle을 다

운로드합니다.

해당 URL에서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다운로드 위치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능한 항목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Horizon GPO Bundle이라는 항목을 찾아 ZIP 파일을 다운로
드합니다. Horizon 관련 구성 요소에 대한 그룹 정책 설정을 제공하는 모든 ADMX 파일은 이 파일에 있습니
다.

2 ZIP 파일의 압축을 풀고 다음 파일을 표시된 위치에 복사합니다.

n vdm_agent.admx 파일을 Active Directory 서버의 %systemroot%\PolicyDefinitions 위치
에 복사합니다.

n 원하는 로캘의 vmd_agent.adml 언어 리소스 파일(예: en-US/vmd_agent.adml)을 Active 

Directory 서버의 %systemroot%\PolicyDefinitions\<로캘> 위치로 복사합니다. 여기서 <로
캘>은 복사하려는 ADML 파일의 로캘에 해당합니다.

3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그룹 정책 관리를 열고 UWP 그룹 정책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 생성한 GPO를 
선택하여 편집합니다.

4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에서 컴퓨터 구성 > 정책 > 관리 템플릿 > VMware View Agent 구성 > Unity 

Touch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합니다.

5 해당 Unity Touch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폴더에서 [RDSH 플랫폼에서 UWP 지원 사용]을 찾은 후 편집
하여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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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GPO를 팜의 RDSH VM이 생성된 OU에 연결합니다.

기억할 사항   팜의 VM이 생성된 OU에 GPO를 연결하면 위 단계를 사용하여 해당 GPO에서 설정한 UWP 

정책이 해당 OU의 모든 VM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표준 GPO 동작입니다.

7 팜의 RDSH VM에 GPO 설정을 강제로 적용합니다.

8 해당 RDSH VM에서 VMware Horizon View Agent 서비스(wsnm.exe)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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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습니다.

편집
이 버튼을 클릭하면 팜의 전원 관리 설정, 팜이 보유할 수 있는 VM의 최소 수 및 최대 수 등과 같은 특정 설정
을 변경할 수 있는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마법사는 새 팜 마법사와 비슷하며, 기존 팜의 변경할 수 없는 설정에 
대해 읽기 전용 필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필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팜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편집 버튼을 사용하는 대신, 팜의 이름을 클릭하고 팜의 요약 페이지에서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팜을 편집하고 VM당 세션 값을 줄이면 새로 지정한 낮은 값을 초과하는 기존 세션이 자동으로 로그오프됩니
다. 과도한 세션을 수동으로 로그오프하거나 시스템이 팜의 시간 초과 처리 설정(비어 있는 세션 시간 초과, 연
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 최대 세션 수명) 및 세션 시간 초과 간격의 값에 따라 세션을 로그오프할 때까지 기다
릴 수 있습니다. 새로 지정한 낮은 값을 초과하는 기존 세션은 자동으로 로그오프되지 않으므로 콘솔에 과도한 
활성 세션이 로그오프될 때까지 100%보다 높은 VM 및 팜 활용률 값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n VM당 세션 값을 변경하면 시스템은 업데이트된 값에 따라 팜의 새 로드를 충족하도록 팜 VM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n 팜을 생성하기 위해 선택한 모델 VM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팜을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팜은 완전히 작동합니다. VM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
(설정 > VM 유형 및 크기)로 이동합니다. 모델 V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

에서 팜 및 할당의 VM 유형 및 크기 관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오프라인으로 전환
이 버튼을 클릭하면 유지 보수를 위해 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전환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오프라인 팜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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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팜을 삭제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버튼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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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SH VM이 모두 삭제됩니다. 팜이 삭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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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있는 팜의 팜 요약 페이지를 보여 줍니다.

요약 페이지
[요약] 페이지에는 팜의 현재 설정이 표시됩니다. 각 페이지 섹션에 대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시스템에서 
기존 팜에 대해 업데이트되도록 허용하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팜이 생성된 후 팜에 대한 일부 설정(예: 

해당 포드)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션 호스트 페이지
[세션 호스트] 페이지에는 팜의 기존 RDSH 인스턴스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인스턴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전원 켜기 또는 전원 끄기(VM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름), 삭제 및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입니다.

[세션] 페이지
[세션] 페이지에는 팜의 기존 사용자 세션이 표시됩니다. 세션을 선택하면 세션 연결을 끊거나, 사용자를 세션
에서 로그오프할 수 있습니다. 연결 해제를 클릭하면 사용자의 세션 연결이 강제로 끊어집니다. 세션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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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다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로그오프를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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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이 표시됩니다. [시스템 활동] 페이
지에서 작업을 취소하고 보고서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하고 작업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할당 관련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n 취소할 작업을 선택하기 전에 보기를 새로 고쳐서 표시된 작업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n 작업이 시스템에서 취소하도록 허용된 상태인 경우 취소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는 확인란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아래 표에는 취소할 수 있는 작업이 표시됩니다.

작업 작업이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취소 작업이 실행 중 상태에 있을 때 취소
팜 확장 지원됨

참고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됨
n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
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VM 및 OS/데이터 디스크와 같이 이미 생
성된 리소스는 작업이 취소되면 삭제됩니
다. VM이 삭제되거나 생성되지 않으면 할
당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n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당 확장 지원됨
참고   시스템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확
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할당이 오프라
인 상태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됨
n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
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VM 및 OS/데이터 디스크와 같이 이미 생
성된 리소스는 작업이 취소되면 삭제됩니
다. VM이 삭제되거나 생성되지 않으면 할
당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n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VM을 이미지로 변환 지원됨
참고   이 작업을 취소한 후에 다시 시도하려면 
먼저 VM이 변환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
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VM의 전원을 껐다가 켭
니다.

지원됨
참고   이 작업을 취소한 후에 다시 시도하려면 
먼저 VM이 변환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
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VM의 전원을 껐다가 켭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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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된 정보를 보고서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보내면 보고
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모든 데이터를 내보낼지 또는 
현재 필터링된 데이터만 내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상단에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음을 나타
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서 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완료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주의   Microsoft Azure의 포드가 2552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에 있는 경우 더 큰 보고서에 대한 프로세스
는 다음과 같습니다.

n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보고서가 컴파일되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
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n 준비가 완료되면 다른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보고서가 생성됨 메시지와 다운로드 버튼이 표시됩니다. 다
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이 대화상자를 닫기 전에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운로드
가 완료되기 전에 이 파일을 닫으면 다운로드가 취소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많은 수의 활동 레코드가 있는 경우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최대 10분까지 대기할 수 있을 때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활동] 페이지
[사용자 활동] 페이지에는 팜에서 제공하는 세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등과 같은 사용자 작업으로 인한 팜의 활
동이 표시됩니다.

보고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된 정보를 보고서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보내면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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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모든 데이터를 내보낼지 또는 현재 필터링된 데이터만 내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러면 페이지 상단에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
고서] 탭에서 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완료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
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주의   Microsoft Azure의 포드가 2552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에 있는 경우 더 큰 보고서에 대한 프로세스
는 다음과 같습니다.

n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보고서가 컴파일되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
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n 준비가 완료되면 다른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보고서가 생성됨 메시지와 다운로드 버튼이 표시됩니다. 다
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이 대화상자를 닫기 전에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운로드
가 완료되기 전에 이 파일을 닫으면 다운로드가 취소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많은 수의 활동 레코드가 있는 경우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최대 10분까지 대기할 수 있을 때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팜 RDSH 세션 호스트 관리
팜의 개별 RDSH 세션 호스트에 대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인벤토리 > 팜을 클릭합니다.

[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목록에서 팜 이름을 클릭합니다.

팜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페이지 위쪽에 있는 세션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세션 호스트] 탭이 표시되고 팜에 있는 RDSH 세션 호스트 VM(가상 시스템) 목록이 표시됩니다. 페이지 상
단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을 사용하여 목록을 필터링하고, 새로 고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세션 호스트를 선택하고 페이지 상단의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참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VM 상태가 녹색이어야 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399



옵션 설명
종료 선택한 VM을 종료합니다.

n 한 번에 둘 이상의 V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활성 사용자 세션이 없는 VM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   Horizon Cloud 포드에서 1976.0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경우 콘솔에 레이블
이 POWEROFF로 표시됩니다.

삭제 선택한 VM을 삭제합니다. VM이 삭제될 때 팜의 크기를 줄이려면 대화상자의 '팜 크기 줄이기' 아
래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연결 실패가 발생할 때 에이전트 연결 상태를 복구합니다.

n 여러 V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은 현재 전원이 켜져 있는 선택된 VM에만 적용됩니다.

n 모니터링 > 활동 페이지 또는 팜 세부 정보 페이지의 [시스템 활동] 탭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로그인 모드 유지 보수 목적으로 사용자 로그인을 제어합니다. 설정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VM에 최신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에만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로그인 허용(활성)

n VM에 대한 새 연결을 허용합니다.

n VM에 대한 재연결을 허용합니다.

n 에이전트 상태가 활성으로 표시됩니다.

n 새 로그인 및 재연결 방지(사용 안 함)

n VM에 대해 새 연결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n 팜에 있는 사용 가능한 다른 VM으로 새 연결을 라우팅합니다.

n VM에 대한 재연결을 거부합니다.

n 에이전트 상태가 사용 안 함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로그인하거나 VM에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n 새 로그인(드레이닝)만 방지
n VM에 대해 새 연결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n 팜에 있는 사용 가능한 다른 VM으로 새 연결을 라우팅합니다.

n VM에 대한 재연결을 허용합니다.

n 에이전트 상태가 드레이닝 중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VM에 대한 기존 세션이 있어야 합니다.

n 다시 시작할 때까지 새 로그인(드레이닝) 방지
n VM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VM에 대해 새 연결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n VM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팜에 있는 사용 가능한 다른 VM으로 새 연결을 라우팅합니다.

n VM에 대한 재연결을 허용합니다.

n 에이전트 상태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드레이닝으로 표시됩니다.

n VM을 다시 시작한 후 로그인 허용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참고   이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VM에 대한 기존 세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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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롤링 유지 보수 예
이 예에서는 Horizon Cloud가 새 팜의 RDSH VM(가상 시스템)을 프로비저닝하고 롤링 유지 보수를 위해 시스
템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새 팜 마법사에서 이 팜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n 최소 VM 수 = 1

n 최대 VM 수 = 3

n VM당 세션 수 = 20

생성 워크플로에서:

1 세 개의 RDSH VM이 모두 Microsoft Azure에서 완전히 구성되어 전원이 켜지고 도메인에 가입됩니다.

2 그다음에 실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VM 2 및 서버 3의 전원이 꺼집니다.

VM 1은 전원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 세션을 제공할 준비가 됩니다.

사용자가 로그온하면 VM 1의 세션이 제공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VM(VM 1)의 점유율이 전원 관리 임계값에 도달
하면 다른 VM(VM 2)의 전원이 켜집니다. 두 VM의 전원이 켜지면 전원이 켜진 두 VM 간에 부하가 분산되도록 
새 사용자 세션은 부하가 가장 적은 VM에 배치됩니다. 사용자 세션 수가 전원이 켜진 두 VM에서 계산된 대로 다
음 점유율 임계값에 도달하면 다음 VM(VM 3)의 전원이 켜집니다.

사용자가 세션에서 로그오프할 때:

1 점유율이 낮은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VM 중 하나가 중지 중으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부하가 가장 낮은 
VM이 중지 중으로 표시됩니다.

2 일단 표시되면 해당 VM에 기존 세션은 유지되지만 새 사용자 세션은 해당 VM에 대해 수락되지 않습니다. 이
때 모든 새 세션은 실행 중인 VM에만 배치됩니다.

3 표시된 VM의 기존 세션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해당 세션에서 로그오프하면 Horizon Cloud는 해당 VM의 
전원을 끕니다.

실행 중인 VM 수가 최소 VM 값에 도달할 때까지 위 단계가 반복됩니다.

롤링 유지 보수
가상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모범 사례는 가끔씩 VM을 다시 시작하여 VM의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시된 리
소스를 지우거나 메모리 누수를 없애는 것입니다. Horizon Cloud 롤링 유지 보수 기능은 자동화된 방법으로 팜 
전체에서 정상 상태를 복원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작업은 VM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Horizon Cloud에서
는 VM을 삭제한 후 해당 팜에 사용되는 게시된 최신 이미지에 따라 재프로비저닝하여 팜 VM을 다시 빌드하는 추
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시 빌드 옵션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팜의 VM 간에 이미지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자동 수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빌드 옵션을 사용하면 일상적인 작업의 일부로 수동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팜의 동시 중지 VM 값에 구성된 VM 수만 중지됩니다. 팜의 롤링 유지 보수에 대해 구성된 유
지 보수 유형에 따라, 시스템에서는 각 VM에 대해 지정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활성 사용자 세션이 있는 
VM 또는 동시 중지 VM에 설정된 개수보다 많은 서버에서는 이 작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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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의 팜에 대한 전원 관리 및 로드 밸런싱 정보
이 항목에서는 로드 밸런싱 설정을 기준으로 하는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가 Horizon Cloud의 RDSH 팜에서 전원 
관리에 사용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서 문서에 언급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 팜 생성으로 이동한 후 해당 문서 내
에서 해당 설정을 찾습니다.

Horizon Cloud 에이전트는 5가지 설정(CPU 사용량 임계값, 메모리 사용량 임계값, 디스크 대기열 길이 임계값, 

디스크 읽기 지연 시간 임계값 및 디스크 쓰기 지연 시간 임계값)을 사용하여 각 VM의 로드를 측정하는 0~100 사
이의 값인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를 계산합니다.

중요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가 전원 관리에서 제공하는 주요 역할 때문에 환경에서 전원 사용량과 성능 균형을 원
하는 대로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설정에 대해 적절한 값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팜 사용량에 대한 시스템 결정
시스템은 다음 두 백분율 값 중 더 높은 값을 선택하여 특정 팜의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세션 선점
팜 내의 활성 세션의 수를 팜에서 전원이 켜진 VM의 가능한 총 세션 수로 나눕니다. 가능한 세션 수는 팜에서 
전원이 켜진 VM 수를 팜에 대해 설정한 VM당 세션 값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평균 로드 인덱스
팜에서 전원이 켜진 VM의 평균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입니다.

팜 확장의 경우 시스템은 선택한 값을 팜에 대해 선택한 전원 관리 설정의 높은 임계값과 비교합니다.

다음 두 가지 예제 모두에서 팜에 대한 전원 관리 설정은 최적화된 성능입니다. 최적화된 성능 설정의 높은 임계값
은 50%입니다. 즉, 사용량이 50%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사용되지 않은 VM 중 하나의 전원을 켭니다.

참고   아래 예에서 팜의 최대 VM 설정은 1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 높은 임계값을 초과하는 세션 선점으로 인한 팜 확장
이 예에서는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VM당 세션 수 = 20

n 전원 관리의 높은 임계값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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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전 확장 후

전원이 켜진 VM

VM 1

n 실행 중인 세션 = 10

n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 25%

사용량 값
n 세션 선점 = 실행 중인 세션 10개/(VM당 20개 세션 x 

1VM ) = 50%

n 평균 로드 인덱스 =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25%/1VM = 
25%

두 값 중 더 높은 값은 50%이며 전원 관리 최적 성능 설정의 높은 
임계값과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두 번째 VM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이 켜진 VM

VM 1

n 실행 중인 세션 = 10

n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 25%

VM 2

n 실행 중인 세션 = 0

n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 0%

사용량 값
n 세션 선점 = (실행 중인 세션 10 + 0)/(VM당 20개 세션 x 

2VM ) = 25%

n 평균 로드 인덱스 =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25% + 
0%)/2VM = 12.5%

두 값 중 더 높은 값은 25%이며 전원 관리 최적 성능 설정의 낮은 임
계값과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
니다.

예 - 높은 임계값을 초과하는 평균 로드 인덱스로 인해 팜 확장
이 예에서는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VM당 세션 수 = 20

n 전원 관리의 높은 임계값 = 50%

확장 전 확장 후

전원이 켜진 VM

VM 1

n 실행 중인 세션 = 5

n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 50%

사용량 값
n 세션 선점 = 실행 중인 세션 5개/(VM당 20개 세션 x 

1VM ) = 25%

n 평균 로드 인덱스 =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50%/1VM = 
50%

두 값 중 더 높은 값은 50%이며 전원 관리 최적 성능 설정의 높은 
임계값과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두 번째 VM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이 켜진 VM

VM 1

n 실행 중인 세션 = 5

n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 50%

VM 2

n 실행 중인 세션 = 0

n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 0%

사용량 값
n 세션 선점 = (실행 중인 세션 5 + 0)/(VM당 20개 세션 x 

2VM ) = 12.5%

n 평균 로드 인덱스 = (에이전트 로드 인덱스 50% + 
0%)/2VM = 25%

두 값 중 더 높은 값은 25%이며 전원 관리 최적 성능 설정의 낮은 임
계값과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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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팜 정보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된 모든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포드의 리소스 그룹에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는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도 생성됩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팜에서 제공하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또는 
RDS 데스크톱에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추가 포트를 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에서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는 Azure VNet(Virtual Networks)에 연결된 리소스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NSG는 해당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보안 규칙을 정의합니다. 

NSG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네트워크 보
안 그룹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포드가 Microsoft Azure에 배포되는 경우 vmw-hcs-podID-nsg-template라는 NSG가 이 포
드의 vmw-hcs-podID라는 동일한 리소스 그룹에 생성됩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 ID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포드 ID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이 적용됩니다.

n Microsoft Azure는 NSG 생성 시 각 NSG에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생성되는 모든 NSG

에서 Microsoft Azure는 우선 순위 65000 이상에서 일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러
한 Microsoft Azure 기본 규칙은 사용자 또는 시스템이 Microsoft Azure에서 NSG를 생성할 때 
Microsoft Azure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이 설명서 항목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Horizon Cloud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기본 보안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 배포자에서는 포드 템플릿 NSG에 다음과 같은 인바운드 보안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러
한 기본 인바운드 보안 규칙은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Blast와 PCOIP 및 USB 리디렉션을 위해 RDS 세
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지원합니다.

표 6-3. 포드 템플릿 NSG의 Horizon Cloud 포드 배포자에서 생성된 인바운드 보안 규칙
우선 순
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1000 AllowBlastUdpIn 22443 UDP 인터넷 임의 허용
1100 AllowBlastTcpIn 22443 TCP 인터넷 임의 허용
1200 AllowPcoipTcpIn 4172 TCP 인터넷 임의 허용
1300 AllowPcoipUdpIn 4172 UDP 인터넷 임의 허용
1400 AllowTcpSideChannelIn 9427 TCP 인터넷 임의 허용
1500 AllowUsbRedirectionIn 32111 TCP 인터넷 임의 허용

이 템플릿 NSG 외에도, 팜이 생성될 때 시스템에서는 템플릿 NSG를 복사하여 해당 팜에 대한 NSG를 생성합니
다. 모든 팜에는 템플릿 NSG의 복사본인 자체 NSG가 있습니다. 팜의 NSG는 해당 팜의 VM(가상 시스템)에 대한 
NIC에 할당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팜은 포드의 템플릿 NSG에 구성된 대로 동일한 기본 보안 규칙을 사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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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NSG 및 팜별 NSG를 둘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추가 포트를 열어 두
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팜에 있는 경우 해당 포트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해당 팜의 NSG를 수정합니
다. 동일한 포트를 열어 두어야 하는 여러 팜을 생성하려는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간단한 방법은 해당 
팜을 생성하기 전에 템플릿 NSG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중요   기본 템플릿을 수정하려면 먼저 사본을 만든 후 수정합니다. 원래 기본 설정으로 복원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서 사본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인벤토리의 애플리케이션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의 인벤토리에 있는 애
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인벤토리에 새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려는 애
플리케이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콘솔에서 인벤토리 >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엽니
다.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소스에 따라 이 인벤토리의 애플리케이션을 분류합니다.

n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에는 App Volumes를 사용하여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이 콘솔에서는 Horizon Cloud 테넌트가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의 App Volumes 기능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인벤토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용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원격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유형의 RDSH 팜에서 인벤토리에 추가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콘솔의 
[팜] 페이지에 표시됨). 인벤토리에 추가된 이러한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원격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RDSH 팜에서 가져오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새 애플리케이션을 인벤토리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이 페이지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편집하고 인벤토리에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용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업데이트 및 사용 중지를 비롯한 애플리케이
션의 전체 수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사용자 지정하여 특정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최
종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클라우드 기반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
다.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테넌트의 지역 클라우드부,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최신 소프트웨어 수준을 실행 중인지 
여부 및 기능이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이센스 또는 테넌트 계정 구성에 이
러한 기능의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 기능과 관련된 요소가 콘솔에 동적으로 반영됩니다. 콘솔에 표시되어
야 하는 기능이 표시되지 않으면 VMware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라이센스 및 테넌트 계정 구성에 따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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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의 VMware App Volumes 기능 개요
다음 표에서는 Horizon Cloud의 VMware App Volumes 기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기능 영역 설명
배포 n 제로 터치 배포. App Volumes Manager, App Volumes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

와 같은 App Volumes 인프라 구성 요소의 자동 프로비저닝.

n 데이터베이스 요구를 위해 Microsoft Azure PostgreSQL 관리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추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n 포드 설정 중에 애플리케이션을 저장 및 제공하기 위한 Microsoft Azure 파일 공유 자
동 프로비저닝

관리 콘솔 n App Volumes 콘솔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동일한 
콘솔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합니다.

n Horizon Cloud 이미지 생성 워크플로에 원활하게 통합되는 App Volumes Agent 설
치 환경.

App Volumes 4 Agent 온-프레미스 및 Microsoft Azure 배포 모두에서 사용되는 통합된 성능 최적화 에이전트
패키징 n Microsoft Azure 파일 공유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VHD 기반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n Horizon Cloud 내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생성. 필요한 명령줄 
도구가 없습니다.

n 고객은 App Volumes에서 MSIX 애플리케이션 연결 VHD를 가져와 이 새로운 패키지 
형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 관리 App Volumes 4 온 프레미스에 이미 포함된 SAM(간소화된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능을 지
원합니다. 이제 관리자는 패키지 작성, 업데이트 및 사용 중지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전
체 수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할당 n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사용자 지정하여 특정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사용
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n 다중 포드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지원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 이제 온 프레미스 App Volumes 고객이 온 프레미스 배포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패키지를 재사용합
니다. Microsoft Azure에 대해 다시 패키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요
사용자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n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n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생성하고 가져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App Volume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생성하고 자동으로 가져오는 생성 옵션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기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가져와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406



이전에 App Volumes로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있는 경우 가져오기 옵션을 사용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패키징하지 않고도 온-프레미스 배포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재사
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 기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가져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할당합니다. Horizon Cloud - 

App Volumes 할당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App Volumes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사
전 요구 사항
중요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렌더링하여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의 App Volumes 기능에 대한 지원을 무효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App Volumes 관련 스토리지 계정의 
스토리지 계정 키가 만료, 변경 또는 순환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계정 키가 수동으로 또는 Azure 정책을 통해 순환되면 App Volumes가 의존하는 스토리지 계정 및 파
일 공유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App Volumes는 배포 내에 저장된 스토리지 키가 올바르지 않
으므로 최종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는 제공된 Azure 구독에 상주하지만 배포의 App Volumes 관련 스
토리지 계정은 포드 관리자 시스템, Unified Access Gateway 시스템 및 Azure 구독에 프로비저닝된 기타 서비
스 배포 리소스와 동일한 VMware 관리형 구성 요소입니다. 모든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는 App Volumes 관련 스토리지 계정의 배포가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포드 관리자 시스템을 배포할 때 이 App Volumes 관련 스토리지 계정을 Azure 구독에 프로비저닝합
니다. 이 스토리지 계정의 용도는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파일이 프로비저닝될 파일 공유를 제공하는 것입
니다.

이 스토리지 계정의 데이터는 Microsoft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Azure Storage에서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또
는 조직에서 이 스토리지 계정 키가 만료, 변경 또는 순환되면 스토리지 키가 유효하지 않게 렌더링됩니다. 이 경우 
App Volumes는 파일 공유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최종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면 먼저 해당 환경이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 확인합니다.

포드 관련 사전 요구 사항
n 단일 세션 유형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에서 App Volumes 기능을 사용하려면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매니페스트 2298.x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n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에서 App Volumes 기능을 사용하려
면 배포가 매니페스트 2747.x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n 배포에는 게이트웨이 구성(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이 있어야 하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구성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필요한 대로 Unified 

Access Gateway의 FQDN 매핑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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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각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확인하고 각 포드에 마운트된 파일 공유가 있다고 페이지에 표시되는지 확
인합니다. 콘솔을 사용하면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워크플로를 완료한 후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공유는 서비스에서 생성되며 App Volumes 기능의 사용은 해당 기
능에 의존합니다.

용량 페이지(설정 > 용량)로 이동하고 포드를 클릭하여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그런 후 다음을 
확인합니다.

n 속성의 파일 공유 필드 값은 2이고, 이 숫자를 가리키면 두 파일 공유가 나열됩니다.

n 페이지 하단의 게이트웨이 설정이 채워져 Unified Access Gateway가 구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구성 요구 사항
n 장 1 Horizon Cloud 환경으로 시작에 설명된 대로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워크플로를 완료했습

니다.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도메인을 등록한 후에 도메인 컨트롤러 정책 도메인 컨트롤러: 

LDAP 서버 서명 요구 사항을 서명 필요로 설정한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설정 >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서 도메인 바인딩 옆에 있는 편집(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b 바인딩 암호 텍스트 상자에 기본 바인딩 계정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른 변경은 수행하지 마십시오.

c 도메인 바인딩을 클릭합니다.

n Horizon Cloud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TCP 프로토
콜 트래픽에 대해 포트 445를 열어야 합니다. 포트 445는 Microsoft Windows의 SMB 파일 공유에 액
세스하기 위한 표준 SMB 포트입니다. AppStacks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포드 리소스 그룹에 있
는 SMB 파일 공유에 저장됩니다.

이미지 요구 사항
콘솔에서 생성 워크플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생성하여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
면 콘솔의 인벤토리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게시된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n 클라이언트 유형의 Microsoft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유
형을 VDI 유형의 운영 체제라고도 합니다. 클라우드 내 캡처 워크플로는 VDI 유형의 운영 체제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세션 또는 RDS 유형의 운영 체제에는 클라우드 내 캡처 워크플로를 사용할 수 없
습니다.

n App Volumes Agent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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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에 있는 Horizon Cloud 포드의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에서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
다음 사례는 더 나은 사용자 및 관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Horizon Cloud 포
드의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에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이미지 설치도 
참조하십시오.

n 기본 이미지에 프린터 드라이버와 함께 하드웨어 프린터를 설치합니다. 관련된 알려진 문제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진 문제 항목에서 "Microsoft Azure용 Horizon Cloud 및 Horizon 포드로 배포 및 온보딩"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n Microsoft 설명서 FAQ에 설명된 대로,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은 이전에는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만 제공했던 여러 동시 대화형 세션을 허용하는 RDSH(원격 데스크
톱 세션 호스트) 유형의 VM입니다.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은 RDSH 유형의 운영 
체제이므로 VDI 관련 워크플로 대신 Horizon Cloud RDSH 적용 가능 워크플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
한 다중 세션 시스템을 기준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세션 데스크톱을 제공하기 위해 팜 생성에 설명된 대로 팜을 
생성합니다. 세션 데스크톱에서 팜을 기준으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려면 다
음 팜 설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팜 VM의 운영 체제 디스크가 정기적으로 초기 상태로 새
로 고쳐지며, 이러한 VM에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지원하려면 정기적인 새로 고침이 필요합
니다.

롤링 유지 보수 설정 필요
n 유지 보수 유형: 세션
n 세션 수: VM당 세션 수와 같음
n VM 작업: 다시 빌드
n 동시 중지 VM: 팜 크기의 40%

시간 초과 처리 설정 필요
n 연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 90분 후 시간 초과
n 세션 시간 초과 간격: 90분

n Microsoft Windows 10 다중 세션에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로 프로비저닝하려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동작은 이러한 유형의 Microsoft Windows 

10 다중 세션 환경에서 문제가 됩니다.

n 애플리케이션에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프로세스 동안 Windows 

Services Manager와 같은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n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프로세스 중에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를 비활성화할 수 없거나 비활성화하지 않
는 경우 사용자가 할당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불완전한 버전을 수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레
지스트리를 구성하여 기본 이미지를 수정합니다. 이 구성은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사용자 VM에 배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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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관심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름을 
svservice 레지스트리 구성 DisableAppServicesList에 추가하여 레지스트리를 구성합니다. 관련된 
알려진 문제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진 문제 항목에서 "Microsoft Azure용 Horizon Cloud 및 Horizon 

포드로 배포 및 온보딩"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n 사용자에게 동일한 VM의 모든 사용자 세션에서 공유하지 않으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파일을 생성
할 때 알림을 제공하면 자신의 프로파일 위치에 해당 파일을 둘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Horizon Cloud 포드의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에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이미지 설치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에 있는 App Volumes에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이미지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 개괄적인 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Microsoft Windows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를 생성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애플
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프로세스 중에 특정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절차에 대한 배경 정보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용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에서 App Volumes 기능을 사용하려면 포드
가 매니페스트 2747.x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목록에서 연결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App Volumes 

기능에 사용할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
인하십시오.

중요  
n 다중 세션 시스템에서 해당 패키지가 마지막으로 할당된 사용자가 로그오프하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분리

됩니다. 볼륨을 분리하기 위해 해당 VM을 종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n 시스템의 클라우드 내 캡처 워크플로는 다중 세션 또는 RDS 유형의 운영 체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클
라우드 내 캡처 워크플로는 콘솔을 사용하여 App Volumes > 생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내 캡처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테넌트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
면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의 클라이언트 유형(운영 체제의 VDI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이미지를 클라우드 내 캡처 워크플로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애플리케이
션이 인벤토리에 있는 경우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이미지를 사용하여 팜에
서 프로비저닝된 세션 기반 데스크톱에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션 기반 데스크톱을 
기본 데스크톱의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한 다음, 캡처한 해당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해당 세션 기반 
데스크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

1. Horizon Cloud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
세션 기반 데스크톱 사용 권한을 부여한 최종 사용자에게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할당하려면 먼저 테넌트
의 인벤토리에 해당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콘솔의 생성 워크플로 또는 가져오
기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테넌트의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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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중 세션 유형의 운영 체제에는 생성 워크플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인벤토리
에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면 해당 워크플로에 사용할 클라이언트 유형, VDI 유형의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운영 체제가 있어야 하고 해당 VDI 유형 운영 체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해야 합니다.

n 콘솔의 생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VDI 유형의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운영 체제의 애플리케이션을 
인벤토리에 추가합니다. 단계는 생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콘솔의 [가져오기]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외부에서 수동으로 캡처하고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포드의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 수동으로 업로드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인벤토리에 추가합니다. 이 워크플로는 기본적으로 이미 일부 App Volumes 설치의 App Volumes 패키지
가 있으며 해당 패키지를 Horizon Cloud 인벤토리에서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Horizon 

Cloud - 기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가져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
2. 새 사용자에게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사용 권한 부여
방금 생성한 하나 이상의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새 사용자용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합니
다. Horizon Cloud - App Volumes 할당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관리 권한이 필요한 서비스가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애플리케이션 패키
지에 캡처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할당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관리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3.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에 대한 기본 데스크톱을 생성하고 사용자에
게 사용 권한 부여
이 프로세스의 첫 번째 부분에는 다음 절차가 포함됩니다.

1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의 데스크톱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이미지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미지에 대한 기본 VM을 생성할 때 App Volumes Agent를 설치합니다.

2 새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 데스크톱 이미지를 사용하여 팜을 생성
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 팜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 새 팜을 기준으로 최종 사용자에게 새 Microsoft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데스크톱에 대
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 RDS 기반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
게 RDS 호스트의 데스크톱 세션 제공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생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
션 추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생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테넌트의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
션을 추가합니다. 이 생성 워크플로 내에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Horizon Cloud 내에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캡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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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를 원할 경우 VMware Digital Workspace Tech Zone을 방문하여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의 App Volumes 비디오 데모 연습 과정을 참조하십시오.

n 처음으로 생성 옵션을 사용한 후에는 동일한 사용자가 캡처 데스크톱 VM에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캡처하
는 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 해당 옵션을 다시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애플리
케이션 패키지를 캡처하는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 생성 옵션을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패
키지 생성 요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테넌트의 다른 사용자는 
첫 번째 사용자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이미지에 대한 패키지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일한 포드 또는 다른 포드에서 다른 이미지를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캡처를 실
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 여러 캡처를 동시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n 생성 옵션을 처음 클릭하여 캡처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캡처 데스크톱 VM이 준비되고 상태가 Desktop 
ready for application capture로 변경되기까지 최대 2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이 캡
처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데스크톱 할당과 2개의 데스크톱 VM을 생성하기 때문에 20분이 소요됩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캡처를 완료한 후 새 캡처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는 경우 생성 옵션을 클릭한 시간
과 상태가 Desktop ready for application capture로 변경된 시간 간격은 약 10분 정도로 단축됩니
다. 시스템은 처음처럼 캡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처음 이후부터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시스템은 이전에 사용된 캡처 데스크톱 VM을 삭제하고 새 캡처 데스크톱 VM을 사용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환경이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용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에 나열된 
모든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중요   이 생성 워크플로는 단일 사용자, 클라이언트 또는 VDI 유형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가 있는 이
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중 세션 유형의 운영 체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작업의 단계를 시
작하기 전에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되어 있는 사용 가능한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
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n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되어 있고 클라이언트 유형이 VDI 유형이거나 단일 세션 유형의 운영 체제(예: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11 또는 Microsoft Windows 7)가 설치된 VM을 가져옵
니다.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 항목의 가져오기 단계를 따르고 고급 옵션에서 App Volumes Agent 전환을 선택합니다.

n 가져온 VM에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이미지
입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인벤토리 >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App Volumes 탭이 표시됩니다.

2 새로 만들기 > 생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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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창의 정의아래에 표시된 값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애플리케이션 새로 생성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

자[a-Z]로 시작해야 하며 문자[a-Z], 대시[-],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설명 (선택 사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패키지 패키지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선택 사항)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4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창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용 데스크톱에 아래 표시된 값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위치 포드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포드 집합을 필터링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포드 이미지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포드 집합을 필터링할 포드를 선택합니다. 포드 드롭다
운 메뉴에 App Volumes가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된 
이미지가 하나 이상 있고, Unified Access Gateway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포드만 표시
됩니다.

이미지 이미지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참고   메뉴에는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되어 있고 단일 사용자 유형 또는 클라이언
트 유형의 운영 체제가 설치된 이미지만 표시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위의 사전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5 애플리케이션 목록 아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요청 시 제공할지 아니면 다음 로그인 또는 시작 시 제공할지 선

택합니다.

n 주문형 - 사용자가 패키지 바로 가기를 클릭한 후에만 패키지를 전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 로그인 시 - 로그인 또는 시작 시 패키지를 전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캡처 프로세스를 처음 시작하면 시스템에서 캡처 데스크톱 VM이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할 준비가 될 
때까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20분 동안 시스템은 캡처 데스크톱 VM에 대해 사용할 하나 이상의 캡처 프로
세스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시스템에서 기본 할당 및 VM을 생성하는 데 최대 2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n 시스템은 포드당 이미지별로 할당을 하나씩 생성합니다. 따라서 1개 또는 여러 개의 할당이 생성될 수 있
습니다.

n 각 할당은 캡처를 수행하는 동시 사용자의 수를 수용하도록 확장되며 항상 전원이 꺼진 추가 VM이 있습
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캡처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캡처를 위해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VM과 전원이 꺼
져 있는 VM의 두 개의 VM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캡처를 시작하면 할당은 3개의 VM으로 확장
되고 할당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캡처가 완료되면 해당 캡처에 사용된 VM

이 삭제되고 할당 용량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캡처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할당의 기본 크기는 하
나의 VM입니다. 하지만 할당의 VM이 일시적으로 0개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첫 번째 사용자가 캡
처를 시작하면 위에 설명된 대로 크기가 두 개의 VM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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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러한 할당은 appcaptureXXX 패턴에 따라 이름이 지정됩니다. 여기서 XXX는 임의로 생성된 번호입니
다.

n 할당의 위치는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다릅니다.

n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에 있는 테넌트의 구성에 따라, 그리고 해당 구성을 반영하는 콘솔의 동적 특
성으로 인해 할당에 대한 콘솔 왼쪽 탐색 영역에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레이블 조합(예: 할당 > 

VDI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또는 할당 >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또는 해당 줄과 함께 
일부 조합)이 표시됩니다. 콘솔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이블이 있는 경로 유형에 대해 이러한 할당이 나
열됩니다.

n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에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사용하도록 설정된 Universal Broker가 표
시되고 할당이 비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할당 >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납니다.

참고   2020년 12월 9일 업데이트 전에 수행한 캡처의 할당이 있고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해당 할당을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콘솔 
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캡처 프로세스에서 
생성된 모든 새 할당이 다중 클라우드 할당이며 아래 설명된 대로 VDI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및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둘 다에 표시됩니다.

n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에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사용하도록 설정된 Universal Broker가 표
시되고 할당이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할당 > VDI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및 
할당 >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둘 다에 표시됩니다.

참고   두 위치 모두에 할당이 표시되면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의 
할당 이름에는 추가 영숫자 문자열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VDI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름이 appcapture1234인 할당이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appcapture1234-5ab6c789와 같은 이름을 갖습니다.

중요   이러한 할당 중 하나를 삭제하기 전에 아래에서 할당 삭제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n 할당 삭제 정보:

n 가까운 장래에 추가 캡처를 수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이 환경에 존재하지 않도록, 이러한 
할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삭제하면 다음에 캡처를 수행할 때 새로 생성하는 데 최대 
2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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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패키징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이러한 할당을 삭제해야 합니다.

주의   위에 설명된 것처럼 할당 > VDI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및 할당 >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
이션에 나타나는 할당을 삭제하려는 경우 할당 >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대신 할당 > VDI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제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두 페이지 모두에서 할당이 제거됩니다.

두 위치 모두에 할당이 표시되면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 할당 >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의 할당 
이름에는 추가 영숫자 문자열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할당 > VDI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름
이 appcapture1234인 할당이 할당 >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appcapture1234-5ab6c789와 같은 이름을 갖습니다.

팁   모니터 > 알림으로 이동하여 절차의 각 지점에서 캡처 진행 상태와 다음에 수행할 단계에 대한 유용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생성, 할당 생성 및 할당 상태에 대한 알림이 있습니다. 또한 알림은 할당 이
름, 패키지 이름 및 각 캡처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ID를 제공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캡처에 실패하면 알림을 확
인하여 보고된 모든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목록에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 항목에 대한 [상
태] 필드를 가리키면 캡처 VM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상태가 Desktop ready for application capture
인 경우 캡처 데스크톱 VM에 로그인하고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작하는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8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선택하고 캡처 시작을 클릭합니다.

새 브라우저 탭에는 Horizon HTML Access(Blast) 로그인 양식이 열립니다.

9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 자격 증명과 동일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
다.

10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에서 캡처 데스크톱 VM을 시작합니다.

경고   캡처 VM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에는 로컬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
면 사용자에게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Windows 바탕 화면에 패키징 중... 메시지를 포함하는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
자가 표시됩니다.

중요   이 대화상자는 닫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완
료할 때까지 옆으로 밀어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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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패키징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설치합니다.

참고   캡처 세션 별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만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설치하고 캡처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콘솔의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표시되
면 새 패키지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 기존 App Volumes 애플리케이
션에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추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2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한 
후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창이 나타납니다.

설치를 완료하시겠습니까? 메시지를 포함하는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자가 표시
됩니다.

13 예를 클릭합니다.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완료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14 이름 및 버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추가합니다.

15 완료를 클릭합니다.

VM을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6 확인을 클릭하고 VM을 재부팅하도록 합니다.

캡처 데스크톱 VM이 재부팅되면 HTML Access 클라이언트 세션에 연결 끊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7 캡처 데스크톱 VM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패키지 성공을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표시합
니다.

18 캡처 데스크톱 VM에서 로그아웃합니다.

결과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Application capture in progress 상태로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상태가 Success로 변경됩니다.

Horizon Cloud - 기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가져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다음 단계에 따라 Microsoft Azure 스토리지에 이미 있는 애플리케이션 패키
지를 가져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다음 정보는 이 작업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n Microsoft Azure Storage Explorer 작업에 대한 내용은 Storage Explore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 플랫폼 프로비저닝 파일 공유: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온보딩된 각 Microsoft Azure 포드에 대한 고객 구독에 
두 개의 파일 공유를 프로비저닝합니다.

n 스테이징은 가져와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스테이징되는 위치이며, 최종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
션 패키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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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달은 최종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전달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환경이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용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에 나

열된 모든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방화벽을 통해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주소의 허용 목록에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스토리지 계정 네트워크 보안 설정이 포함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방화벽] 섹
션에서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추가하기 위한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n 가져오려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JSON 및 VHD 파일은 cloudvolumes/packages 아래에 있는 
포드의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 있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 Storage 탐색기에서 해당하는 파일 공유로 
이동하여 이 파일 공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드용 스테이징 파일 공유를 식별하려면 설정 > 용량으
로 이동하고 포드 이름을 클릭한 다음, 파일 공유에 대한 값에 포인터를 놓습니다. 표시되는 도구 설명은 스테
이징 파일 공유를 포함합니다.

팁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JSON 및 VHD 파일은 다음과 유사합니다.

n 7Zip.json

n 7Zip.vhd

JSON 및 VHD 파일에 대해 독립형 캡처, App Volumes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의 출력, 다른 Horizon 

Cloud 포드의 파일 공유 등과 같은 여러 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파일 공유의 파일에 액세스하려면 Microsoft Azure Portal의 스토리지 계정 방화벽 규칙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인벤토리 >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App Volumes 탭이 표시됩니다.

2 새로 만들기 >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기본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위치 및 포드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결과
n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목록에 새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됩니다. 새 애
플리케이션을 보려면 페이지를 새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n 가져온 JSON 데이터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중요   스테이징 및 전송 파일 공유에서 직접 JSON 또는 VHD 파일을 삭제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항상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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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포드 열에 선택한 포드가 표시되고 해당 포드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추가 포드에 대
해 가져오기를 다시 수행하는 경우(가져와야 하는 각 포드에 VHD 및 JSON 파일을 복사/전송한 후) 애플리
케이션을 여러 포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열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포드 수가 표시
됩니다. 해당 번호에 포인터를 놓으면 포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포드에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수동 복제
여러 포드가 있는 경우 한 포드에서 다른 포드로 캡처되거나 가져온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복제하려면 다음 단계
를 수행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복제할 캡처되거나 가져온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식별합니다.

절차
1 복제할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의 파일 이름을 가져옵니다.

a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인벤토리 >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엽니
다.

b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목록을 보려면 패키지 복제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c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파일 이름] 텍스트 상자에서 파일 이름을 복사하려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이
름을 클릭합니다.

2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나열된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파일(VHD 및 JSON)

을 cloudvolumes/packages 폴더의 소스 포드에 해당하는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서 복사합니다.

3 복사한 파일을 cloudvolumes/packages 폴더 아래의 대상 포드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 업로드합니다.

Horizon Cloud - 기존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에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추가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생성하여 기존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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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콘솔에서 인벤토리 >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App Volumes 탭이 표시됩니다.

2 새로 만들기 > 생성을 클릭합니다.

3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창의 정의아래에 표시된 값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애플리케이션 기존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설명 위에서 기존을 선택한 경우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패키지 패키지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선택 사항)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목록 아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요청 시 제공할지 아니면 다음 로그인 또는 시작 시 제공할지 선

택합니다.

n 주문형 - 사용자가 패키지 바로 가기를 클릭한 후에만 패키지를 전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 로그인 시 - 로그인 또는 시작 시 패키지를 전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5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창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용 데스크톱에 아래 표시된 값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위치 포드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포드 집합을 필터링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포드 이미지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포드 집합을 필터링할 포드를 선택합니다. 포드 드롭다
운 메뉴에 App Volumes가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된 
이미지가 하나 이상 있고, Unified Access Gateway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포드만 표시
됩니다.

이미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드롭다운 메뉴에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된 이미지
만 표시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캡처 프로세스를 처음 시작하면 시스템에서 캡처 데스크톱 VM이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할 준비가 될 때까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20분 동안 시스템은 캡처 프로세스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고, 캡처 데스
크톱 VM에 사용할 데스크톱 VM을 두 개 생성합니다. 시스템에서 기본 할당 및 VM을 생성하는 데 최대 20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n 시스템은 포드당 이미지별로 사용자마다 할당을 하나씩 생성합니다. 따라서 1개 또는 여러 개의 할당이 생
성될 수 있습니다.

n 첫 번째 캡처가 완료된 후에 두 번째 캡처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각 할당에 두 개의 데스크톱이 있습
니다.

n 이러한 할당은 appcaptureXXX 패턴에 따라 이름이 지정됩니다. 여기서 XXX는 임의로 생성된 번호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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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에 있는 테넌트의 구성에 따라, 그리고 해당 구성을 반영하는 콘솔의 동적 특성으
로 인해 할당에 대한 콘솔 왼쪽 탐색 영역에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레이블 조합(예: 할당 > VDI 데스
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또는 할당 >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또는 해당 줄과 함께 일부 조합)이 
표시됩니다. 콘솔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이블이 있는 경로 유형에 대해 이러한 할당이 나열됩니다.

n 패키징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이러한 할당을 삭제해야 합니다.

n 가까운 장래에 추가 캡처를 수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이 환경에 존재하지 않도록, 이러한 할당
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삭제하면 다음에 캡처를 수행할 때 새로 생성하는 데 최대 20분이 걸
릴 수 있습니다.

참고   캡처에 실패하는 경우 모니터 > 알림을 확인하여 보고된 모든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목록에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 항목에 대한 [상
태] 필드를 가리키면 캡처 VM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상태가 Desktop ready for application capture
인 경우 캡처 데스크톱 VM에 로그인하고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작하는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캡처 VM의 애플리케이션 캡처를 준비하는 6시간 이내에 아래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캡처 VM을 애플리케이션 캡처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6시간 이내에 아
래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경고를 표시한 후 30분 후에 캡처 프로세스를 취소하
고 캡처 VM을 종료하여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상태를 Error로 변경합니다. Error 상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제거하고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 > 생성을 클릭하여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7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8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선택하고 캡처 시작을 클릭합니다.

새 브라우저 탭에는 Horizon HTML Access(Blast) 로그인 양식이 열립니다.

9 이 절차를 시작하면서 콘솔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 자격 증명과 동일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10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에서 캡처 데스크톱 VM을 시작합니다.

참고   UAC(사용자 액세스 제어) 프롬프트를 방지하려면 캡처 VM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 사용자 이름에 로
컬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Windows 바탕 화면에 패키징 중... 메시지를 포함하는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
자가 표시됩니다.

중요   이 대화상자는 닫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완
료할 때까지 옆으로 밀어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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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패키징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설치합니다.

참고   캡처 세션 별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만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설치하고 캡처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콘솔의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표시되
면 새 패키지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 기존 App Volumes 애플리케이
션에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추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2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한 
후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창이 나타납니다.

설치를 완료하시겠습니까? 메시지를 포함하는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자가 표시
됩니다.

13 예를 클릭합니다.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완료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14 이름 및 버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추가합니다.

15 완료를 클릭합니다.

VM을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6 확인을 클릭하고 VM을 재부팅하도록 합니다.

캡처 데스크톱 VM이 재부팅되면 HTML Access 클라이언트 세션에 연결 끊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7 캡처 데스크톱 VM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패키지 성공을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표시합
니다.

18 캡처 데스크톱 VM에서 로그아웃합니다.

결과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Application capture in progress 상태로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상태가 Success로 변경됩니다.

Horizon Cloud -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관리
Horizon Universal Console 내의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애
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추가 및 제거하고 기타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편집하기 전에 Microsoft Azure의 모든 포드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
다.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은 테넌트 수준 리소스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모든 포드에 전파됩니다. 포드가 
비정상이면 이 동작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이 오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를 보려면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App 

Volumes 탭으로 이동한 후 애플리케이션 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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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애플리케이션에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추가 1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추가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설명은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로 미리 채워집니다.

2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창의 정의아래에 표시된 값을 입력합니
다.

n 패키지 - 패키지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n 설명 - (선택 사항)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목록 아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요청 시 제공할지 
아니면 다음 로그인 또는 시작 시 제공할지 선택합니다.

n 주문형 - 사용자가 패키지 바로 가기를 클릭한 후에만 패키지
를 전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 로그인 시 - 로그인 또는 시작 시 패키지를 전달하려면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값입니다.

4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창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용 데스크톱에 
아래 표시된 값을 입력합니다.

n 위치 - 포드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포드 집합을 필터링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n 포드 - 이미지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포드 집합을 필터링
할 포드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 App Volumes가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된 
이미지가 하나 이상 있고, Unified Access Gateway를 사
용하도록 설정한 포드만 표시됩니다.

n 이미지 -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된 이미지만 표시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의 목록에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의 수명주기 상태 변경 패키지를 생성하면 상태가 New로 설정되고, 패키지에 대한 애플리케
이션 캡처가 끝나면 상태가 Packaged로 변경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의 인벤토리를 추적하는 데 도움
이 되도록 상태를 Tested, Published 또는 Retired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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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합니다. 상태가 New인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있는 경우 이 패키지에 포함할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1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선택하고 캡처 시작을 클릭합니다.

새 브라우저 탭에는 Horizon HTML Access(Blast) 로그인 양
식이 열립니다.

2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
일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에서 캡처 데스크톱 VM을 
시작합니다.

4 콘솔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Windows 10 또는 11 운영 체제에 로그인합니다.

Windows 10 또는 11 바탕 화면에 패키징 중... 메시지를 포함하
는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자가 표시
됩니다.

중요   이 대화상자는 닫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 옆으로 
밀어 놓으십시오.

5 패키징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설치합니
다.

참고   캡처 세션 별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만 캡처하는 것이 좋습
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설치하고 캡처 프로세스를 완료합니
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콘솔의 애플리
케이션 페이지에 표시되면 새 패키지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캡
처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 기존 App Volumes 애플
리케이션에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추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6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자에서 확인
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한 후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창이 나타납니다.

설치를 완료하시겠습니까? 메시지를 포함하는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진행 중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7 예를 클릭합니다.

VMware App Volumes - 패키지 완료 대화상자가 표시됩니
다.

8 이름 및 버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추가합
니다. 이름에 표시되는 값은 콘솔의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표시
됩니다.

9 완료를 클릭합니다.

VM을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0 확인을 클릭하고 VM을 재부팅하도록 합니다.

캡처 데스크톱 VM이 재부팅되면 HTML Access 클라이언트 세
션에 연결 끊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1 캡처 데스크톱 VM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패키지 성공을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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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12 캡처 데스크톱 VM에서 로그아웃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새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Application capture in progress 상태로 표시됩니다. 애플리
케이션 패키지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상태가 Success로 변경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이동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패키지를 이동할 수 있
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유사한 패키지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이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당이 있는 패키지를 이동하면 해
당 할당도 이동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됩
니다.

참고  
n 패키지를 이동할 때 데스크톱 연결을 패키지에서 실제로 인식하

는 데 최대 3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포드에
서 패키지가 인식될 때까지 데스크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신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n 단일 할당에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1개의 패키지만 지
원됩니다.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할당 내의 다른 애플리케
이션으로 패키지를 이동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하고 이동한 패키
지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동하려는 패키지에 CURRENT 마커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패키지
를 이동하기 전에 마커를 설정 해제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서 마커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에 나오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 > 이동을 선택합니다.

2 드롭다운 목록에서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동한 애플리케이션에 할당이 있는지 여부, 애플리케이션에 마
커가 있는지 여부 및 이동이 성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동일한 페이지인 [소스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맨 위에 성공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n [대상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이동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가 나타납니다. 또한 패키지에 하나 이상의 할당이 있는 경우 
이동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동이 성공하면 할당 업데이트에 대한 다른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이동이 실패하면 다음에 수행할 작업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 패키지에 하나 이상의 할당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 각 할당
의 할당 페이지에서 이동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새 애플
리케이션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마커 추가 마커를 추가하려면 마커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마커를 선택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추가하는 모든 마커는 할당 생성 프로
세스 동안 해당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와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App Volumes 할당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서 마커 제거 마커를 제거하거나 설정 취소하려면 마커를 클릭하고 제거하려는 마
커에 대해 설정 해제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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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설명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편집 1 ... > 편집을 클릭합니다.

2 필요에 따라 이름과 설명을 변경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목록 아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요청 시 제공할지 
아니면 다음 로그인 또는 시작 시 제공할지 선택합니다.

n 주문형 - 사용자가 패키지 바로 가기를 클릭한 후에만 패키지
를 전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 로그인 시 - 로그인 또는 시작 시 패키지를 전달하려면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기본값입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 > 편집을 클릭하고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제거합니다. ... > 제거를 클릭합니다.

참고   할당에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이미지 업데이트 ... >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변경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Horizon Cloud - App Volumes 할당 생성
콘솔의 [할당] 메뉴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에 대한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해야 합니다. Microsoft Windows 

10 및 Windows 11 운영 체제의 처리 요구 때문에 이 할당에는 최소 2개의 vCPU와 4GB RAM을 제공하는 
VMware 권장 데스크톱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콘솔에서 할당을 클릭하고 App Volumes 또는 VDI를 포함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기본 [할당]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 > App Volumes를 클릭합니다.

3 마법사의 정의 단계에서 아래에 표시된 값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할당 이름 새 할당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선택 사항) 할당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마법사의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n 표시된 애플리케이션을 필터링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열의 머리글에서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터 값을 
입력합니다.

n 선택한 애플리케이션만 표시하려면 목록 오른쪽 상단에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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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려면 먼저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패키지 열에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마커(예: Current) 또는 패키지의 실제 이름(예: 메모장 ++ v7.7.1)을 기준으로 패키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캡처된 OS 제품군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할당되는 VDI 

데스크톱에 대해 동일한 OS 제품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사용자 단계에서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사용자 및 그룹을 검색하고 이 할당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마법사의 요약 단계에서 표시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결과
새 할당이 할당 페이지의 목록에 나타납니다.

참고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
인 경우 구성 변경 내용이 온라인 포드에만 전파되며 할당은 보류 중 상태를 표시합니다. 할당의 요약 페이지로 이
동하여 할당이 완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각 포드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포드가 다시 온라인 상
태가 되면 구성 변경 내용이 해당 포드로 전파되고 할당은 완료 상태가 됩니다.

문제 포드가 35분 넘게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하면 할당은 오류 상태로 지연됩니다. 할당을 완료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먼저 모든 문제 포드가 온라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할당을 다시 편집하고 
구성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Horizon Cloud의 App Volumes에 대한 알려진 제한 사항
이 항목에서는 Horizon Cloud의 App Volumes 기능에 대한 알려진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n [할당] 페이지에서 App Volumes 할당을 삭제하는 경우(할당 >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또는 할당 > 

RDSH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 > 애플리케이션 > 새로 만들기 > 생성을 사용하여 새 애플리케
이션 패키지를 생성하려면 먼저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새로 만들기’ 단계의 
기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삭제해야 합니다.

n 한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는 다른 포드에 자동으로 복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포드에 수동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지침은 Horizon Cloud - 기존 애플리케이
션 패키지를 가져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톱이 가상화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에 대한 App Volumes 오류를 표시할 때
플로팅 VDI 데스크톱은 App Volumes Agent가 설치된 다중 포드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며, App Volumes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된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면 "가상화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됨" 

문장이 포함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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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플로팅 VDI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면 "연결 오류. App Volumes Manager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가 사용
하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또는 "Manager의 오류(오류 코드: 400) 가상화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
다." 줄을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되는 App Volumes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은 현재 이러한 Horizon Cloud 포드에서 App Volumes와 사용할 수 없으
므로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인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발생합니다.

n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여러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가 있습니다.

n 플로팅 VDI 데스크톱은 콘솔의 인벤토리 > 이미지 - 다중 포드 페이지의 게시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다중 포드 
이미지로 생성되었습니다.

n 게시 워크플로에서 Horizon Agent 설치 토글이 해제되었습니다. 즉, 게시 워크플로 중에 이미지 관리 서비
스가 에이전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옵션이 선택 취소되었습니다.

1세대 Horizon Cloud Service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포드에 고유한 App Volumes Manager IP 주소가 있습니
다.

다중 포드 이미지의 게시 워크플로에서 복사본이 각 대상 포드에 게시됩니다.

다중 포드 이미지의 각 포드 복사본은 해당 포드에 대한 특정 App Volumes Manager IP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각 복사본이 연결된 포드의 App Volumes Manager IP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는 IMS(이미지 관리 서비스)가 
Horizon Agent를 설치할 때입니다.

게시 워크플로에 대해 Horizon Agent 설치 토글이 켜져 있는 경우에만 IMS는 포드의 특정 App Volumes 

Manager IP를 사용하여 각 복사본을 구성하기 위해 설계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게시 워크플로에서 Horizon Agent 설치 토글이 꺼져 있으면 IMS는 해당 작업을 건너뛰며, 모든 복사본은 해당 
포드와 관련된 개별 IP가 아닌 동일한 App Volumes Manager IP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IMS가 게시 워크플로의 일부로 에이전트 설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게
시 워크플로에서 Horizon Agent 설치 토글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이 문제는 다중 포드 이미지로 이동 작업을 사용하여 게시된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에는 가져온 이미지를 콘솔의 영향 있는 VM 페이지에서 이미지 - 다중 포드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첫 번째 이미지 
버전을 게시하고 데스크톱 할당에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다중 포드 이미지로 이동 작업의 사용 사례에서 
콘솔은 가져온 VM 이미지에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Horizon Agent 설치 토글을 사용할 수 있
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해결하려면 아래의 첫 번째 솔루션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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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기존 데스크톱 및 게시된 다중 포드 이미지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 먼저 복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새 버전으로 복제합니다.

2 그런 다음, 해당 이미지 버전을 게시하고 게시 워크플로에서 Horizon Agent 설치 옵션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그런 다음, 새 이미지 버전을 사용하도록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을 업데이트합니다.

새 이미지에서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콘솔의 이미지 - 다중 포드 페이지에서 항상 이미지 가져오기 워크플로를 사용하고, Horizon Agent 설치를 
켠 상태로 표준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게시합니다.

원격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
된 RDSH 팜에서 가져오기
Horizon Cloud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RDSH 애플리케이션 팜에서 가져와 사용자 할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 콘솔의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여러 애플리케이션 팜이 있고 애
플리케이션마다 팜이 다른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위해 인벤토리에 포함하려는 애플리케이션 집합이 있
는 각 팜에 대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인벤토리에 가져올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n 팜에서 자동 검색 —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팜의 기반이 되는 VM의 Windows 운영 체제를 검색하고 자동
으로 가져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합니다. 선택 및 확인을 위해 해당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표시됩니다.

n 팜에서 수동으로 — 모범 사례는 시스템이 팜 VM의 Windows 운영 체제를 검색하는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지만 명령 프롬프트에서 호출되거나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자동으로 감지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
션을 추가하는 경우를 비롯한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는 수동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한 번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정확한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팁   콘솔의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원격] 탭이 표시되면 [원격] 탭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콘솔은 동적이
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를 반영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가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는 App Volumes 및 원격이라는 두 
개의 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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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1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시스템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올 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n 팜에서 자동 검색
n 팜에서 수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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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따릅니다.

옵션 설명
팜에서 자동 검색 이 방법을 선택하면 이 방법에 대한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a 위치, 포드 및 애플리케이션 팜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
니다.

b 시스템은 선택한 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한 다음 선택할 수 있게 표시합니다. 시
스템은 팜의 RDSH VM에 사용되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시스템의 자동 검색 프
로세스가 찾은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합니다.

c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에 추가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d 필요한 경우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구성 가능한 옵션 중 일부를 사용자 지정하
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 요약을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팜에서 수동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면 가져올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기 위한 세부 정보를 지정하는 창이 열
립니다.

a 다음과 같은 키 속성을 지정합니다.

n 이름 — 인벤토리에 나열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이름을 제공하면 
콘솔에 표시되는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 표시 이름 — Horizon Client 또는 Workspace ONE의 경우처럼 최종 사용자
가 클라이언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시작할 때 표시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n 위치 — 포드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되는 포드 집합을 필터링할 위치를 선택합니
다. 선택한 위치에 연결된 포드만 다음 포드 목록에 표시됩니다.

n 포드 — 팜 목록에 표시되는 팜 집합을 필터링할 포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포드 
프로비저닝된 팜만 다음 팜 목록에 표시됩니다.

n 팜 —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는 RDSH VM이 있는 팜을 선택합니다.

n 애플리케이션 경로 — RDSH VM의 운영 체제에서 애플리케이션 경로를 지정합
니다.

n 아이콘 파일 —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으로 사용할 PNG 파일(32 x 32픽셀)을 
선택적으로 업로드합니다.

b [고급 속성] 섹션에서 이러한 옵션 설정을 지정합니다.

n 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 예를 선택하여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 
경로를 검증하도록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경로의 팜 VM에 없는 경우 시
스템이 애플리케이션을 찾지 않도록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
션이 VM의 로컬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으면 시스템이 해당 위치에서 애플리케
이션을 찾지 않도록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n 버전 —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번호
n 게시자 — 애플리케이션 게시자
n 시작 폴더 — RDSH VM의 Windows 운영 체제에서의 위치를 지정하여 원격 애

플리케이션이 이를 시작 폴더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 경로에 자체 시작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LNK 파일을 지정하
는 경우 여기에서 지정한 위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n 매개 변수 —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사용할 명령줄 매개 변수를 지정합
니다.

c 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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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스템은 인벤토리의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다른 팜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오려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원격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
된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
Horizon Cloud에서 최종 사용자가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있는 RDSH 팜에서 프로비저닝된 원격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생성합니다. 이 릴리스에서 원
격 애플리케이션은 Microsoft Azure의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애플리케이션 팜에서 시작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려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인벤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시에 대해서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서 프로비저닝된 RDSH 팜에서 가져오기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1 관리 콘솔에서 할당을 클릭하고 Microsoft Azure의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RDSH 기반 애플리케이션(원격 

애플리케이션라고도 함) 할당을 생성하기 위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팁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다. 콘
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그룹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
형, 테넌트의 지역별 클라우드부 및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해당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새 할당 시작]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마법사의 [정의] 단계에서 위치와 포드를 선택하고 이 할당에 대한 이름을 제공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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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Horizon Cloud 포드의 팜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카탈
로그로 가져온 모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할당 내에 있는 동일한 포드에 여러 다른 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사용자] 단계에서 이 할당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을 검색한 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요약] 단계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결과
할당이 생성되고 [할당] 페이지에 나열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를 기준으로 하는 테넌트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 문서에서는 테넌트 포드 그룹에 있는 Horizon Cloud 포드의 리소스를 사용하여 테넌트에서 생성할 수 있는 데
스크톱 할당의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할당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개념 엔티티입니다. 이 콘솔
을 사용할 때 데스크톱 할당은 최종 사용자 가상 데스크톱의 풀을 정의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이러한 유형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제공하는 Horizon Cloud 포드
세션 데스크톱 할당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여러 사용자 간에 RDS(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데스크톱 환경이 공유됩니다. 이러
한 데스크톱은 포드의 RDSH 팜에서 실행되는 RDSH 지원 VM에 세션 기반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RDSH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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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기 전에 게시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생성된 하나 이상의 데스크톱 팜이 있어야 합니
다. Horizon Cloud 포드 - 팜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각 가상 데스크톱이 특정 사용자에게 매핑됩니다. 각각의 매핑된 사용자는 로
그인할 때마다 동일한 데스크톱으로 돌아갑니다. 특정 전용 VDI 데스크톱이 특정 사용자에게 매핑된 경우 해
당 데스크톱이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특정 전용 VDI 

데스크톱이 특정 사용자에게 매핑됩니다.

n 관리자가 할당 작업을 사용하여 특정 데스크톱을 특정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할당합니다.

n 사용자에게 할당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고([사용자] 탭에서) 할당의 데스크톱을 처음으로 실행합니
다. 이때 해당 사용자가 해당 할당에서 정의된 모든 전용 VDI 데스크톱 집합에서 전용 VDI 데스크톱을 할
당했습니다. 사용자가 이 방식으로 전용 VDI 데스크톱을 할당한 경우 시스템에서 특정 데스크톱을 특정 
사용자에게 매핑하고 전용 VDI 데스크톱이 할당됨 상태가 됩니다.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데스크톱의 할당
을 취소하거나(할당 취소 작업 사용) 해당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계정이 할당의 사용 권한이 부여
된 사용자 집합에서 제거될 때까지 특정 전용 VDI 데스크톱이 할당됨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용 할당을 사용하려면 데스크톱과 사용자 간에 일대일 관계가 필요하며 전체 사용자 수에 따라 규모를 조정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의 사용자가 백 명이면 백 개의 데스크톱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용 데스크
톱 할당의 기본 용도는 각 사용자에 대한 데스크톱 가상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이 세션 간에 동일하게 유지되도
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라이센스를 얻으려면 이러한 할당이 필요합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 이름을 지닌 다른 가상 시스템
을 할당받습니다.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을 사용하면 교대 근무를 하는 사용자가 사용할 데스크톱을 생성할 수 
있으며,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명의 사용자가 한 번에 100

명씩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데스크톱 100대의 할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서는 
데스크톱 세션마다 다른 호스트 이름이 사용자에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전용 및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중에서 결정할 경우,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보다 좀 더 유연한 풀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각 사용자에게 가상 시스템 리소스를 전담으로 설정하지 않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이 더 나은 방법
입니다. 결과적으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은 일반적으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보다 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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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려면 시스템이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에 대해 기본 구성된 운영 체제로 사용하는 게시 상
태의 하나 이상의 이미지 VM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세션 기반 데스크톱과 플로팅 VDI 데스크톱은 사용자 데이터, 설정 또는 프로파일의 지속성을 제공하지 않
습니다. 사용자가 플로팅 VDI 데스크톱에서 로그오프 하는 경우 해당 플로팅 VDI 데스크톱은 해당 사용자가 로그
인하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재설정됩니다.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설정하고 환경에 대해 
구성하여 사용자 데이터, 설정 및 프로파일의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사
를 사용하여 생성된 이미지에는 기본적으로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지속성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n Http://www.vmware.com/content/dam/digitalmarketing/vmware/en/pdf/techpaper/vmware-

user-environment-manager-deployment-considerations.pdf의의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 배포 고려 사항" 문서 이전 이름은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입니다.

n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제품 설명서입니다.

이러한 데스크톱 할당 생성 정보
데스크톱 할당 생성 워크플로는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테넌트의 현재 브로커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구성을 보려면 콘솔에서 설정 > 브로커로 이동합니다.

[브로커] 페이지에 Universal Broker가 표시됩니다.

VDI 데스크톱의 경우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
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에 설명된 워크플로를 따릅니다.

세션 기반 데스크톱의 경우 Horizon Cloud 포드 - RDS 기반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
게 RDS 호스트의 데스크톱 세션 제공에 설명된 워크플로를 따릅니다.

[브로커] 페이지에 단일 포드 브로커가 표시됩니다.

VDI 데스크톱의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및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에 설명된 워크플로를 따릅니
다.

세션 기반 데스크톱의 경우 Horizon Cloud 포드 - RDS 기반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
게 RDS 호스트의 데스크톱 세션 제공에 설명된 워크플로를 따릅니다.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를 사용하여 Carbon Black 
Cloud 배포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VDI 데스크톱 할당 및 팜과 함께 VMware Carbon Black 

Cloud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기술 자료 문서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와의 Carbon Black 상호 운용성(8125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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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포드 - RDS 기반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
게 RDS 호스트의 데스크톱 세션 제공
Horizon Cloud에서 세션 데스크톱 할당이라고 하는 항목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가 다중 세션 운영 체제에 액세
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한 후 지정된 최종 사용자는 팜의 RDS 호스트에 있는 데스크톱 
세션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팜 호스트는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를 실행하거나 Windows 10 또는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VM일 수 있
습니다.

Horizon Cloud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일반 정보를 보려면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를 기준
으로 하는 테넌트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온 프레미스 제품에 익숙한 사용
자는 해당 제품 설명서에서 이 유형의 세션 데스크톱을 게시된 데스크톱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일부 배포에서는 포드를 포함하는 할당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브로커 구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가 콘솔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n [팜] 페이지에는 하나 이상의 원격 데스크톱 유형 팜이 나열되고 해당 팜은 세션 데스크톱에 사용하려는 게시
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격 데스크톱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팜만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n 팜이 아직 할당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격 데스크톱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팜은 둘 이상의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는 팜이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세
션 기반 데스크톱 할당이 나열된 콘솔 페이지에서 팜 열을 검토합니다. 사용하려는 팜이 나열되어 있으면 이미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새 팜을 생성해야 합니다.

절차
1 RDSH 데스크톱 할당이 생성된 할당 관련 콘솔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워크플로를 시작

합니다.

팁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다. 콘
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그룹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
형, 테넌트의 지역별 클라우드부 및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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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된 화면에서 데스크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데스크톱 할당] 창에서 첫 번째 마법사 단계가 열립니다.

3 세션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옵션 설명
위치 세션 데스크톱을 제공할 포드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포드 포드를 선택합니다.

팁   선택할 포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위치 목록에 포드를 제외한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위치 필드는 포드 목록에 적용되어 선택한 위치에 연결되지 않은 포드를 필터
링합니다. 이전에 특정 위치에 있던 포드를 삭제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표시된 위치
에 더 이상 포드가 없는 경우 포드 목록에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치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화면이 열리면 알파벳으로 맨 처음에 있는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더 이상 연결된 포드가 없는 위치는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팜 데스크톱 세션의 소스에 대해 원하는 호스트 VM이 있는 팜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포드에 있고 아직 기존 세션 데스크톱 할당에 포함되지 않은 팜만 선택할 수 있습
니다.

할당 이름 이 할당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할당된 데스크톱에 액세스하기 위해 이
동할 때 이 이름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ient를 실행하여 할
당된 데스크톱으로 이동하면 이 이름이 Horizon Client에 표시됩니다.

이름은 문자, 하이픈 및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공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영문
자가 아닌 문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5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검색하고, 이 할당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세션에 액세

스하려는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6 구성을 검토하고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결과
선택한 사용자에게 세션 데스크톱을 제공하도록 팜의 VM을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할당이 나열된 페이
지에서 상태 열에 현재 진행률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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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
성
Horizon Cloud에서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가상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할당] 영역을 사용하여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가 Microsoft Azure 포드와의 단일 포드 유형의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단계에 
따라 단일 포드에서 가상 데스크톱을 브로커링하는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참고   테넌트가 Microsoft Azure 포드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여기서 이러한 단계
를 수행하는 대신, 동일한 할당 내 여러 포드에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이라는 기능
을 구성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중 클라우
드 할당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일반 정보를 보려면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를 기준으로 하는 테넌트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플로팅 VDI 데스크톱을 할당합니다. 다른 유형의 데스크톱을 할당하려면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를 기준으로 하는 테넌트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나열
된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n 일부 배포에서는 포드를 포함하는 할당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브로커 구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가 콘솔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n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에 하나 이상의 게시된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이미
지가 없으면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려면 이미지 페이지로 이동한 후 적절한 이미지
가 나열되는지 검토합니다. 게시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n 데스크톱에 암호화된 디스크가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디스크 암
호화를 지정해야 합니다. 할당이 생성된 후에 나중에 디스크 암호화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 기능의 설
명은 Horizon Cloud 환경에서 팜 및 VDI 데스크톱에 Microsoft Azure 디스크 암호화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중요   이 릴리스에서는 연결된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이미지 VM을 사용하는 플로팅 VDI 할당에 대한 디스크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할당에서 사용하려는 이미지에 데이터 디스크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n 데스크톱 VM에서 NSX Cloud 기능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NSX 

Cloud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할당을 생성한 후에는 나중에 NSX Cloud 관리에 대한 할당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할당에 대해 선택하는 게시된 이미지에는 NSX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이미지를 게시하기 전에 NSX 에이전트를 설치한 상태여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NSX Cloud 기능과 디스크 암호화를 모두 사용하려면 이미지의 설치된 NSX 에이전트가 최신 에이전
트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이전 버전의 NSX 에이전트에서 디스크 암호화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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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할당 데스크톱의 VM을 포드 기본 VM 서브넷(테넌트 서브넷이라고도 함)과는 다른 VM 서브넷에 연결하도
록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포드에서 매니페스트 2298 이상을 실행 중이고 추가 VM 서브넷을 추가하도록 포
드를 편집한 경우 이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해당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의 경
우 사용하려는 VM 서브넷이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네트워킹 섹션에 Ready 상태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브넷을 워크플로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 및 VDI 할당에 대한 
Horizon Cloud 포드에서 여러 테넌트 서브넷 사용 개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할당 관련 콘솔 페이지로 이동하여 VDI 데스크톱 할당이 생성된 페이지를 찾은 후 새 할당 워크플로를 시작합

니다.

팁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다. 콘
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그룹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
형, 테넌트의 지역별 클라우드부 및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새 할당 시작] 화면에서 데스크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데스크톱 할당] 창에서 첫 번째 마법사 단계가 열립니다.

3 플로팅을 선택합니다.

4 [정의] 단계의 선택을 완료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모든 항목을 보려면 스크롤 막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위치 데스크톱을 제공할 포드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포드 포드를 선택합니다.

팁   선택할 포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위치 목록에 포드를 제외한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위치 필드는 포드 목록에 적용되어 선택한 위치에 연결되지 않은 포드를 필터
링합니다. 이전에 특정 위치에 있던 포드를 삭제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표시된 위치
에 더 이상 포드가 없는 경우 포드 목록에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치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화면이 열리면 알파벳으로 맨 처음에 있는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더 이상 연결된 포드가 없는 위치는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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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VM 서브넷 지정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할당 데스크톱의 VM이 연결될 하나 이상의 특정 서브넷

을 선택합니다.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표시된 목록에서 특정 서브넷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면 할당의 데스크톱 VM이 기본적으로 포드 기본 VM 서브넷에 연결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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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모델 필터링 모델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어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필터를 설정합

니다. 유형, 시리즈, CPU 수, 메모리 및 태그를 기준으로 모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
델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의 옵
션을 설명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팜 및 할당의 VM 유형 및 크기 관리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필터를 설정하려면 먼저 드롭다운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태그’이고 값이 'VMware 권장'인 단일 필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필터를 편집하고 And 및 Or 연산자로 연결하여 필터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각각에 입력할 수 있는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이 옵션을 선택하면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는 기본적으로 GPU 및 고성능 - GPU가 있
는 모델이 됩니다.

참고   GPU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되는 이미지 목록은 선택한 GPU 플래그를 사
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GPU 모델을 사용하여 팜 또는 풀 생성에 
이러한 이미지가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비 GPU 모델을 선택하면 표시되는 이미지 목
록에 GPU 포함 플래그 없이 생성된 이미지만 포함됩니다.

시리즈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델의 시리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목록 맨 위의 필터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 목록을 필터링할 수도 있
습니다.

CPU

이 옵션을 선택하면 CPU 범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   운영 환경에서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를 방지하려면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VM 모델을 사용합니다.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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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이 옵션을 선택하면 메모리 범위를 GB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태그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맨 위의 필터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 목록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드
롭다운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태그는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에서 생성한 하드 코딩된 시스템 태그 및 사용자 지정 태그입니다.

각 필터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추가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b 이전 필터와 생성하려는 새 필터 사이에 사용할 연산자로 And 또는 Or를 선택합니
다.

c 조건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하여 새 필터를 설정합니다.

모델 데스크톱 인스턴스에 사용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데스크톱 인스턴스를 만
들 때 사용되는 기본 리소스의 집합이 용량(계산, 스토리지 등) 측면에서 정의됩니다. 사용 
가능한 선택 항목이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VM 크기에 매핑됩니다.

중요   운영 환경에서는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합니다. VMware 확장 
테스트를 통해 2개 이상의 CPU를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를 방지한
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단일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델은 테스트 또는 개념 증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디스크 유형 사용 가능한 옵션에서 지원되는 디스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유형 옵션은 선택한 모
델과 Azure 구독 및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디
스크 유형입니다.

n 표준 HDD - 기본 디스크 유형
n 표준 SSD

n 프리미엄 SSD - 프리미엄 IO를 지원하는 모델을 선택한 경우에만 옵션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경우 할당을 생성한 후에 선택 항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 이 할당의 VM에 대한 OS 디스크 크기(GB)를 입력합니다.

n 기본값은 기본 이미지 OS 디스크 크기(일반적으로 128GB)입니다.

n 크기를 편집하는 경우 입력하는 값은 기본 이미지 OS 디스크 크기보다 커야 하며, 선
택한 모델에서 지원하는 최대 크기(일반적으로 1024G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n 원할 경우 나중에 이 값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디스크 크기를 편집하는 경우 VM이 예상대로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수행해
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디스크 크기가 
증가한 경우 필요한 관리자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환경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가입 데스크톱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도메인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예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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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디스크 암호화 데스크톱 인스턴스에 암호화된 디스크가 포함되도록 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중요  
n 디스크 암호화를 원할 경우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

다. 할당이 생성된 후에 나중에 디스크 암호화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n NSX Cloud 기능과 디스크 암호화를 모두 사용하려면 이미지의 설치된 NSX 에이전
트가 최신 에이전트 버전이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NSX 에이전트에서 디스크 암호
화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NSX Cloud 관리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턴스에서 NSX Cloud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선택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데스크톱에서 NSX Cloud 기능 사용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및 해당 하위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n 데스크톱 인스턴스에서 NSX Cloud를 사용하려는 경우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당을 생성한 후에는 나중에 NSX Cloud 관리를 사
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n NSX Cloud 관리 기능이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턴스에 작동하려면 이 할당에 대해 선
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토글을 예로 설정
할 경우 이미지에서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시스템은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선택한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있는
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n NSX Cloud 기능과 디스크 암호화를 모두 사용하려면 이미지의 설치된 NSX 에이전
트가 최신 에이전트 버전이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NSX 에이전트에서 디스크 암호
화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포드에서 VDI 데스크톱에 적합한 게시된 이미지만 여기에 나열됩니다. 봉인된 이
미지 또는 할당 가능한 이미지라고도 하는 게시된 이미지는 기본 또는 골든 이미지를 데스
크톱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게시되는 이미지입니다.

중요  
n 디스크 암호화를 예로 설정한 경우 여기에서 선택한 이미지에 연결된 데이터 디스크

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릴리스에서는 플로팅 VDI 할당을 위해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VM의 디스크 암호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n NSX Cloud 관리 토글을 예로 설정할 경우 여기에서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
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SX Cloud 관리 기능이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
턴스에 작동하려면 이 할당에 대해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되
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선택한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할당 이름 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사용 권한이 있는 최종 사
용자는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이 할당 이름 형식을 볼 수 있
습니다.

이름은 문자, 하이픈 및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공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영문
자가 아닌 문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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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VM 이름 이 할당에서 생성된 데스크톱 VM에 대한 기본 이름입니다. 이 기본 이름에 숫자를 추가해

서 VM 이름으로 사용합니다(예: win10-1, win10-2 등).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문
자, 대시, 숫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이 할당에서 데스크톱에 액세스하기 
위해 이동할 때 최종 사용자에게 이 이름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ient를 실행하여 데스크톱 중 하나를 사용하면 이 이름이 Horizon Client에 표시됩니
다.

기본 프로토콜 최종 사용자 세션에서 사용할 기본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기본 프로토콜 대신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기본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가 기본 프로토
콜 선택을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이미지의 경우 RDP만 
지원됩니다.

기본 설정 클라이언트 유형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에서 데스크톱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기본 
설정 클라이언트 유형(예: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용 브라우저)을 선택합니
다.

참고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이미지의 경우 
Horizon Client만 지원됩니다.

최소 데스크톱 수
최대 데스크톱 수

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원하는 최소 데스크톱 수 및 최대 데스크톱 수를 지정합
니다. 할당이 처음 생성될 때 시스템은 최대 데스크톱 수 필드에 지정된 수만큼 데스크톱을 
배포한 다음 최소 데스크톱 수에 지정된 수만큼을 제외하고 데스크톱의 전원을 끕니다.

최소 수의 데스크톱 인스턴스만 처음에 전원이 켜집니다. 최종 사용자 요구가 늘어나면 시
스템은 최대 데스크톱 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데스크톱의 전원을 켭니다. 그런 다음 최종 
사용자 요구가 줄어들면 시스템은 최소 데스크톱 수에 도달할 때까지 데스크톱의 전원을 
끕니다. 시스템에서 전원을 끄기 전에 데스크톱에 로그인된 사용자 세션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최소 데스크톱 수를 0으로 지정하는 경우 데스크톱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요구가 없어지
면 시스템이 모든 할당의 데스크톱 전원을 끕니다.

전원 끄기 보호 시간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을 자동으로 끄기 전에 시스템이 대기할 시간(분)을 지정합니다. 1에
서 60 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30분입니다.

이 보호 시간은 시스템이 데스크톱 VM 전원을 자동으로 끄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 전원 끄기 보호 시간 설정을 사용하여 VM 전원을 끄기 전에 지정된 시간을 대기하도록 
하여 전원 관리 필드에 지정된 임계값 설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구성된 스케줄
에 맞게 VM의 전원을 끄기 전에 전원 끄기 보호 시간에 지정된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본 
대기 시간은 30분입니다.

Windows 라이센스 질문 마법사는 이미지에 있으며, 데스크톱 VM에 포함될 예정인 Microsoft Windows 운영 체
제를 사용하기 위한 적격 라이센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화면의 지침
을 따릅니다.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의 경우 Horizon Cloud는 기본적으로 Windows 클라이언트 라이
센스 유형을 사용하도록 VDI 할당의 데스크톱 VM을 설정하며, 사용자는 해당 설정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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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고급 속성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컴퓨터 OU 데스크톱 VM이 배치될 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고유 이름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예: 

OU=RootOrgName,DC=DomainComponent,DC=eng)를 입력합니다. OU 및 중첩된 OU

의 각 경로에는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 및 공백 조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대 64자를 포
함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중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컴퓨터 OU가 CN=Computers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VM에 대한 기본 
Active Directory Computers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Active Directory에서 이러한 
기본 컨테이너가 조직 구성 단위 클래스 컨테이너로 리디렉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행 스크립트 (선택 사항) VM 생성 프로세스 이후 할당의 데스크톱 VM에서 실행하려는 스크립트의 위
치입니다.

참고   스크립트는 VM을 재부팅하기 위한 재부팅 단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동으로 다시 시작할 때까지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Windows 명령인 샘플 재부팅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shutdown /r /t 0

스크립트가 재부팅 단계로 끝나야 하는 이유는 스크립트가 sysprep 프로세스 후에 실행
되는 시퀀스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서 할당에 대한 데스크톱 VM을 생성하면 VM이 
Windows 운영 체제에서 부팅되고 sysprep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sysprep 프로세스
가 완료되면 데스크톱 VM의 에이전트가 도메인 가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에이
전트가 여기서 지정하는 스크립트 경로를 가져옵니다. 에이전트가 Windows RunOnce 경
로(System run once)를 설정한 다음 데스크톱 VM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에 다시 시
작할 때 시스템에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고 스
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스크립트에 지정된 대로 이후에 또 한 번 다시 시작되어야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데스크톱 VM이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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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세션 시간 초과 간격 이 시간 간격은 데스크톱에서 시스템이 강제로 로그오프되기 전에 최종 사용자의 세션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과는 기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
인한 세션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정한 시간은 최종 사용자의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에서 로그인한 세션을 통제하는 시간 초과 설정과 다릅니다.

경고   시스템이 기본 Windows 운영 체제 세션에서 강제로 로그오프될 때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유실됩니다. 의도치 않게 데이터를 유실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이 간격을 최종 
사용자의 비즈니스 필요성을 충족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십시오.

기본 간격은 1주(10080분)입니다.

참고   시간 초과 간격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자 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30초 이내에 확인
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로그오프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데스크톱에 표시됩니
다. 로그아웃되면 문서나 파일과 같은 저장되지 않은 모든 사용자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Azure 리소스 태그 (선택 사항) Azure 리소스 그룹에 적용할 사용자 지정 태그를 생성합니다. Azure 리소스 
태그는 리소스 그룹에만 적용되며 그룹의 리소스에 의해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태그를 생성하려면 이름 및 값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태그를 생성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다음 기존 이름 아래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름과 값 필드에 입력합니다.

n 최대 10개의 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 태그 이름은 512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스토리지 계정의 경우 
태그 이름은 128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n 태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 < > % & \ ? /

n 태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문자열: azure, windows, 

microsoft

할당이 생성된 후 더 많은 Azure 리소스 태그를 추가하고 해당 할당에 대한 태그를 편집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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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법사의 [관리] 단계에서 필드를 완료하고 선택 항목을 적절히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이미지 업데이트 동시 중지 데스크톱 수 설정은 할당의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동시에 중지될 수 있는 

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 VM 수를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하는 경
우, 시스템은 세션이 없는 VM에 대해 전원이 켜진 이 개수의 데스크톱 전원을 동시에 끕
니다.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에 세션이 있는 경우 세션이 종료될 때까지 시스템의 전원이 꺼
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원이 꺼진 데스크톱 VM 집합에 대해 시스템은 새 이미지를 해당 집합에 프로비저닝하
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서는 이 수가 이 할당에 대해 정의
된 최대 데스크톱 수의 하위 집합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원할 경우 여기에 최대 데스크톱 
수 설정과 동일한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새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할
당을 편집할 때 시스템에서 동시에 할당의 전원이 켜진 모든 데스크톱 전원을 끄도록 허용
합니다.

참고   이 설정은 전원이 꺼진 데스크톱 VM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이미지가 변경되면 시스템은 전원이 꺼진 해당 데스크톱 VM을 즉시 삭제하
고 새 이미지로 업데이트합니다.

전원 관리 이러한 전원 관리 설정은 사용량에 따라 시스템에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증가시키고 축소하는 임계값과 관련되어 있습니
다. 사용량이 상한보다 높게 증가하면 시스템은 새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전원을 자동으로 
켭니다. 사용량이 하한보다 낮게 줄어들면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에서 로그오프할 때 데
스크톱 VM을 종료하고 할당을 취소합니다.

전원 관리 선택 사항은 더 빠른 가용성과 용량 비용을 적절히 균형있게 제공합니다.

n 시스템에서 다음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전원을 더 빨리 켜도록 하려면 성능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사용자가 요구하기 전에 다음 데스크톱이 준비되도록 하므로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되지만 이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할당의 데스크톱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해당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데스크톱 전원이 이미 켜져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n 다음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전원을 켜기 전에 시스템이 최대한 오래 대기하도록 하려
면 전원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에서 다음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전원을 켜기 전
에 데스크톱의 할당 집합에 대한 점유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선택 사항은 기존 데스크
톱의 활용률을 더 높여 용량 비용을 최소화하지만, 이 설정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데
스크톱의 전원을 켜는 동안 대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새 사용자가 로그인하려고 할 
때 지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n 용량 비용 및 가용 상태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면 밸런스가 
조정됨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각 항목에 대한 낮은 임계값 및 높은 임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성능 최적화
n 낮은 임계값: 23%

n 높은 임계값: 50%

n 전원 최적화
n 낮은 임계값: 38%

n 높은 임계값: 80%

n 밸런스가 조정됨
n 낮은 임계값: 31%

n 높은 임계값: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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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시간 초과 처리 시스템에서 데스크톱 사용자 세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참고   이러한 설정으로 관리되는 사용자 세션은 데스크톱의 Windows 운영 체제로의 사
용자 로그인입니다. 이러한 세션은 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또는 
Workspace ONE의 사용자 로그인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톱의 Windows 운영 체제에 인증하면 사용자 세션이 시작됩니다.

n 연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 - 시스템이 연결 해제된 세션에서 사용자를 로그오프하는 
시기를 선택합니다.

n 최대 세션 수명 - 시스템이 단일 사용자 세션에 대해 허용하는 최대 시간(분)을 지정합
니다.

전원 관리 스케줄링 Microsoft Azure에서 데스크톱 VM의 용량을 절약하고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전원이 켜
진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최소 수를 조정하도록 선택적으로 스케줄을 주 단위로 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예:

n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 수를 0으로 또는 낮은 개수로 유지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
니다.

n 최종 사용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날짜나 특정 시간에는 이러한 요구
를 충족하기 위해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의 최소 개수를 늘리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
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최대 10개의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에 
겹치는 기간이 있지만 다른 최소 데스크톱 수를 지정하면, 시스템은 겹치는 기간 동안 최소 
데스크톱 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a + 아이콘을 클릭하여 [전원 관리 스케줄링] 섹션에서 첫 번째 행을 추가합니다.

b 첫 번째 스케줄을 식별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c 첫 번째 스케줄에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참고   행이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1일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 스케줄에 선택한 날
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선택한 해당 날짜를 선택 취소합니다.

d 지정된 날짜에 적용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n 모든 날짜의 모든 시간에 이 스케줄을 적용하려면 하루 종일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n 각 날짜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참고   암호화된 VM의 전원을 켜는 것이 암호화되지 않은 VM의 전원을 켜는 것
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디스크 암호화를 예로 설정했으며 암호화된 VM의 100%

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최종 사용자 연결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려면 여기에서 더 
이른 시작 시간을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암호화된 VM이 있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전원 관리를 스케줄링할 경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위치에 가장 가까운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표준 시간대에 따라, 적절한 일광 절약 시간이 자동으로 적
용됩니다.

참고   두 스케줄의 표준 시간대 설정이 동일하고 겹치는 시간이 있으면 경고가 표시됩
니다. 그러나 두 스케줄의 표준 시간대 설정이 다르고 두 스케줄이 겹치는 경우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종일 진행되는 두 개의 스케줄이 있고 하나에는 
유럽/런던 표준 시간대가 선택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에는 아메리카/토론로 선택되어 
있으면 겹침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f 최소 데스크톱 수 필드에 지정된 기간 동안 전원을 켜두려는 데스크톱의 최소 수를 입
력합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최종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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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이 개수의 데스크톱 전원이 켜집니다. 이 개수는 0부터 전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
당의 최대 데스크톱 수로 지정된 개수 사이의 값이어야 합니다. 이 개수가 0이고 스케
줄의 시작 시점에 활성 상태인 최종 사용자 세션이 없는 경우, 할당의 데스크톱 전원이 
꺼집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최종 사용자가 이후에 스케줄링된 기간 동안 이 할당의 
데스크톱에 연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기본 데스크톱 VM의 전원이 켜져야 하므로 데
스크톱이 사용 가능 상태가 되기 전에 지연이 발생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스케줄 이외의 시간에 데스크톱에서 로그오프하면 시스템은 
전원 끄기 보호 시간 필드에 지정된 시간 동안 데스크톱 VM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
합니다. 기본값은 30분입니다.

 
6 [사용자] 단계에서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사용자 및 그룹을 검색하고 이 할당의 데스크톱을 사

용할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요약] 단계에서 구성을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결과
선택한 사용자에게 VDI 데스크톱을 제공하도록 데스크톱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할당] 페
이지에서 상태 열에는 현재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참고   암호화된 데스크톱 VM을 생성하는 데는 암호화되지 않은 VM을 생성할 때보다 약 2배의 시간이 소요됩니
다. 결과적으로, 디스크 암호화가 사용되도록 설정된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이 완료되는 전체 시간은 디스크 암
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고 해당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의 약 2배가 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이미지에 특별한 포트를 열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이 할당의 연결된 NSG(Network Security Group)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NSG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VDI 데스크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할당에 대해 NSX Cloud 관리를 지정한 경우 NSX Cloud 환경의 서비스 관리자(CSM)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VM이 NSX Cloud에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의 CSM에 로그인하고 클라우드 > Azure > 

인스턴스로 이동합니다. 인스턴스 페이지에 데스크톱 인스턴스가 관리됨 상태로 표시되면 해당 인스턴스의 NSX 

정책 구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Horizon Cloud에서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가상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할당] 영역을 사용하여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가 
Microsoft Azure 포드와의 단일 포드 유형의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단계에 따라 
단일 포드에서 가상 데스크톱을 브로커링하는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참고   테넌트가 Microsoft Azure 포드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여기서 이러한 단계
를 수행하는 대신, 동일한 할당 내 여러 포드에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이라는 기능
을 구성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중 클라우
드 할당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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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 환경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를 기준으로 하
는 테넌트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n 일부 배포에서는 포드를 포함하는 할당을 생성하기 위해 먼저 브로커 구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가 콘솔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n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에 하나 이상의 게시된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이미
지가 없으면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려면 이미지 페이지로 이동한 후 적절한 이미지
가 나열되는지 검토합니다. 게시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포드별로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n 데스크톱에 암호화된 디스크가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디스크 암
호화를 지정해야 합니다. 할당이 생성된 후에 나중에 디스크 암호화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 기능의 설
명은 Horizon Cloud 환경에서 팜 및 VDI 데스크톱에 Microsoft Azure 디스크 암호화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중요   이 릴리스에서는 연결된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이미지 VM을 사용하는 플로팅 VDI 할당에 대한 디스크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할당에서 사용하려는 이미지에 데이터 디스크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n 데스크톱 VM에서 NSX Cloud 기능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NSX 

Cloud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할당을 생성한 후에는 나중에 NSX Cloud 관리에 대한 할당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할당에 대해 선택하는 게시된 이미지에는 NSX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이미지를 게시하기 전에 NSX 에이전트를 설치한 상태여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이할당 데스크톱의 VM을 포드 기본 VM 서브넷(테넌트 서브넷이라고도 함)과는 다른 VM 서브넷에 연결하도
록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포드에서 매니페스트 2298 이상을 실행 중이고 VM 서브넷을 추가하도록 포드를 
편집한 경우 이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해당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의 경우 사
용하려는 VM 서브넷이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네트워킹 섹션에 Ready 상태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이 경우 서브넷을 워크플로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 및 VDI 할당에 대한 
Horizon Cloud 포드에서 여러 테넌트 서브넷 사용 개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할당 관련 콘솔 페이지로 이동하여 VDI 데스크톱 할당이 생성된 페이지를 찾은 후 새 할당 워크플로를 시작합

니다.

팁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다. 콘
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그룹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
형, 테넌트의 지역별 클라우드부 및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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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할당 시작] 화면에서 데스크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데스크톱 할당] 창에서 첫 번째 마법사 단계가 열립니다.

3 전용을 선택합니다.

4 [정의] 단계의 선택을 완료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   모든 필수 필드를 보려면 스크롤 막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위치 데스크톱을 제공할 포드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포드 포드를 선택합니다.

팁   선택할 포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위치 목록에 포드를 제외한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위치 필드는 포드 목록에 적용되어 선택한 위치에 연결되지 않은 포드를 필터
링합니다. 이전에 특정 위치에 있던 포드를 삭제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표시된 위치
에 더 이상 포드가 없는 경우 포드 목록에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치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화면이 열리면 알파벳으로 맨 처음에 있는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더 이상 연결된 포드가 없는 위치는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VM 서브넷 지정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할당 데스크톱의 VM이 연결될 하나 이상의 특정 서브넷
을 선택합니다.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표시된 목록에서 특정 서브넷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면 할당의 데스크톱 VM이 기본적으로 포드 기본 VM 서브넷에 연결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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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모델 필터링 모델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어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필터를 설정합

니다. 유형, 시리즈, CPU 수, 메모리 및 태그를 기준으로 모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
델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의 옵
션을 설명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팜 및 할당의 VM 유형 및 크기 관리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필터를 설정하려면 먼저 드롭다운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태그이고 값이 VMware 권장인 단일 필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필
터를 편집하고 And 및 Or 연산자로 연결하여 필터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각각에 입력할 수 있는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이 옵션을 선택하면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는 기본적으로 GPU 및 고성능 - GPU가 있
는 모델이 됩니다.

참고   GPU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되는 이미지 목록은 선택한 GPU 플래그를 사
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GPU 모델을 사용하여 팜 또는 풀 생성에 
이러한 이미지가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비 GPU 모델을 선택하면 표시되는 이미지 목
록에 GPU 포함 플래그 없이 생성된 이미지만 포함됩니다.

시리즈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델의 시리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목록 맨 위의 필터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 목록을 필터링할 수도 있
습니다.

CPU

이 옵션을 선택하면 CPU 범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   운영 환경에서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를 방지하려면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VM 모델을 사용합니다.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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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을 선택하면 메모리 범위를 GB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태그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드롭다운 메뉴에서 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맨 위의 필터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 목록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드
롭다운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태그는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설정 > VM 유형 및 
크기)에서 생성한 하드 코딩된 시스템 태그 및 사용자 지정 태그입니다.

각 필터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추가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b 이전 필터와 생성하려는 새 필터 사이에 사용할 연산자로 And 또는 Or를 선택합니
다.

c 조건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하여 새 필터를 설정합니다.

모델 데스크톱 인스턴스에 사용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데스크톱 인스턴스를 만
들 때 사용되는 기본 리소스의 집합이 용량(계산, 스토리지 등) 측면에서 정의됩니다. 사용 
가능한 선택 항목이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VM 크기에 매핑됩니다.

중요   운영 환경에서는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합니다. VMware 확장 
테스트를 통해 2개 이상의 CPU를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를 방지한
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단일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델은 테스트 또는 개념 증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디스크 유형 사용 가능한 옵션에서 지원되는 디스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유형 옵션은 선택한 모
델과 Azure 구독 및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디
스크 유형입니다.

n 표준 HDD - 기본 디스크 유형
n 표준 SSD

n 프리미엄 SSD - 프리미엄 IO를 지원하는 모델을 선택한 경우에만 옵션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경우 할당을 생성한 후에 선택 항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 이 할당의 VM에 대한 OS 디스크 크기(GB)를 입력합니다.

n 기본값은 기본 이미지 OS 디스크 크기(일반적으로 128GB)입니다.

n 크기를 편집하는 경우 입력하는 값은 기본 이미지 OS 디스크 크기보다 커야 하며, 선
택한 모델에서 지원하는 최대 크기(일반적으로 1024G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n 원할 경우 나중에 이 값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디스크 크기를 편집하는 경우 VM이 예상대로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수행해
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디스크 크기가 
증가한 경우 필요한 관리자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환경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도메인 가입 데스크톱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도메인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예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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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암호화 데스크톱 인스턴스에 암호화된 디스크가 포함되도록 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중요   디스크 암호화를 원할 경우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
니다. 할당이 생성된 후에 나중에 디스크 암호화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NSX Cloud 관리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턴스에서 NSX Cloud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선택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데스크톱에서 NSX Cloud 기능 사용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Microsoft Azure의 VMware NSX Cloud 및 Horizon Cloud 포드 및 해당 하위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n 데스크톱 인스턴스에서 NSX Cloud를 사용하려는 경우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당을 생성한 후에는 나중에 NSX Cloud 관리를 사
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n NSX Cloud 관리 기능이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턴스에 작동하려면 이 할당에 대해 선
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토글을 예로 설정
할 경우 이미지에서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시스템은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선택한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있는
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포드에서 VDI 데스크톱에 적합한 게시된 이미지만 여기에 나열됩니다. 봉인된 이
미지 또는 할당 가능한 이미지라고도 하는 게시된 이미지는 기본 또는 골든 이미지를 데스
크톱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게시되는 이미지입니다.

중요   NSX Cloud 관리 토글을 예로 설정할 경우 여기에서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
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SX Cloud 관리 기능이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턴스
에 작동하려면 이 할당에 대해 선택하는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선택한 이미지에 NSX 에이전트가 있는
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할당 이름 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할당의 데스크톱을 아직 
할당하지 않았거나 해당 데스크톱이 할당되지 않은 사용 권한이 있는 최종 사용자는 해당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이 할당 이름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문자, 하이픈 및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공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영문
자가 아닌 문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VM 이름 이 할당에서 생성된 데스크톱 VM에 대한 기본 이름입니다. 이 기본 이름에 숫자를 추가해
서 VM 이름으로 사용합니다(예: win10-1, win10-2 등).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문
자, 대시, 숫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이 이름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토콜 최종 사용자 세션에서 사용할 기본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기본 프로토콜 대신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기본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가 기본 프로토
콜 선택을 재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이미지의 경우 RDP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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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클라이언트 유형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에서 데스크톱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기본 

설정 클라이언트 유형(예: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용 브라우저)을 선택합니
다.

참고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이미지의 경우 
Horizon Client만 지원됩니다.

용량 할당에 필요한 데스크톱의 수를 입력합니다.

최소 데스크톱 수
최대 데스크톱 수

팁   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최소 데스크톱 수 설정은 부동 VDI 데스크톱 할당
에 대해 해당 설정이 작동하는 방식과 약간 다르게 작동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최소 데스크톱 수 설정은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을 나타냅니다. 데스크톱이 사용자
에게 할당되면 해당 데스크톱 VM은 더 이상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이 아니며 결과적으
로 최소 데스크톱 수 설정에 의해 관리되는 데스크톱 집합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할
당에서 할당 해제된 데스크톱 VM의 수가 최소 데스크톱 수 값보다 작으면 전원이 켜진 
VM의 수가 최소 데스크톱 수 값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 최소 데스크톱 수 — 이 할당에 의해 정의된 풀에서 유지할 전원이 켜진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VM의 수를 설정합니다. 할당을 처음 생성하면 할당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VM 중에서 0개의 데스크톱 VM이 할당됩니다(최대 데스크톱 수에 따라 설정). 따라
서 여기에서 설정하는 수는 처음에 가능한 최대 개수 중에서 전원을 켜려는 할당되지 
않은 VM 개수에 속합니다. 최소 데스크톱 수에 0을 지정하는 경우 할당이 초기에 생
성될 때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VM 중 어떤 VM도 전원을 켜지 않으려는 것임을 나
타냅니다.

할당되지 않은 일부 VM을 전원이 켜진 상태로 설정하면 일부 할당되지 않은 VM에 
사용자가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원
이 켜진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은 데스크톱을 할당하는 초기 로그인을 수행하는 사
용자 또는 할당 작업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데스크톱을 명시적으로 할당하는 관리자
를 통해 사용자에게 할당되므로 시스템은 최대 데스크톱 수에 도달할 때까지 할당되지 
않은 추가 데스크톱의 전원을 켭니다. 마지막으로, 할당의 모든 데스크톱 VM이 사용
자에게 할당된 경우 최소 데스크톱 수 값은 사용자의 데스크톱 할당 해제를 명시적으
로 시작할 때까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n 최대 데스크톱 수 — 이 할당에 의해 정의된 VM 풀에서 원하는 총 데스크톱 VM 수를 
설정합니다.

전원 끄기 보호 시간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을 자동으로 끄기 전에 시스템이 대기할 시간(분)을 지정합니다. 1에
서 60 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30분입니다.

이 보호 시간은 시스템이 데스크톱 VM 전원을 자동으로 끄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 전원 끄기 보호 시간 설정을 사용하여 VM 전원을 끄기 전에 지정된 시간을 대기하도록 
시스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 관리 스케줄링에 정의된 스케줄이 있으면 시
스템은 구성된 스케줄에 맞게 데스크톱 전원을 자동으로 끌 수 있습니다. 구성된 스케줄 이
내에 할당의 데스크톱 중 하나를 수동으로 켜면 시스템은 전원 끄기 보호 시간에 지정된 시
간만큼 대기했다가 구성된 스케줄에 따라 VM의 전원을 끕니다. 기본 대기 시간은 30분입
니다.

Windows 라이센스 질문 마법사는 이미지에 있으며, 데스크톱 VM에 포함될 예정인 Microsoft Windows 운영 체
제를 사용하기 위한 적격 라이센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화면의 지침
을 따릅니다.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의 경우 Horizon Cloud는 기본적으로 Windows 클라이언트 라이
센스 유형을 사용하도록 VDI 할당의 데스크톱 VM을 설정하며, 사용자는 해당 설정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453



필요에 따라 고급 속성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컴퓨터 OU 데스크톱 VM이 배치될 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입니다. 고유 이름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조직 구성 단위(예: 

OU=RootOrgName,DC=DomainComponent,DC=eng)를 입력합니다. OU 및 중첩된 OU

의 각 경로에는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 및 공백 조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대 64자를 포
함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중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컴퓨터 OU가 CN=Computers로 설정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VM에 대한 기본 
Active Directory Computers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Active Directory에서 이러한 
기본 컨테이너가 조직 구성 단위 클래스 컨테이너로 리디렉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행 스크립트 (선택 사항) VM 생성 프로세스 이후 할당의 데스크톱 VM에서 실행하려는 스크립트의 위
치입니다.

참고   스크립트는 VM을 재부팅하기 위한 재부팅 단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동으로 다시 시작할 때까지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Windows 명령인 샘플 재부팅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shutdown /r /t 0

스크립트가 재부팅 단계로 끝나야 하는 이유는 스크립트가 sysprep 프로세스 후에 실행
되는 시퀀스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서 할당에 대한 데스크톱 VM을 생성하면 VM이 
Windows 운영 체제에서 부팅되고 sysprep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sysprep 프로세스
가 완료되면 데스크톱 VM의 에이전트가 도메인 가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에이
전트가 여기서 지정하는 스크립트 경로를 가져옵니다. 에이전트가 Windows RunOnce 경
로(System run once)를 설정한 다음 데스크톱 VM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에 다시 시
작할 때 시스템에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고 스
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스크립트에 지정된 대로 이후에 또 한 번 다시 시작되어야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데스크톱 VM이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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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최대 데스크톱 삭제 이렇게 하면 설정 > 일반 설정 페이지의 삭제 보호에서 설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전에 할당에서 삭제할 수 있는 데스크톱 VM의 수가 설정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무제한 - 무제한 데스크톱 VM은 할당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 보호 설
정은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n 없음 - 추가 데스크톱 VM을 삭제 보호에 대해 설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전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삭제 보호만 사용하여 삭제 권한을 부여하거나 
차단합니다. 없음은 삭제 보호의 기본값입니다.

n 사용자 지정 - 추가 데스크톱 VM을 삭제 보호에 대해 설정한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
기 전에 삭제할 수 있는 추가 데스크톱 수입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는 경우, 이 드
롭다운 메뉴 오른쪽에 숫자 값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데스크톱 삭제를 10으로, 삭제 보호를 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10개의 VM이 삭제된 후(10개가 삭제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상관없음) 시스템은 
해당 시간 이후 매시간 1개의 추가 VM만 삭제되도록 허용합니다.

중요   전용 데스크톱 할당을 위해 새 이미지를 지정하는 경우, 할당되지 않은 모든 데스크
톱 VM을 새 이미지로 다시 빌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최대 데스크톱 삭제 
설정을 변경합니다.

참고   삭제 보호에 대해 무제한을 선택하는 경우 최대 데스크톱 삭제 설정을 사용할 필요
가 없습니다.

삭제 보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모든 VM 삭제를 방지하려면 할당 페이지에서 삭제 방지 설정을 
사용합니다.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삭제 방지 또는 삭제 허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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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세션 시간 초과 간격 이 시간 간격은 데스크톱에서 시스템이 강제로 로그오프되기 전에 최종 사용자의 세션이 

유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과는 기본 Windows 운영 체제에 로그
인한 세션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정한 시간은 최종 사용자의 Horizon Client 또는 
HTML Access에서 로그인한 세션을 통제하는 시간 초과 설정과 다릅니다.

경고   시스템이 기본 Windows 운영 체제 세션에서 강제로 로그오프될 때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유실됩니다. 의도치 않게 데이터를 유실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면 이 간격을 사용
자의 비즈니스 필요성을 충족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십시오.

기본 간격은 1주(10080분)입니다.

참고   시간 초과 값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자 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30초 이내에 확인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로그오프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로그아웃되면 
문서나 파일과 같은 저장되지 않은 모든 사용자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Azure 리소스 태그 (선택 사항) Azure 리소스 그룹에 적용할 사용자 지정 태그를 생성합니다. Azure 리소스 
태그는 리소스 그룹에만 적용되며 그룹의 리소스에 의해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태그를 생성하려면 이름 및 값 필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태그를 생성하려면 
추가를 클릭한 다음, 기존 이름 아래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름과 값 필드에 입력합니다.

n 최대 10개의 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 태그 이름은 512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스토리지 계정의 경우 
태그 이름은 128자로 제한되며 태그 값은 256자로 제한됩니다.

n 태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

< > % & \ ? /

n 태그 이름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azure’, ‘windows’, ‘microsoft’ 문자열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할당이 생성된 후 더 많은 Azure 리소스 태그를 추가하고 해당 할당에 대한 태그를 편집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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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법사의 [관리] 단계에서 필드를 완료하고 선택 항목을 적절히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설명
이미지 업데이트 동시 중지 데스크톱 설정은 할당의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동시에 중지될 수 있는 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수를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다
른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이 수만
큼의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전원을 동시에 끕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에서 해당 전원이 꺼
진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집합에 새 이미지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
니다.

참고   사용자에게 매핑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은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것을 말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은 아직 특정 사용자에
게 매핑되지 않은 데스크톱입니다.

시간 초과 처리 시스템에서 데스크톱 사용자 세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성합니다.

참고   이러한 설정으로 관리되는 사용자 세션은 데스크톱의 Windows 운영 체제로의 사
용자 로그인입니다. 이러한 세션은 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또는 
Workspace ONE의 사용자 로그인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톱의 Windows 운영 체제에 인증하면 사용자 세션이 시작됩니다.

n 연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 - 시스템이 연결 해제된 세션에서 사용자를 로그오프하는 
시기를 선택합니다.

n 최대 세션 수명 - 시스템이 단일 사용자 세션에 대해 허용하는 최대 시간(분)을 지정합
니다.

전원 관리 스케줄링 Microsoft Azure에서 데스크톱 VM의 용량을 절약하고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전원이 켜
진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최소 수를 조정하도록 선택적으로 스케줄을 주 단
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n 최종 사용자가 데스크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전원이 켜진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수를 0으로 또는 낮은 개수로 유지하도록 스케
줄링할 수 있습니다.

n 최종 사용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날짜 또는 특정 시간에는 이러한 요
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원이 켜진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의 최소 수를 늘리도록 스케
줄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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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최대 10개의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에 겹
치는 기간이 있지만, 최소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수를 다르게 지정하면, 시스템은 겹치는 
기간에 최소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경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스케줄을 구성할 때 시스템에서 
스케줄에 관계없이 이미 할당된 데스크톱 VM을 모두 전원이 켜진 상태로 유지합니다. 즉,

n 여기서 스케줄을 설정하면 시스템에서 현재 할당된(사용자에게 매핑된) 데스크톱 VM

을 켜진 상태로 두게 됩니다. 스케줄은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있는 경우)의 전원 상
태만 제어합니다.

n 여기서 스케줄을 지정하면 할당된 데스크톱의 전원 켜기 동작에 대한 시스템의 처리
가 스케줄이 없을 경우와 다르게 변경됩니다. 여기서 구성된 스케줄이 없으면 시스템
에서 로그인된 사용자가 없는 할당된 데스크톱의 전원을 끕니다.

예를 들어 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있는 모든 데스크톱이 사용자(할당됨)에 매핑되
고 여기에서 구성된 스케줄이 있는 경우 시스템은 설계대로 할당된 데스크톱의 전원을 끄
지 않습니다. 이 설계는 스케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할당된 데스크톱이 매핑된 사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충족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데스크톱이 할당된 상태인 경우 여기서 스케줄을 설정하면 할당된 사용자가 
로그인되어 있지 않아도 할당된 데스크톱의 전원이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주말과 같은 
특정한 날에 할당된 모든 데스크톱 VM의 전원이 꺼지도록 하려면 여기에서 스케줄을 구
성하지 마십시오.

스케줄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 아이콘을 클릭하여 [전원 관리 스케줄링] 섹션에서 첫 번째 행을 추가합니다.

b 첫 번째 스케줄을 식별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c 첫 번째 스케줄에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참고   행이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1일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 스케줄에 선택한 날
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선택한 해당 날짜를 선택 취소합니다.

d 지정된 날짜에 적용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n 모든 날짜의 모든 시간에 이 스케줄을 적용하려면 하루 종일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n 각 날짜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참고   암호화된 VM의 전원을 켜는 것이 암호화되지 않은 VM의 전원을 켜는 것
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디스크 암호화를 예로 설정했으며 암호화된 VM의 100%

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최종 사용자 연결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려면 여기에서 더 
이른 시작 시간을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암호화된 VM이 있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전원 관리를 스케줄링할 경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위치에 가장 가까운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표준 시간대에 따라, 적절한 일광 절약 시간이 자동으로 적
용됩니다.

참고   두 스케줄의 표준 시간대 설정이 동일하고 겹치는 시간이 있으면 경고가 표시됩
니다. 그러나 두 스케줄의 표준 시간대 설정이 다르고 두 스케줄이 겹치는 경우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종일 진행되는 두 개의 스케줄이 있고 하나에는 
유럽/런던 표준 시간대가 선택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에는 아메리카/토론로 선택되어 
있으면 겹침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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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f 최소 데스크톱 수 필드에 지정된 기간에 전원을 켜두려는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의 

최소 수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최종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개수의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전원이 켜집니다. 이 개수는 0부터 
전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최대 데스크톱 수로 지정된 개수 사이의 값이어야 합
니다.

중요   전원 관리 스케줄의 최소 데스크톱 수 필드는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만 제어합
니다. 할당된 데스크톱은 전원 관리 스케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모든 데스크톱이 할당됨 상태이면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을 제어하는 이 최
소 데스크톱 수 값이 기본적으로 0으로 설정됩니다.

이 개수가 0이고 스케줄의 시작 시점에 활성 상태인 최종 사용자 세션이 없는 경우, 

할당의 데스크톱 전원이 꺼집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최종 사용자가 이후에 스케줄링
된 기간 동안 이 할당의 데스크톱에 연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기본 데스크톱 VM의 전
원이 켜져야 하므로 데스크톱이 사용 가능 상태가 되기 전에 지연이 발생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스케줄 이외의 시간에 데스크톱에서 로그오프하면 시스템은 
전원 끄기 보호 시간 필드에 지정된 시간 동안 데스크톱 VM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
합니다. 기본값은 30분입니다.

 
6 [사용자] 단계에서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사용자 및 그룹을 검색하고 이 할당의 데스크톱을 사

용할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요약] 단계에서 구성을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결과
선택한 사용자에게 VDI 데스크톱을 제공하도록 데스크톱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할당] 페
이지에서 상태 열에는 현재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참고   암호화된 데스크톱 VM을 생성하는 데는 암호화되지 않은 VM을 생성할 때보다 약 2배의 시간이 소요됩니
다. 결과적으로, 디스크 암호화가 사용되도록 설정된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이 완료되는 전체 시간은 디스크 암
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고 해당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의 약 2배가 됩니다.

또한 이미지 VM에 데이터 디스크가 있는 경우 해당 이미지 VM을 기준으로 하는 암호화된 데스크톱 VM을 생성
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큰 테라바이트 크기의 데이터 디스크의 경우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VDI 데스크톱에 특별한 포트를 열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이 VDI 데스크톱 
할당의 연결된 NSG(Network Security Group)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NS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VDI 데스크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할당에 대해 NSX Cloud 관리를 지정한 경우 NSX Cloud 환경의 서비스 관리자(CSM)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VM이 NSX Cloud에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의 CSM에 로그인하고 클라우드 > Azure > 

인스턴스로 이동합니다. 인스턴스 페이지에 데스크톱 인스턴스가 관리됨 상태로 표시되면 해당 인스턴스의 NSX 

정책 구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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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단일 포드 브로커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 문서에서는 단일 포드 브로커라고 하는 브로커링 유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 유형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 Horizon Cloud 포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원본 브로커링 유
형이기 때문에 레거시 또는 클래식 브로커링이라고도 합니다. 최신의 고급 브로커링 기술은 Universal Broker입
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테넌트는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 7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프로세스 이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v2111 서비스 릴리스 당시, 그린필드 고객 테넌트 환경에서는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컨텍
스트에서 그린필드란 콘솔의 사용 설정 절차가 테넌트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에
서 이전에 시작된 적이 없는 테넌트 환경을 의미합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 및 최종 사용자 할당
테넌트가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Horizon Cloud 포드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포드별 할
당이 가능합니다.

n 단일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가상 데스크톱으로 구성된 VDI 데스크톱 할당
n 단일 Horizon Cloud 포드 내 Microsoft RDS(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호스트의 세션 기반 데스크톱으로 구

성된 세션 데스크톱 할당.

n Horizon Cloud 포드 내에서 RDS 호스트가 프로비저닝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
당.

n Horizon Cloud 포드 내 VDI 데스크톱에서 호스팅되는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할당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생성 및 사용자에게 할당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환경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서 최종 사용자의 환경을 사용자 지정하는 설정을 할당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할당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지정의 
유형으로 URL 리디렉션이 있습니다. Horizon Client에서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Horizon Cloud 

환경이 제공하는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URL을 리디렉션하는 URL 처리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URL 리디렉션 구성은 사용자의 로컬 시스템에서 열리는 대신, 최종 사용자의 할당된 Horizon Cloud 데스크톱 또
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URL에 대한 정보를 Horizon Client에 제공합니다.

참고  
n 관리 콘솔은 클라이언트-에이전트 URL 리디렉션을 구성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에이전

트-클라이언트 URL 리디렉션을 구성하려면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및 URL 컨텐츠 리디렉
션 기능에 설명된 그룹 정책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클라이언트-에이전트 URL 리디렉션 구성을 
위한 단계입니다.

n Horizon Cloud 테넌트가 Microsoft Azure 포드의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러한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을 생성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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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ient는 최종 사용자가 로컬 디바이스의 Horizon Client에 로그인할 때 해당 사용자의 할당된 URL 리
디렉션 규칙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사용자가 로컬 문서 또는 파일의 링크를 열려고 하며 해당 링크가 할당
된 설정의 URL 패턴 규칙과 일치하면 Horizon Client는 사용할 적절한 처리기를 결정합니다. 처리기가 지정되면 
URL 리디렉션 구성에 지정된 적절한 처리기에서 결정한 대로 사용자의 할당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열
리면서 URL 링크가 처리됩니다. URL 리디렉션 처리기가 데스크톱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면 링크의 지정된 프로토
콜에 대한 데스크톱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URL을 처리합니다. 처리기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
우 사용자의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이 URL을 처리합니다. 사용자에게 처리기에 지정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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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합니다. 시
스템이 해당 하위 문자열과 일치하는 할당을 찾으면 할당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링크를 여는 데 사
용됩니다.

2 처리기의 리소스 유형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된 경우 하위 문자열 일치 검색이 실패하면 시스템은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할당에서 처리기의 체계 필드에 지정된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
합니다.

참고   폴백 동작의 이 단계는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됩니다. 리소스 유형이 데스크톱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3 시스템이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리소스를 사용자의 할당에서 찾을 수 없으면 Horizon Client에서는 사
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중요   클라이언트가 URL 리디렉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URL_FILTERING_ENABLED=1 옵션을 사용해
서 사용자의 Horizon Client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Horizon 설명서에 있는 "Horizon 원
격 데스크톱 기능 및 GPO" 가이드 내에서 해당 옵션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환경이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된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해 URL 리디렉션 기능이 작동하려면 먼저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열기 옵션을 사용
하여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Horizon Client가 구성 값을 가져올 수 있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레지
스트리에 사용자의 할당된 URL 리디렉션 구성이 로드됩니다.

[할당] 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할당을 비활성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URL 리디렉션 설정에 대해 둘 이상의 사용자 지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활성 구성의 규칙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Horizon Client에 로그인할 때 시스템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n 사용자에게 할당된 둘 이상의 구성이 활성 상태이더라도 구성이 하나만 적용되도록 설정합니다.

n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구성 중에서 사전 순으로 맨 앞에 있는 URL 리디렉션 구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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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콘솔의 Horizon Cloud 인벤토리에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없어도, URL 리디렉션에 대한 사용
자 지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RL 리디렉션 흐름이 사용자 지정에 지정된 해당 최종 사용자에게 작동되
려면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n 이미지 VM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머신 가져오기]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 URL 리디렉션이
라는 Horizon Agent 기능을 예로 설정합니다.

n Horizon Cloud 인벤토리에 구성에서 사용하려는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n 사용자 지정의 엄격한 일치가 예로 설정되면 사용자 지정에 지정된 최종 사용자에게 특정 데스크톱 및 원격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할당이 존재해야 합니다.

절차
1 [할당]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새 할당] 창에서 사용자 지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 사용자 지정 할당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가 열립니다.

3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옵션 설명
할당 이름 이 할당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위치 사용하려는 포드가 있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포드 포드를 선택합니다. 이 포드는 세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포드입니
다.

설명 필요한 경우 구성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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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스에서 이 구성이 Horizon Client에 지시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가로채도록 할 URL 패턴 목록을 생
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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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URL과 일치하는 URL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n google.*를 입력하면 텍스트 google을 포함하는 모든 URL을 가로챕니다.

n .*(마침표 별표)를 입력하면 모든 URL이 모든 프로토콜 체계에 대해 가로채집니다(모두 일치).

n mailto://.*.example.com을 입력하면 텍스트 mailto://.*.example.com을 포함하는 모든 
URL을 가로챕니다.

중요   URL 패턴 필드에 입력하는 URL은 docs.vmware.com과 같은 호스트 이름 부분을 포함하여 대/

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URL 리디렉션 기능 동작은 여기에 입력하는 URL 패턴
에 따라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DOCS.VMWARE.COM/*를 패턴으로 입력하고 최종 사용자가 
https://docs.vmware.com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호스트 이름이 실제로 소문자로 되어 있으므로 URL 

리디렉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이름은 소문자로 입력합니다. URL 경로의 하위 디렉토리와 일치
시켜야 하는 경우 와일드카드를 사용하거나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는 URL(예: docs.vmware.com/en/
VMware-Horizon-Cloud-Service/*)을 입력합니다.

b Enter 키를 눌러 지정된 URL 패턴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c 패턴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는 과정을 반복해서 URL 일치 패턴을 더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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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칙에 대해 다양한 프로토콜을 처리할 대상 인벤토리 리소스를 결정하는 처리기 집합을 정의합니다.

처리기는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해당 특정 프로토콜을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mailto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있는 Microsoft Word 문서를 
열고 문서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처리기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애플리케이션(예: Microsoft Outlook 또
는 Mozilla Thunderbird) 중에서 요청을 처리할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합니다.

a 규칙 설정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체계 이 처리기가 적용되는 http, https, mailto, callto 등의 프로토콜을 입력합니다.

리소스 유형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정된 프로토콜을 처리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대상 리소스 체계 필드에 지정된 프로토콜을 처리하려는 인벤토리의 대상 리소스 이름을 입력합니
다.

엄격한 일치 대상 리소스 필드에 지정된 이름과 해당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용 가능한 
세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강제 적용하려면 예를 선
택합니다.

시스템이 해당 폴백 동작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대상 리소스 필드에 지정된 정확
한 이름을 갖는 리소스에 대한 할당이 없는 상황을 지원하게 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
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 유형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Microsoft Outlook을 
mailto 프로토콜 처리를 위한 대상 리소스로 지정하지만 사용자에게 Microsoft 

Outlook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할당이 없는 경우 엄격한 일치를 아니요로 설정할 때 
시스템은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호환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Mozilla 

Thunderbird와 같은 mailto 프로토콜을 처리합니다.

 
b 처리기를 더 추가하려면 행 추가를 클릭하고 필드를 완료합니다.

6 다음 마법사 단계를 진행합니다.

7 이 할당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을 검색한 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8 요약된 정보를 검토한 후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및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어떻게 작
동하는지 설명합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여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을 사용하도록 배포를 구성해야 
합니다.

간단한 소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로 리디렉션하는 것을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이라고 합
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디렉션하는 것을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이
라고 합니다.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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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을 사용하면 Horizon Agent는 URL을 Horizon Client로 보내 클라이언트 시
스템의 해당 URL에서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을 사용하면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정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을 열어 URL을 처리합니다.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생성 및 사용자에게 할당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URL은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로 리디렉션하고 다른 URL은 클라이언트에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HTTP, HTTPS, mailto 및 callto를 비롯한 다양한 프
로토콜을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 구성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다음 구성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n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생성 및 사용자에게 할당의 사전 요구 
사항 섹션에 설명된 대로 이미지 VM의 Horizon Agent에서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사용하도록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원격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을 적용합니다. GPO에 ADMX 템플
릿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n 각 프로토콜에 대해 Horizon Agent에서 URL을 리디렉션하는 방법을 나타내도록 그룹 정책 설정을 구성합
니다. 그룹 정책 설정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GPO에 URL 컨텐츠 리디렉션 ADMX 템플릿 추가
URL 컨텐츠 리디렉션 ADMX 템플릿 파일(urlRedirection.admx)에는 URL 링크가 클라이언트에서 열리는
지(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 또는 원격 데스크톱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열리는지(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
디렉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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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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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macOS는 GPO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Mac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에는 vmdutil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생성 및 사용자에게 할당에 설명

된 대로 Horizon Agent가 이미지 VM에 설치되어 있을 때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n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에 대해 Active Directory GPO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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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MMC와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 스냅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계
1 VMware Horizon 서비스 다운로드의 VMware Customer Connect에서 Horizon GPO Bundle

을 다운로드합니다.

해당 URL에서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다운로드 위치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
지에 다운로드 가능한 항목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Horizon GPO Bundle이라는 항목을 찾아 ZIP 파일
을 다운로드합니다. Horizon 관련 구성 요소에 대한 그룹 정책 설정을 제공하는 모든 ADMX 파일은 이 
파일에 있습니다.

2 ZIP 파일의 압축을 풀고 Active Directory에 표시된 위치로 다음 파일을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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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rlRedirection.adml 언어 리소스 파일을 C:\Windows\PolicyDefinitions의 해당 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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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그룹 정책 설정을 구성합니다. 그룹 정책 설정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
URL 컨텐츠 리디렉션 템플릿 파일에는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한 에이전트-클라이언트 리디렉션 기능을 구성
하기 위한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 그룹 정책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템플릿 파일에는 컴퓨터 구성 설정만 포함
됩니다. 모든 설정은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의 VMware Horizon URL 리디렉션 폴더에 있습니다.

중요   URL 컨텐츠 리디렉션 템플릿 파일에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과 관련된 그룹 정책 설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Horizon Cloud에서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을 구성하는 데 그룹 정책 설정을 사용하지 않
도록 합니다. 대신,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에 대한 규칙을 생성
합니다. 콘솔에서 URL 리디렉션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이전트 리디렉션에 대한 규칙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단계는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생성 및 사용자에게 할당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서는 URL 컨텐츠 리디렉션 템플릿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정책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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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URL 컨텐츠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
설정 속성
IE Policy: Prevent users from 
changing URL Redirection plugin 
loading behavior

사용자가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을 비활성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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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합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Url Redirection Enabled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클라이언트 또는 에이전트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 
설정을 사용하여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Url Redirection Protocol 'http'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든 URL에 대해 리디렉션할 URL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n 브로커 호스트 이름 - URL을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디렉션
할 때 사용할 연결 서버 호스트의 IP 주소 또는 정규화된 이름입니다.

n 원격 항목 - 에이전트 규칙에 지정된 URL을 처리할 수 있는 원격 데스크톱 또
는 애플리케이션 풀의 표시 이름입니다.

n 클라이언트 규칙 - 클라이언트로 리디렉션되어야 하는 URL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규칙을 *.mycompany.com으로 설정하면 텍스트 
mycompany.com을 포함하는 모든 URL이 Windows 기반 클라이언트로 리
디렉션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열립니다.

n 에이전트 규칙 - 원격 항목에 지정된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
디렉션되어야 하는 URL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규칙을 
*.mycompany.com으로 설정하면 mycompany.com을 포함하는 모든 URL이 
원격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디렉션됩니다.

또한 에이전트 규칙을 생성할 때는 브로커 호스트 이름 옵션을 사용하여 연결 서버 
호스트의 IP 주소 또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지정하고 원격 항목 옵션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 풀의 표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규칙 구성 방법은 vdmutil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
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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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은 Url Redirection Protocol 'http'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른 프로토콜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URL 컨텐츠 리디렉션 템플릿 파일
을 Active Directory에 추가하기 전에 이 항목을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할 수 있습
니다.

HTTP 및 HTTPS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동일한 리디렉션 설정을 구성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용자가 mycompany.com과 같이 부분적인 URL을 
Internet Explorer에 입력할 때 해당 사이트가 HTTP에서 HTTPS로 자동 리디렉
션되면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이 예상대로 작동합니다. 이 예에서 HTTPS에 대
한 규칙은 설정하지만 HTTP에 대해 동일한 리디렉션 설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
자가 입력하는 부분 URL이 리디렉션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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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게시된 이미지 관
리
이미지를 게시한 후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한 이미지는 
Horizon Cloud 봉인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미지이며, Horizon Cloud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RDS 팜(RDSH 지원 이미지의 경우) 또는 VDI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이미지를 설
명하는 데 봉인된 이미지 및 할당 가능 이미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미지 봉인은 때때로 이미지 게시 
또는 데스크톱으로의 이미지 변환이라고도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게시된 이미지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이미지를 게시한 후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한 이미지는 
Horizon Cloud 봉인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미지이며, Horizon Cloud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RDSH 팜의 RDSH VM(RDSH 지원 이미지의 경우) 또는 VDI 데스크톱 VM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이미지를 설명하는 데 봉인된 이미지 및 할당 가능 이미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미지가 봉인되
면 콘솔에 해당 이미지가 게시됨 상태로 표시됩니다.

팁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클라우드 기반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
다.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최신 수준의 포드 소프트웨어를 실행 중인지 여부, 기능이 클라우
드부의 테넌트 레코드에 설정된 특정 옵션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드 그룹 또는 테넌트 
계정 구성에 이러한 기능의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 기능과 관련된 요소가 콘솔에 동적으로 반영됩니다. 

즉, 콘솔의 레이블이 여기에 설명된 것과 약간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콘솔에 표시되어야 하는 기능이 표
시되지 않으면 VMware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테넌트 계정 구성에 따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콘솔이 동적이므로 특정 환경의 콘솔에 다른 레이블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절차
1 인벤토리를 클릭하고 작업할 이미지가 있는 이미지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해당 이미지의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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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미지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작업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버튼 설명
이름 바꾸기 참고   이 페이지의 이름 바꾸기 작업은 현재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의 이미지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므로 비활성화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복제 복제 워크플로는 일반적으로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의 기본 골든 이미지를 업데이트
할 때(예를 들어 이미지 VM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됩
니다. 기존 이미지를 복제하면 동일한 구성 및 새 이름을 갖는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변경하는 자세한 단계는 Horizon Cloud 

팜에 사용되는 이미지 변경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 변경을 참조하십시
오.

복제를 클릭할 경우 복제된 새 VM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시스템은 봉인된 이미지를 VM에 복제하여 새 기본 VM을 만들고, 새 VM을 가
져온 VM 페이지에 나열합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 새 VM의 에이전트가 활성 상태임이 
보고되는 경우 VM에 로그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마쳤으면 복제본을 게시하
여 할당 가능한(봉인된) 이미지로 만듭니다.

참고   시스템이 복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원래의 봉인된 이미지가 프로세스의 첫 번째 부
분에서 변환 상태가 됩니다. 얼마 후에, 원래의 봉인된 이미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또는 [활동] 페이지를 사용하여 중복 이미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
링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이미지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버튼
을 클릭하면 에이전트 업데이트 마법사가 열립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미지의 이름 옆에 파란색 점이 나타납니다. 파
란색 점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해당 이미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이전트 업데
이트가 표시된 팝업이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에서 RDSH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n Horizon Cloud 포드 -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한 에이

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이미지의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하는 대신 일반적으
로 [할당] 페이지에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에이
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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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다른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려면 자세히를 클릭하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미지가 선택된 경우 부트스트랩 다운로드 및 암호 새로 고침 작업이 표시되지만 이러한 작업은 이미
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드롭다운 옵션 설명
삭제 선택한 이미지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참고   시스템에서 팜 등에서 이미지가 사용 중임을 감지하는 경우 이미지를 삭제할 수 없
습니다.

게시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경우, 이 작업은 복제된 이미지를 다시 
게시하여 할당 가능 항목으로 만듭니다. 이미지가 이미 할당 가능한(봉인된) 이미지이면 
이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당 가능한 이미지는 게시됨 상태의 이미지입니다.

데스크톱으로 변환 게시 워크플로에 실패했으며 게시됨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이미지에만 이 작업을 사용합
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게시된 이미지가 봉인되지 않은 VM으로 변환됩니다. 이때 봉인
되지 않은 VM이 가져온 VM 페이지에 나열됩니다.

경고   이 작업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지를 다시 게시하려고 할 때 이미지를 
봉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해당 이미지에 대해 [게
시]를 실행하고 이미지가 게시됨 상태에 도달한 후 해당 이미지에 대해 [데스크톱으로 변
환]을 실행한 다음 [게시]를 다시 실행하면 게시 워크플로에서 발생하는 Sysprep 프로세
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봉인되지 않은 이미지로 다시 변환하면 해당 시점부터 
이미지가 항상 게시 워크플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시작하여 새 기본 이미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할당 콘솔에 이 작업이 표시되지만 Microsoft Azure 환경의 이미지에는 이 작업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대량 할당 이 옵션은 단일 포드 브로커링에 대해 구성된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
이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작
업은 현재 해당 구성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므로 비활성화된 상태가 됩니다.

직계 상위 이미지(선택한 이미지가 복제 또는 업데이트될 때 사용한 원본 이미지)의 여러 
할당 또는 팜에 이미지를 할당합니다.

[이미지 대량 할당] 대화상자에서 목록의 할당 및 팜을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참고   단일 포드 브로커링에 대해 구성된 환경에서 이 옵션은 복제 작업을 사용하여 생성
하는 이미지와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을 사용하여 최신 에이전트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이미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선택 사항) 이미지의 이름을 클릭하여 이미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화면에는 이미지의 세부 정보 페이지와 해당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미지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버튼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 화면은 lawin2016이라는 RDS 지원 할당 가능 서버 이미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lakjun30라는 포드에 속하고 두 개의 RDSH 팜에서 참조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470



Horizon Cloud 팜에 사용되는 이미지 변경
초기 RDSH 지원 이미지를 게시하고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팜을 생성한 후 해당 이미지를 변경하고 변경 내용을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든 팜에 푸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추가 
타사 애플리케이션이 또는 다른 기능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이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참고   RDSH 지원 이미지를 변경하여 Horizon Cloud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다른 절차
를 사용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RDSH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
오.

사용 중인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개략적인 워크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이미지를 복제하여 구성은 동일하지만 새 이름이 지정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복제 프로세스에서 시스
템은 봉인된 이미지의 VM(가상 머신)을 복제하여 게시되지 않은 새 골든 이미지 VM을 만들고,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새 VM을 나열합니다.

2 가져온 VM 페이지에 새 VM의 에이전트가 활성 상태임을 보고하는 경우 VM에 로그인하고 해당 중복 VM을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3 이미지로 변환을 통해 해당 중복 VM을 게시하여 할당 가능한(봉인된) 이미지로 만듭니다.

4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팜이 원본 이미지 대신 새로 업데이트된 중복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편집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이미지에 로그인하고 업데이트하려면 로컬 관리자 계정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관리자 계정은 새 이미
지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게시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계정입니다.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RDP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
인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7 운영 체제의 기본 RDP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높은 버전이 아닙니다. 버전 8 이
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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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인벤토리를 클릭하고 이미지가 나열된 이미지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미지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복제를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중복 이미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시스템은 봉인된 이미
지를 VM에 복제하여 새 이미지 VM을 만들고, 새 VM을 가져온 VM 페이지에 나열합니다.

참고   시스템이 복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원래의 봉인된 이미지가 프로세스의 첫 번째 부분에서 변환 상태에 
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원래의 봉인된 이미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3 인벤토리 > 가져온 VM으로 이동하여 가져온 VM 페이지에 새 VM의 에이전트가 활성 상태로 보고되는지 확
인합니다.

4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새 VM의 에이전트가 활성 상태로 표시되면 VM의 IP 주소와 RDP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RDSH 지원 Windows 운영 체제에 연결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 새 중복 VM은 공용 IP 주소를 가지며 RDP 소프트웨
어에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원본 이미지가 공용 IP 주소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 새 중복 VM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환경의 개
인 IP를 가지며,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RDP를 수행해야 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갖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다른 VM을 사용하고 VM에 대해 아웃바운드 RDP 

수행
n VPN을 사용하고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VM으로 RDP 수행

5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미지 가져오기] 마법사에 제공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
제에 로그인합니다.

로컬 관리자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을 \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6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원하는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Horizon 

Cloud 가져온 VM의 경우 - 조직의 요구에 맞게 VM 사용자 지정에 설명된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7 가져온 VM 페이지로 돌아가서 해당 중복 VM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기타 > 이미지로 변환을 클릭합니다.

해당 표준 게시 프로세스를 통해 복제된 후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시스템에 생성됩니다. 이미지가 이 프로세스
를 시작할 때 나열된 이미지 관련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게시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미지가 [게시됨] 상태로 
표시됩니다.

8 복제되고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게시됨 상태가 되면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각 팜이 사용자가 변경한 이미지 
대신, 새 중복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각 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일반 설정 편집 링크를 클릭하여 창을 열고 새 중복 이미지를 선택한 후 저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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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업데이트하는 팜은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해당 RDSH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삭제한 후 다시 생성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던 팜을 업데이트한 후, 원본 이미지가 조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콘솔
을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다른 관리자가 하위 수준 소프트웨어가 있는 이미지를 사
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본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 변경
이미지를 게시하고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한 후에, 해당 이미지를 변경하고 해당 이미
지를 사용하는 모든 VDI 데스크톱 할당에 변경 내용을 푸시합니다. 이미 게시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추가 타사 애플리케이션이 또는 다른 기능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이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참고   이미지를 변경하여 Horizon Cloud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사용합니
다. Horizon Cloud 포드 - VDI 데스크톱 할당, 팜, 게시 이미지 및 기본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개략적인 워크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이미지를 복제하여 구성은 동일하지만 새 이름이 지정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복제 프로세스에서 시스
템은 봉인된 이미지의 VM(가상 머신)을 복제하여 게시되지 않은 새 골든 이미지 VM을 만들고,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새 VM을 나열합니다.

2 가져온 VM 페이지에 새 VM의 에이전트가 활성 상태임을 보고하는 경우 VM에 로그인하고 해당 중복 VM을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3 이미지로 변환을 통해 해당 중복 VM을 게시하여 할당 가능한(봉인된) 이미지로 만듭니다.

4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VDI 데스크톱 할당이 원본 이미지 대신 새로 업데이트된 중복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편집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이미지에 로그인하고 업데이트하려면 로컬 관리자 계정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관리자 계정은 새 이미
지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게시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계정입니다. Horizon Cloud에서 구성된 이미지 
VM을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RDP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
인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7 운영 체제의 기본 RDP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높은 버전이 아닙니다. 버전 8 이
상이어야 합니다.

절차
1 인벤토리를 클릭하고 이미지가 나열된 이미지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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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복제를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중복 이미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새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시스템은 봉인된 이미
지를 VM에 복제하여 새 이미지 VM을 만들고, 새 VM을 가져온 VM 페이지에 나열합니다.

참고   시스템이 복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원래의 봉인된 이미지가 프로세스의 첫 번째 부분에서 변환 상태에 
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원래의 봉인된 이미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3 인벤토리 > 가져온 VM으로 이동하여 가져온 VM 페이지에 새 VM의 에이전트가 활성 상태로 보고되는지 확
인합니다.

4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새 VM의 에이전트가 활성 상태로 표시되면 VM의 IP 주소와 RDP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 연결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 새 중복 VM은 공용 IP 주소를 가지며 RDP 소프트웨
어에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원본 이미지가 공용 IP 주소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 새 중복 VM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환경의 개
인 IP를 가지며,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RDP를 수행해야 합니다.

n 공용 IP 주소를 갖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다른 VM을 사용하고 VM에 대해 아웃바운드 RDP 

수행
n VPN을 사용하고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VM으로 RDP 수행

5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미지 가져오기] 마법사에 제공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
제에 로그인합니다.

로컬 관리자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을 \username으로 입력합니다.

6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원하는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Horizon Cloud 가져온 VM의 경우 - 조직의 요구에 맞게 VM 사용자 지정에 설명된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7 가져온 VM 페이지로 돌아가서 해당 중복 VM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기타 > 이미지로 변환을 클릭합니다.

해당 표준 게시 프로세스를 통해 복제된 후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시스템에 생성됩니다. 이미지가 이 프로세스
를 시작할 때 나열된 이미지 관련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게시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미지가 [게시됨] 상태로 
표시됩니다.

8 복제되고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게시됨 상태가 되면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각 VDI 데스크톱 할당이 사용자
의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 중복 이미지를 대신 사용하도록 해당 할당을 편집합니다.

결과
VDI 데스크톱 할당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이미지를 변경할 경우:

n 할당에 있는 할당되지 않은, 전원이 꺼진 VM은 새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다시 생성됩니다.

n 전원이 켜져 있지만 활성 최종 사용자 연결이 없는 할당되지 않은 VM은 새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다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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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VM과 같이 전원이 켜져 있고 활성 최종 사용자 연결이 있는 할당되지 않은 VM

은 최종 사용자가 로그오프할 때 새 이미지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n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VM과 같이 최종 사용자에게 매핑된 데스크톱 VM은 새 이미지로 자동 업데이트되
지 않습니다. 대신 새 중복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이러한 할당된 데스크톱 VM을 업데이트하려면 수동으로 해
당 데스크톱 VM의 할당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에 시스템에서 데스크톱 VM의 전원을 켤 때 새 이미지를 적
용합니다. 그런 다음 수동으로 해당 데스크톱 VM을 특정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던 VDI 데스크톱 할당을 업데이트한 후, 원본 이미지가 조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고 확인되면 콘솔을 사용하여 원본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다른 관리자가 하위 수준 소프트웨어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본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할
당 관리
Microsoft Azure에서 하나 이상의 포드 리소스를 사용하는 할당을 생성한 후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을 사용하여 할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할당 유형은 사용자가 생성한 항목에 따
라 다릅니다.

팁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다. 콘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그룹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형, 테넌트
의 지역별 클라우드부 및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콘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서 할당에 대해 작업합니다. 할당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유형은 할당의 유형과 해당 유
형에서 해당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은 전용 VDI 데스
크톱 할당에만 적용되지만, 삭제 작업은 모든 할당 유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할당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나열된 할당에 적용되지 않는 작업은 콘솔 보기에서 숨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다양한 할당 유형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할당 유형 지침
VDI 데스크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세션 기반 데스크톱 Horizon Cloud 포드 - RDS 기반 세션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RDS 호스트의 데스크톱 

세션 제공
App Volumes 애플리케
이션 할당

Horizon Cloud - App Volumes 할당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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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유형 지침
원격 애플리케이션 원격 애플리케이션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생성 및 사용자에게 할당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참고   테넌트 환경이 Microsoft Azure 포드의 Universal Broker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러한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콘솔의 할당 영역에 있는 페이지 중 하나에 나열된 할당을 찾은 후 해당하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표시된 적절한 작
업을 클릭하여 해당 할당에 대한 작업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버튼은 자세히 또는 … 작업에서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기억할 사항   콘솔은 동적이며, 테넌트 환경의 특정 사용 사례 및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를 반영하기 때문에 
[콘솔] 페이지에 표시되는 작업 버튼은 할당이 나열된 페이지에 적합한 작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에 나열된 일부 버튼이 특정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시되는 경우에도 나열된 특정 할
당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편집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할당의 편집 가능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시작된 마법사는 변경할 
수 없는 설정에 대한 읽기 전용 필드가 있는 해당 할당 유형의 생성 마법사와 유사합니다. 필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설명서 링크에서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전용 또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하
여 Microsoft Azure VM 모델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VDI 데스크톱 할당의 VM 모델 변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할당 유형의 경우 편집 버튼을 사용하는 대신, 할당의 이름을 클릭하고 할당의 요약 페이지에서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복제
이 작업을 사용하여 선택한 데스크톱 할당을 복제하고 규격이 동일하지만 새 이름을 사용하는 새 데스크톱 할
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열리는 마법사는 복제 중인 것과 동일한 데스크톱 할당 유형의 생성 마법사와 동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
이 작업은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및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할당에 적용됩
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할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할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때의 시스템 동작은 선택한 할당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n 활성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할당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사용하여 할당에 정의된 URL 리디렉
션 동작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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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사용하여 들어오는 연결 요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
지 보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할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오프라인으
로 전환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할당을 오프라인 모드로 전환하고 사용자가 할당의 데스크톱에 로그인하
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고   오프라인 할당에서는 이미지 업데이트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할당을 편집하여 업데이트
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지만, 할당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작업
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할당] 페이지에서 이 작업은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만 적용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에이
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전환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오프라인 할당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삭제, 제거
콘솔에서 이 두 레이블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할당을 삭제하려면 이 버튼
을 사용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할당 삭제.

VDI 데스크톱 할당의 세부 정보 페이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할당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할당 유형에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세부 정보 페이지를 보려면 콘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 내에서 할당을 찾은 후 해당 이름을 클릭합니다. 처음에
는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요약 페이지
[요약] 페이지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의 현재 설정이 표시됩니다. 콘솔에서 이 페이지의 값을 편집할 수 있는 
경우 편집 관련 아이콘을 클릭하여 시스템에서 기존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업데이트하도록 허용하는 설
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일부 설정(예: 해당 포드)은 생성된 후 변경될 수 없습니
다.

[데스크톱] 페이지
[데스크톱] 페이지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의 기존 데스크톱 VM이 표시됩니다. 콘솔의 동적 특성으로 인해 표
시되고 클릭할 수 있는 작업은 데스크톱 VM의 현재 상태, 할당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인지 또는 전용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477



VDI 데스크톱 할당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에 대해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이 제공되더라도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에는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n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의 경우 데스크톱을 다시 시작하고, 전원을 끄고(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 현재 연결된 사용자(있는 경우)를 로그오프하거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의 전원 관리 기능이 삭제된 데스크톱 VM을 대신할 새 데스크톱 VM을 자동으로 생성하므
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수동으로 데스크톱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수를 조정하려면 Horizon Cloud 환경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 크기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n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의 경우 데스크톱을 다시 시작하고, 데스크톱의 현재 상태에 따라 전
원을 켜거나 끄고, 현재 연결된 사용자(있는 경우)를 로그오프하거나 연결을 해제하고, 특정 사용자에게 
데스크톱을 할당하고(데스크톱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 데스크톱의 할당을 취소하며(데스크톱이 사용자에
게 할당된 경우) 데스크톱이 켜져 있지만, 에이전트 상태가 활성으로 표시되지 않는 사례의 에이전트 연결
을 재설정합니다. 데스크톱의 할당을 취소하면 데스크톱과 해당 사용자의 매핑이 제거되고 해당 데스크톱
을 다른 사용자에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연결을 재설정하면 Horizon Cloud를 통해 데스크톱 
VM의 연결 상태가 복구됩니다. 데스크톱에 대한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한 경우 [상태] 열에 시각적 표
시기가 표시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롤백] 옵션을 사용하여 데스크톱을 이전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의 아이콘에 포인터를 놓으면 롤백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 표시됩니다.

참고   [데스크톱] 페이지에서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동으로 데스크톱의 전원을 켜지 마십시
오. 수동으로 데스크톱의 전원을 켜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설정된 전원 관리 설정과 충돌할 수 있
습니다. 수동으로 데스크톱의 전원을 켜면 다른 데스크톱의 전원이 꺼지는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의 전원을 켜는 대신 다시 시작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시스템 활동] 페이지
[시스템 활동] 페이지에는 전원 관리 스케줄을 충족시키기 위해 데스크톱의 전원을 끄는 것과 같은 시스템 작
업으로 인한 데스크톱 할당의 활동이 표시됩니다. [시스템 활동] 페이지에서 작업을 취소하고 보고서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n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하고 작업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일부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n 취소할 작업을 선택하기 전에 보기를 새로 고쳐서 표시된 작업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n 작업이 시스템에서 취소하도록 허용된 상태인 경우 취소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는 확인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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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는 취소할 수 있는 작업이 표시됩니다.

작업 작업이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취소 작업이 실행 중 상태에 있을 때 취소
팜 확장 지원됨

참고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
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
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됨
유의할 점:

n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
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VM 및 OS/데이터 디스크와 같이 이미 생
성된 리소스는 작업이 취소되면 삭제됩니
다. VM이 삭제되거나 생성되지 않으면 할
당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n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당 확장 지원됨
참고   시스템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할당 생성 또
는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경우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당 생성/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작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원됨
유의할 점:

n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
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VM 및 OS/데이터 디스크와 같이 이미 생
성된 리소스는 작업이 취소되면 삭제됩니
다. VM이 삭제되거나 생성되지 않으면 할
당의 크기가 변경됩니다.

n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VM을 이미지로 변환 지원됨
참고   이 작업을 취소한 후에 다시 시도하려면 
먼저 VM이 변환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
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VM의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지원됨
참고   이 작업을 취소한 후에 다시 시도하려면 
먼저 VM이 변환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
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VM의 전원을 껐다
가 켭니다.

n 보고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된 정보를 보고서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보내면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 표시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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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모든 데이터를 내보낼지 또는 현재 필터링된 데이터만 내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그러면 페이지 상단에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서 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완료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주의   Microsoft Azure의 포드가 2552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에 있는 경우 더 큰 보고서에 대한 프로
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n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보고서가 컴파일되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
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n 준비가 완료되면 다른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보고서가 생성됨 메시지와 다운로드 버튼이 표시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이 대화상자를 닫기 전에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
운로드가 완료되기 전에 이 파일을 닫으면 다운로드가 취소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많은 수의 활동 레코드가 있는 경
우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최대 10분까지 대기할 수 있을 때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
다.

[사용자 활동] 페이지
[사용자 활동] 페이지에는 할당에서 제공하는 세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등과 같은 사용자 작업으로 인한 VDI 

데스크톱 할당의 활동이 표시됩니다.

보고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된 정보를 보고서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보내면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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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모든 데이터를 내보낼지 또는 현재 필터링된 데이터만 내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러면 페이지 상단에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
고서] 탭에서 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완료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
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주의   Microsoft Azure의 포드가 2552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에 있는 경우 더 큰 보고서에 대한 프로세스
는 다음과 같습니다.

n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보고서가 컴파일되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
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n 준비가 완료되면 다른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보고서가 생성됨 메시지와 다운로드 버튼이 표시됩니다. 다
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이 대화상자를 닫기 전에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운로드
가 완료되기 전에 이 파일을 닫으면 다운로드가 취소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많은 수의 활동 레코드가 있는 경우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최대 10분까지 대기할 수 있을 때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Workspace ONE UEM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
드에서 전용 VDI 데스크톱 관리
Workspace ONE UEM을 사용하여 Windows 10 물리적 PC를 관리하는 경우 Horizon Cloud 포드의 
Windows 10 전용 VDI 데스크톱을 관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은 Windows 10 물리적 및 
가상 데스크톱에서 2일차 작업을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전용 VDI 데스크톱을 Workspace ONE UEM에 등록하려면 명령줄 등록을 사용하여 Windows 

10 온보딩: VMware Workspace ONE 작동 자습서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사용자가 전용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면 Workspace ONE UEM은 해당 데스크톱을 등록합니다. 이때 사용
자 데스크톱을 할당 취소하는 옵션을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데스크톱을 할당 취소할 경우 Horizon Cloud에서는 
Workspace ONE UEM에서 디바이스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orkspace ONE UEM 관리 콘솔에 로그
인하고 등록된 디바이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Workspace ONE UEM에서 디바이스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디바이
스는 원래 사용자에 등록된 상태로 남아 있고 다른 사용자에게 데스크톱을 할당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현재 Horizon Cloud 환경에서 구성된 할당 보기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왼쪽 탐색 모음에서 할당을 사용하여 현재 Horizon Cloud 환경에 구성된 모든 
할당의 개요 또는 상세 보기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할당을 클릭하여 개별 할당의 세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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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할당 유형에 대해 할당의 하이퍼링크 이름을 클릭하여 해당 할당에 사용되는 개별 
자산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팁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다. 콘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그룹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형, 테넌트
의 지역별 클라우드부 및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당 유형 설명
세션 기반 데스크톱 데스크톱 할당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편집을 클릭하여 특정 속성을 업데이트

합니다.

연결된 RDSH 팜에 대한 링크를 클릭하여 팜의 개별 데스크톱 세션, 시스템 및 사용자 활
동에 대한 정보로 이동한 후 팜의 RDSH VM에 대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 애플리케이션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편집을 클릭하여 특정 속성을 업데
이트합니다.

연결된 RDSH 팜에 대한 링크를 클릭하여 팜의 개별 세션, 시스템 및 사용자 활동에 대한 
정보로 이동한 후 팜의 RDSH VM에 대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작업을 
사용하여 특정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편집을 클릭하여 특정 속성을 업데이트합
니다.

VDI 데스크톱 데스크톱 할당의 세부 정보를 보고 데스크톱, 시스템 활동 또는 사용자 활동을 클릭하여 해
당 페이지의 정보를 보거나 가상 데스크톱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요약] 페이지는 할당에 대한 정의 정보, 데스크톱이 생성된 이미지의 이름, 할당된 사
용자 목록을 제공합니다.

n [데스크톱] 페이지는 데스크톱 할당의 일부로 생성된 개별 데스크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 따라 개별 데스크톱에 대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스크톱 페이지에서 데스크톱 할당의 개별 데스크톱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n 시스템 활동 및 사용자 활동 페이지는 지정된 시간 동안 해당 할당에 대한 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VDI 데스크톱 할당이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이 1101보다 낮은 Microsoft Azure 포
드에서 생성되면 할당이 이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에서 Windows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를 상속했어도 라이센스 유형 필드에 라이센스 없음이 표시됩니다. 편집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편집 창에 Windows 클라이언트 라이센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표시됩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할당 편집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 있는 할당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할당을 클릭
하여 변경하려는 할당을 찾을 적절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특정 속성은 할당 유형에 따라 다릅니
다. 

중요   App Volumes 할당을 편집하기 전에 Microsoft Azure의 모든 포드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App 

Volumes 할당은 테넌트 수준 리소스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모든 포드에 전파됩니다. 포드가 비정상이면 할당
이 오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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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콘솔에서 할당을 클릭합니다.

2 변경하려는 할당 유형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3 편집할 할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해당 할당 유형의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4 마법사를 계속 진행하여 변경을 수행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마법사의 필드를 채우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려면 편집하려는 할당 유형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
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항목은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할당 관리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할당 삭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할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할당을 클릭하고 표시된 옵
션을 사용하여 할당이 나열되는 해당 할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삭제하려는 할당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특정 
[할당]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에 따라 제거 또는 삭제 작업을 사용하여 해당 할당을 삭제합니다. 삭제 작
업은 일반적으로 자세히 메뉴 아래에 있습니다(자세히 > 삭제).

환경에서 할당을 삭제하는 특정 단계는 할당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는 할당이 나열된 해당 콘솔 페이
지로 이미 이동했을 때 할당에 대해 수행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팁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다. 콘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그룹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형, 테넌트
의 지역별 클라우드부 및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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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유형 세부 정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할당을 선택하고 자세히 > 삭제를 클릭합니다. 삭제를 확인하면 시스템에서 데스크톱 VM의 삭제를 시작합니

다.

[활동] 페이지를 사용하여 삭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데스크톱 VM을 삭제할 때 
모든 VM을 중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여 삭제 프로세스 중에 새로운 최종 사용자 연결을 방지합니
다. 기존 최종 사용자 연결이 있는 데스크톱 VM의 경우 콘솔에 해당 세션이 종료된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연결된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에는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   할당 [데스크톱] 탭에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VM을 수동으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수동으로 데스크톱 VM을 삭제할 때 시스템의 전원 관리 기능은 삭제된 데스
크톱 VM을 대신할 새 데스크톱 VM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데스크톱 VM

을 제거하려면 항상 최소 데스크톱 수 및 최대 데스크톱 수 값을 편집하십시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할당] 페이지의 오프라인으로 전환 버튼을 사용하여 할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할당을 오프라인
으로 전환하면 다음 단계 동안 인스턴스를 삭제할 때 시스템의 전원 관리 기능이 새 데스크톱 VM을 자
동으로 생성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2 할당의 데스크톱 VM을 모두 삭제합니다. 할당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한 후 [데스크톱] 탭을 클릭하
고 모든 데스크톱 VM을 선택한 후 자세히 > 삭제를 클릭하고 대화상자의 할당 크기 줄이기 섹션에서 예
를 선택한 후 삭제를 확인합니다.

참고   로그인한 사용자 세션이 있는 데스크톱 VM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로그오프 작업을 사용한 후 데
스크톱 VM을 삭제합니다.

3 [활동] 페이지를 사용하여 삭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데스크톱 VM이 삭제되고 모든 작업이 완
료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스크톱 VM이 0이어도 시스템의 레코드를 완전히 업데이트하
기 위한 추가 작업이 여전히 실행 중일 수도 있으므로 할당의 크기를 0으로 표시하는 콘솔 페이지에 의
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실행 중인 작업으로 인해 해당 작업이 모두 수행될 때까지 콘솔 페이지에서 할
당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데스크톱의 수에 따라 모든 데스크톱을 삭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
습니다.

4 모든 데스크톱 VM이 삭제되고 할당 용량이 0으로 보고되면 해당 할당을 선택하고 자세히 > 삭제를 클
릭하여 할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세션 데스크톱 할당 할당을 선택하고 자세히 > 삭제를 클릭합니다. 세션 데스크톱 할당은 사용자에게 팜의 RDSH VM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할당 유형을 삭제할 때 실제로 VM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할당 레
코드가 시스템에서 제거됩니다.

n App Volumes 애플리
케이션 할당

n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
당

n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할당

할당을 선택하고 해당 할당 목록 페이지에 대해 콘솔에서 제공하는 항목에 따라 제거 또는 삭제 작업을 사용
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 크기 조정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최대 데스크톱 수 값을 사용하여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초기 용량을 할당합니
다. 사용자 수가 바뀌면 VDI 데스크톱 할당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게 데스크톱 VM을 더 추가하여 VDI 데스크톱 할당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484



용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VDI 데스크톱 할당을 축소하여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환경의 용량을 
비울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특정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VM에 더 이상 액세스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용량을 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해당 용량을 줄이려면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의 [데스크톱] 탭에서 데스크
톱 VM을 삭제해야 합니다. 최대 데스크톱 수 값을 줄여 기존의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 확장
VDI 데스크톱 할당에 VDI 데스크톱 VM을 추가하여 VDI 데스크톱 할당의 용량을 늘립니다. 최대 데스크톱 수 값
을 늘리려면 VDI 데스크톱 할당(플로팅 또는 전용)을 편집하여 데스트톱 VM을 추가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하는 방법은 Horizon Cloud 환경에서 할당 편집을 참조하십시
오. 포드에서 VDI 데스크톱에 대한 확장 제한까지 할당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더 큰 새 최대 데스크톱 수 값과 일치하도록 새 데스크톱 VM을 생성합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및 [활동] 탭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Horizon Cloud 환경에서 구성된 할당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VDI 데스크톱 할당 축소
VDI 데스크톱 할당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VDI 데스크톱 할당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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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I 데스크톱 할당 유형 설명
플로팅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용량을 줄이려면 할당을 편집하고 최대 데스크톱 수 값을 더 작은 새 값

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사항을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할당의 합계와 새 값이 일치할 때까지 사용 중이지 
않은 VDI 데스크톱 VM을 삭제합니다.

현재 로그인된 최종 사용자로 인해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데스크톱 VM에 대한 연결 해제된 세션이 있
기 때문에 새로 요청된 수가 사용 중이지 않은 데스크톱 VM의 수보다 작은 경우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를 금지하고 콘솔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상황에서 할당을 축소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 또
는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할당을 다시 편집하고 다른 최대 데스크톱 수 값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 중이지 않은 데스크톱을 제
거합니다.

n 할당을 편집하여 최대 데스크톱 수 값을 줄이기 전에 사용자가 사용 중인 데스크톱에서 완전히 로
그오프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강제로 로그오프합니다. 데스크톱을 선택하고 ... > 로그오프를 클릭
하여 할당의 데스크톱에서 강제로 로그오프할 수 있습니다.

전용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턴스는 할당의 데스크톱에 처음 연결할 때 특정 최종 사용자
에게 매핑되므로 시스템에서 최대 데스크톱 수 값을 변경하여 할당의 용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수를 줄이면 총수 중에서 어떤 특정 데스크톱 인스턴스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 시스템이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크기를 줄이려면 할당의 데스크톱 탭에서 명시적으로 데스크톱을 삭제해야 
합니다. 해당 탭에서 삭제할 데스크톱의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 > 삭제를 클릭한 후 삭제를 확
인합니다. 사용자에게 할당된 VDI 데스크톱과 할당되지 않은 VDI 데스크톱을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
다.

1 [할당] 페이지의 오프라인으로 전환 버튼을 사용하여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오프라인으로 전
환합니다. 할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면 일부 데스크톱을 삭제할 때 시스템의 전원 관리 기능이 
새 데스크톱 VM을 자동으로 생성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2 삭제하려는 데스크톱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 > 삭제를 클릭한 후 대화상자의 '할당 크기 줄이
기'에서 예를 선택하고 삭제를 확인합니다.

3 시스템에서 데스크톱 삭제를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전환 버튼을 사용하여 할당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시스템에서 선택한 VDI 데스크톱의 삭제를 완료하면 할당의 크기가 원래 최대 데스크톱 수 값에서 삭
제한 데스크톱 수를 뺀 값과 일치하는 수로 자동 감소합니다.

참고   [데스크톱] 탭에 활성 또는 연결 해제된 세션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데스크톱은 삭제할 수 없
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완전히 로그오프해야만 해당 데스크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전체 용량을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이미 사용자에게 매핑된 데스크톱을 다
른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경우 할당의 [데스크톱] 탭에서 데스크톱을 선택하고 … > 할당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데스크톱을 다른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VDI 데스크톱 할
당의 VM 모델 변경
기존 전용 또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Microsoft Azure VM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
용하면 혼합된 VM 모델이 있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가 프로비저닝한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VDI 데스크톱 
할당에 초기 모델을 할당합니다. 사용자 요구 사항이 변경되면 할당을 편집하여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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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을 편집하는 동안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할당 편집 마법사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단계는 
Horizon Cloud 환경에서 할당 편집의 내용을 참조하고 다양한 유형의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특정 단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할당 관리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1 데스크톱 할당 편집 마법사에서 모델 메뉴로 이동합니다.

콘솔의 모드 메뉴 옆에 연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강조 표시된 연필 아이콘은 모델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나타냅
니다. 이 아이콘이 비활성화된 경우(회색)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상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할당이 다중 클라우드 할당이고 지원되지 않는 포드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 연필 아이콘이 비활
성화되고 해당 상태 메시지에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림 6-3. 비활성 연필 아이콘이 있는 모델 메뉴

그림 6-4. 강조 표시된 연필 아이콘이 있는 모델 메뉴

2 새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필드를 표시하려면 활성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필터 및 새 모델 메뉴가 나타납니다.

3 필요에 따라 필터 메뉴를 사용한 다음, 새 모델 메뉴를 사용하여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할 새 모델을 선택
합니다.

필터 옵션 사용에 대한 지침은 이 항목의 앞부분에서 참조된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에 대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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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선택한 사용자로 VDI 데스크톱 할당의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할당] 페이지에서 [모델] 열에는 
현재 모델이 표시됩니다. 디스크 유형 및 크기 세부 정보에 대한 모델 정보 위로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참고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하는 동안 VM 모델을 변경하면 기존 데스크톱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향
후 전용 데스크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 -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특정 VDI 데스크톱 크기 조
정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이미 있는 특정 개별 VDI 데스크톱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서비스 릴리스 2204부터 할당된 기존 전용 VDI 데스크톱을 편집하여 해당 VM 모델, 디스크 크기 및 디스크 유형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포드에서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사용됩니다.

n 이미 할당된 데스크톱에서 일부 할당의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의 VM 구성과 다른 CPU, 메모리 또는 디스크 
유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n VDI 전용 할당 자체가 VM 모델과 디스크 유형 및 크기를 사용하고, 기존 데스크톱이 있는 경우 할당 자체가 
나중에 다른 VM 모델 또는 다른 디스크 유형이나 디스크 크기를 사용하도록 편집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서 기존 데스크톱은 할당의 새 VM 구성과 일치하도록 해당 데스크톱을 개별적으로 편집할 때까지 할당의 원
래 VM 모델 또는 디스크 구성을 사용합니다.

이 기능에 대한 참고 사항:

n 특정 VDI 데스크톱을 편집한다는 것은 해당 데스크톱의 기본 가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Azure VM 모델, 디스
크 크기 또는 디스크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n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의 특정 데스크톱을 편집한 후에는 해당 데스크톱이 상주하는 전체 할당이 혼합된 할
당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n 전체 할당은 지정된 VM 설정을 계속 사용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해당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수
를 늘리면 할당 확장에서 생성된 모든 새 VDI 데스크톱이 할당의 VM 설정을 수신합니다.

n 이 기능은 단일 세션 Windows 10 및 Windows 11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됩니다.

n Windows 7 및 다중 세션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for Microsoft Azure 배포에서는 다중 세션 Windows 운영 체제가 팜에서 사용됩니다. 이 기능은 VDI 전
용 데스크톱 할당의 컨텍스트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 세션 시스템은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 세션 시스템에 대해 이 기능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n 이 기능과 함께 ZRS 디스크 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ZRS(Zone Redundant 

Storage) 옵션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서 제한된 미리보기로 표시됩니다. ZRS 디스크 유형으로 구
성된 데스크톱 편집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 ZRS 디스크 유형에서 ZRS 디스크 유형으로 전환하도록 데스크
톱을 편집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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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콘솔에서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탭에 있는 모델 열에 할당의 데스크톱에 사용되는 Azure VM 

모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델 열에서 다른 데스크톱과는 다른 VM 모델을 사용하는 개별 데스크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VDI 데스크톱에서 편집 작업을 사용하려면 먼저 VDI 데스크톱의 전원이 꺼진 상태여야 합니다.

할당의 전원 관리 정책이 VDI 데스크톱의 전원을 끄는 기능을 방지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데스크톱의 전원을 켜
도록 전원 관리 정책을 설정한 경우 편집하기 위해 VDI 데스크톱의 전원을 끄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원을 다시 
켜려고 시도합니다. 필요한 경우 VDI 데스크톱의 전원을 끄고 편집할 수 있도록 전원 관리 정책을 일시적으로 조
정합니다. 그런 다음, 데스크톱을 업데이트하는 시스템 활동이 완료되면 할당의 전원 관리 정책을 이전 상태로 되
돌립니다.

절차
1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데스크톱이 상주하는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의 세부 정보로 이동하고 해

당 데스크톱 탭을 선택합니다.

2 데스크톱이 아직 꺼져 있지 않은 경우 전원을 끕니다.

3 전원이 꺼진 데스크톱을 선택하고 추가 > 편집을 클릭합니다.

4 새 VM 모델을 선택하거나 디스크 유형 또는 크기를 변경합니다.

참고   ZRS 디스크 유형은 현재 이 기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ZRS 유형 선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편집을 위해 VDI 데스크톱의 전원을 끌 수 있도록 전원 관리 정책을 일시적으로 조정한 경우 할당의 전원 관리 정
책을 이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디스크 크기를 늘리려면 데스크톱의 기본 VM에서 게스트 OS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디스크 크기가 증가한 경우 필요한 관리자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단일 포드 브로커 - 전용 데스크톱 할당 간에 VM 마이그레이션
이 문서에서는 하나 이상의 VM(가상 시스템)을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다른 데스크톱 할당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각 VM의 이름, 구성 및 사용자 데이터를 보존하고 원래 사용자 사용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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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할당에서 대상 할당으로 복사합니다. VM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에서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지원됩니다.

주의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하여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처럼 기능에 대한 액세스 가용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담당자
에게 요청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VM 마이그레이션 기능 소개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면 각 VM의 이름, 구성, 사용자 데이터 및 사용자 사용 권한을 유지하면서 VM을 소스 
할당에서 대상 할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스 및 대상 모두 전용 데스크톱 할당이어야 합니다. 단일 마이그레
이션 작업에서 한 번에 최대 50개의 VM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활동] 

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마이그레이션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려면 VM이 이 문서 이후의 "사전 요구 사항" 섹션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VM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중에는 소스 및 대상 할당에 대해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쓰기 작업의 예로는 할
당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VM의 전원을 끄고 켜는 작업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15~30분이 걸리지만 관련된 VM 수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
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결과 및 수정 이해
VM은 Azure 리소스 그룹에 상주하는 여러 리소스로 구성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VM과 
연결된 모든 리소스를 대상 할당의 해당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VM의 리소스 중 일부가 대상 할당으로 
이동하지만 나머지 리소스는 소스 할당 뒤에 남아 있는 경우 해당 VM은 부분적으로 마이그레이션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면 다음 결과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성공 - 모든 VM과 연결된 모든 Azure 리소스가 대상 리소스로 이동되었습니다.

n 오류 - 작업이 실패했으며 VM이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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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부분적으로 성공 - 해당 작업으로 인해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n 일부 VM이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되었지만 다른 VM은 실패했습니다.

n 하나 이상의 VM이 부분적으로만 마이그레이션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마이그레이션된 VM은 일부 
Azure 리소스가 소스 할당에 여전히 남아 있는 VM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부분적으로 성공한 경우 적용 가능한 VM에서 수정 작업을 사용하여 완료되지 않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수정 작업은 아직 소스 할당에 남아 있는 VM의 Azure 리소스를 찾아서 대상 할당으
로 이동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데스크톱 할당 간의 VM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려면 시스템 환경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 소스 및 대상 할당은 모두 전용 데스크톱 할당이어야 합니다.

n 소스 및 대상 할당은 모두 Microsoft Azure의 동일한 Horizon Cloud 포드에 상주해야 합니다.

n 최소한 포드는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v2111 릴리스에서 처음 사용할 수 있게 된 포드 매니페스
트 버전을 실행해야 합니다.

n 소스 및 대상 할당의 모든 세션에서 모든 사용자가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n 소스 또는 대상 할당의 VM에서 실행 중인 작업이 없습니다.

n VM은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 할당과 도메인, OU 및 그래픽 설정이 동일해야 합니다.

절차
1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이 나열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할당] 페이지에서 마이그레이션할 VM이 포함된 소스 할당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데스크톱 탭을 클릭
합니다.

[데스크톱] 페이지에는 소스 할당에 속하는 VM이 나열됩니다.

3 목록에서 VM을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더 보기 > VM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지정하기 위한 컨트롤이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4 할당 이름 텍스트 상자에서 선택한 VM을 이동할 대상 할당의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표시되
는 적격 할당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대상 할당을 선택합니다.

5 마이그레이션을 클릭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콘솔에 마이그레이션 요청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중에는 소스 및 대상 할당에 대한 구성을 변경하거나 VM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6 마이그레이션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려면 모니터링 > 활동 > 관리자로 이동합니다.

활동 목록의 각 행은 영향을 받는 모든 VM에 집합적으로 적용되므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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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일반적으로 완료하는 데 15~30분이 걸리지만 선택한 VM 수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
습니다.

7 마이그레이션 결과를 보려면 [할당]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목록에서 대상 할당을 선택하고 데스크톱 탭을 클릭
한 후 선택한 모든 VM이 준비 상태로 목록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선택한 VM 중 일부가 대상 할당 아래에 준비 상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마이그레이션이 오류를 나타내며 
실패했거나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표시에는 다음이 포
함될 수 있습니다.

n 선택한 VM이 대상 할당에서 누락되었거나 오류 상태로 표시됩니다.

n 선택한 VM이 소스 할당 아래에 계속 표시됩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한 마이그레이션을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8 마이그레이션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결 작업 중 하나를 시도합니다.

n 마이그레이션이 오류를 나타내며 실패한 경우 이 절차의 3단계로 돌아가 마이그레이션 시도를 반복합니
다.

n 마이그레이션이 부분적으로 성공하면 오류 상태와 함께 대상 할당에 표시되는 적격 VM을 선택하고 자세
히 > 수정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소스 할당으로 이동하고 오류 상태가 있는 적격 VM을 선택한 뒤 더 보기 
> 검색을 선택합니다.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삭제 방지 또는 삭제 허용
할당 페이지의 설정을 사용하여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VM 삭제를 방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방지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데스크톱 VM 삭제 요청을 모두 거부합니다. 다음 옵
션을 사용하여 VM 삭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n 삭제 보호 -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을 참조하십시
오.

n 최대 데스크톱 삭제 - 전용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이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삭제 방지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새 이미지를 지정하는 경우, 할당 취소된 모든 
데스크톱 VM을 새 이미지로 다시 빌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삭제 방지를 비활성화하고 삭제 설정을 변경합니다.

삭제 방지
1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할당에 대한 옵션이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2 자세히 > 삭제 방지를 클릭합니다.

할당 삭제를 방지할지 확인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계속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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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삭제 허용
1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할당에 대한 옵션이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2 자세히 > 삭제 허용을 클릭합니다.

할당 삭제를 허용할지 확인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3 계속을 클릭합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VDI 데스크톱 정보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 배포된 모든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포드의 리소스 그룹에 템플릿으로 사용
할 수 있는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도 생성됩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제공하는 VDI 

데스크톱에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추가 포트를 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에서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는 Azure VNet(Virtual Networks)에 연결된 리소스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NSG는 해당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보안 규칙을 정의합니다. 

NSG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네트워크 보
안 그룹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포드가 Microsoft Azure에 배포되는 경우 vmw-hcs-podID-nsg-template라는 NSG가 이 포
드의 vmw-hcs-podID라는 동일한 리소스 그룹에 생성됩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 ID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포드 ID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이 적용됩니다.

n Microsoft Azure는 NSG 생성 시 각 NSG에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생성되는 모든 NSG

에서 Microsoft Azure는 우선 순위 65000 이상에서 일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러
한 Microsoft Azure 기본 규칙은 사용자 또는 시스템이 Microsoft Azure에서 NSG를 생성할 때 
Microsoft Azure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이 설명서 항목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Horizon Cloud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기본 보안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 배포자에서는 포드 템플릿 NSG에 다음과 같은 인바운드 보안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러
한 기본 인바운드 보안 규칙은 Blast와 PCOIP 및 USB 리디렉션을 사용하여 해당 VDI 데스크톱에 대한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표 6-5. 포드 템플릿 NSG의 Horizon Cloud 포드 배포자에서 생성된 인바운드 보안 규칙
우선 순
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1000 AllowBlastUdpIn 22443 UDP 인터넷 임의 허용
1100 AllowBlastTcpIn 22443 TCP 인터넷 임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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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포드 템플릿 NSG의 Horizon Cloud 포드 배포자에서 생성된 인바운드 보안 규칙 (계속)

우선 순
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1200 AllowPcoipTcpIn 4172 TCP 인터넷 임의 허용
1300 AllowPcoipUdpIn 4172 UDP 인터넷 임의 허용
1400 AllowTcpSideChannelIn 9427 TCP 인터넷 임의 허용
1500 AllowUsbRedirectionIn 32111 TCP 인터넷 임의 허용

이 템플릿 NSG 외에도, VDI 데스크톱 할당이 생성될 때 시스템에서는 템플릿 NSG를 복사하여 해당 할당의 데스
크톱 풀에 대한 NSG를 생성합니다. 모든 VDI 데스크톱 할당의 풀에는 템플릿 NSG의 복사본인 자체 NSG가 있습
니다. 풀의 NSG는 해당 풀의 VDI 데스크톱 VM(가상 시스템)에 대한 NIC에 할당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VDI 데
스크톱 풀은 포드의 템플릿 NSG에 구성된 대로 동일한 기본 보안 규칙을 사용합니다.

템플릿 NSG 및 VDI 데스크톱 할당별 NSG를 둘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추
가 포트를 열어 두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VDI 데스크톱에 있는 경우 해당 포트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도
록 해당 VDI 데스크톱 할당 풀의 NSG를 수정합니다. 동일한 포트를 열어 두어야 하는 여러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려는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간단한 방법은 해당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기 전에 템플릿 
NSG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중요   기본 템플릿을 수정하려면 먼저 사본을 만든 후 수정합니다. 원래 기본 설정으로 복원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서 사본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 - VDI 데스크톱 할당, 팜, 게시 이미지 및 기본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포드 연결 VM(기본 VM, 게시된 이미지, 팜 호스트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는 수명 주기의 특정 시점에 
VMware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습니다. VMware는 새 기능 및 버그 수정을 포함하도록 사용 가
능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환경에 맞게 아래 항목의 단계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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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VM, 게시된 이미지, 팜 호스트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
니다.

중요   시스템의 Update Manager 작업은 이미지 또는 할당이 해당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후보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실행됩니다. 일별 작업이 실행되는 시간 사이에 해당 이미지 또
는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면 다음번에 일별 작업이 실행될 때까지 Horizon Cloud 관리 
콘솔에서의 상태가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 시스템에서 Horizon Agents Installer를 
수동으로 실행하여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GPO를 실행하여 최신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
동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예시:

1 Update Manager 작업이 스케줄링된 일별 시간에 실행되고 이미지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
다는 사실이 콘솔에 표시됩니다.

2 GPO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인스턴스를 최신 에이전트로 업데이트합니다.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경우 콘솔은 이미지에 파란색 점을 
표시하여 스케줄링된 Update Manager의 다음 작업 실행까지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
다.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정보
2019년 7월 Horizon Cloud 릴리스부터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의 설치는 
Horizon Agents Installer에 통합됩니다. Horizon Agents Installer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n [가상 머신 가져오기]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거나 수동으로 이미지 VM을 생성하여 가져올 때 새 이미지 VM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하면 Horizon Agents Installer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 에이
전트를 설치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 해
당 단계의 일부로 Horizon Agents Installer를 다운로드한 후 실행합니다.

n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를 실행할 때 기존 이미지 VM 및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에이전트 관련 소
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Horizon Agents Installer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 설치된 에이전트를 업데
이트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이미지 VM 또는 데스크톱 VM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를 실행한 후에 업데이
트된 VM에 있는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파일의 설치 경로는 VM에 대한 원래 에이전트 
설치가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 실행 이전에 버전 19.2 이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이미지 VM이 원래 데스크톱 가져오기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
이 경우, 기본적으로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특
정 설치 파일 경로는 기본 이미지 VM이 19.2 버전의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부터 생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
라집니다.

n 이미지 VM이 매니페스트 1493 이후 포드에 새로 생성된 경우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설치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VMware\Horizon Agents\User 
Environment입니다. 이후에 해당 VM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경우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VMware\Horizon Agents\User Environment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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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미지 VM이 1493 이전 매니페스트 포드에 생성된 경우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설치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Immidio\Flex Profiles입니다. 이후에 해당 VM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경우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Immidio\Flex 
Profiles로 유지됩니다.

기본 이미지 VM이 처음에 Microsoft Azure에서 수동으로 생성된 경우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설치 파일 경로는 수동으로 생성된 해당 VM에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를 설치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n 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 19.2를 사용하여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
전트를 설치한 경우,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설치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VMware\Horizon Agents\User Environment입니다. 이후에 해당 VM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경우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VMware\Horizon 
Agents\User Environment로 유지됩니다.

n 별도의 독립 실행형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를 설치한 경우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설치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Immidio\Flex Profiles입니다. 이후에 해당 
VM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경우 파일 경로는 C:\Program 
Files\Immidio\Flex Profiles로 유지됩니다.

또한 기본 이미지 VM이 처음에 Microsoft Azure에서 수동으로 생성되고 해당 시점에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 중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는 경우 에이전트 업데이트 마법사의 명령줄 단계에서 명령줄 인수 ADDLOCAL=UEM을 사용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RDSH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현재 팜에 사용 중인 RDSH 이미지에 설치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이미지에 대해 에
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팜을 편집합니다.

시스템의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n 시스템은 VMware CDS(구성 요소 다운로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배포 네트워크와 정기적으로 연결하여 새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시스템은 해
당 버전을 Horizon Cloud 포드에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n 새 버전이 다운로드되면 이전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관
리 콘솔에 반영됩니다. 새 버전 이전 수준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는 이미지에 대해 시각적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n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 동안 다음이 수행됩니다.

n 시스템에서 선택한 이미지의 VM(가상 시스템) 전원을 켜고, 전원이 켜진 이미지에서 중복 VM을 복제한 
후 선택한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로 변환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원래의 게시된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 프로
세스 중에 콘솔에 표시되는 선택된 이미지 상태가 [게시됨]에서 [전환 중]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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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중복된 VM에 있으면 시스템이 해당 VM의 전원을 켜고, 마법사에서 선택한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사용하
여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 해당 중복 VM에 대해 이미지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실행
하여 게시합니다.

n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끝나면, 원본 이미지 및 복제본이 나열되고 중복 이미지에 업데이트된 에이전
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요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끝나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클릭할 때 선택한 RDSH 이미지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을 때의 상태, 즉 원래 에이전트 버전 수준을 유지합니다. 복제된 새 이미지는 선택한 업데이트 수준의 에이
전트 소프트웨어를 가지게 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원본에서 복제된 새로운 할당 가능 이미지가 생성되어 에이전트 관련 소
프트웨어가 마법사에 지정한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는 원본 이미지를 자동으로 복
제하여 새 VM을 만들고, 지정된 수준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당 VM에 설치한 다음, 해당 VM을 할당 가
능(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시스템은 원본 이미지 이름에 대시 및 숫자를 추가해서 새 이미지의 이름으로 사
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이미지의 이름이 SalesGold인 경우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SalesGold-2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두 이미지가 콘솔에 함께 표시됩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pat2016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가장 최근의 사용 가능
한 업데이트 버전을 선택한 후에 2개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 원본 이미지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옆에 파란색 점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pat2016-1 이미지는 업데이트 수준의 에이전트 소프트
웨어를 포함하고, 시스템에는 더 새로운 버전의 업데이트가 없으므로, pat2016-1 이미지 옆에는 파란색 점이 없습
니다.

절차
1 인벤토리를 클릭하고 RDSH 이미지가 나열된 이미지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이미지의 이름 옆에 파란색 점이 표시됩니다. 파란색 점 위로 마우스
를 가져가면 해당 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나타내는 팝업이 표시
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pat2016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파란색 점 위로 커서를 가져가면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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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데이트하려는 이미지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4 소프트웨어 단계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업데이트 버전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선택 사항) 명령줄 단계에서 이미지에 대한 이 업데이트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명령줄 옵션을 추가합니다.

마법사에는 지정한 업데이트에 대해 명령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제출을 클릭합니다.

n 페이지 상단에 업데이트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 시스템은 원본 이미지의 클론 VM(가상 시스템)을 생성한 후 해당 클론 이미지에서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
소를 업데이트합니다. 클론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면 시스템은 데스크톱으로 변환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게
시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모니터 > 활동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24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실패 상태로 표시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 새 복제 이미지, 즉 업데이트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가진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팜을 편집하여 원본 이미지

를 사용하는 팜을 업데이트합니다. 팜에 대해 편집 작업을 사용하고, 열리는 윈도우에서 이미지 필드를 찾고, 

새 중복 이미지를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498



n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던 팜을 업데이트한 후, 원본 이미지가 조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나열된 페이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다른 관리자가 하위 수준 에이전트가 있는 이미
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본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는 데스크톱 VM에 설치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할
당에서 사용 중인 이미지를 업데이트한 후 할당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면 전용 VDI 할당의 할당
되지 않은 데스크톱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할당된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절차
1 할당에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이 많이 있는 경우 할당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할당을 편집하여 Horizon Cloud 포드 -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설명된 대로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에 대한 불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피할 수 있습
니다. 아래 두 번째 단계를 사용하여 모든 데스크톱을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이미지를 곧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에 해당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   이미지 업데이트를 마치고 할당을 편집하여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할
당되지 않은 모든 데스크톱이 새로 고쳐졌고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할당 페이지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
당용 개별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설명된 대로 할당 수준 또는 개별 데스크톱 수준에
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에 설
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합니다. 

이 절차는 할당에 있는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을 업데이트합니다.

시스템의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n 시스템은 VMware CDS(구성 요소 다운로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배포 네트워크와 정기적으로 연결하여 새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해당 버전
이 Horizon Cloud 포드에 다운로드됩니다.

n 새 버전이 다운로드되면 업데이트하기 적합한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관리 콘솔에 반영됩니
다. 최신 버전 이전 수준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는 이미지에는 시각적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n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 동안 다음이 수행됩니다.

n 시스템에서 선택한 이미지의 전원을 켜고, 전원이 켜진 이미지에서 중복된 VM(가상 시스템)을 복제한 후 
선택한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로 변환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원래의 게시된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 프로세
스 중에 콘솔에 표시되는 이미지 상태가 [게시됨]에서 [전환 중]으로 변경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499



n 중복된 VM에 있으면 시스템이 해당 VM의 전원을 켜고, 마법사에서 선택한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사용하
여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 해당 중복 VM에 대해 이미지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실행
하여 게시합니다.

n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끝나면, 원본 이미지 및 복제본이 나열되고 중복 이미지에는 업데이트된 에이
전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요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끝나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클릭할 때 선택한 이미지는 프로세스를 시작했
을 때의 상태, 즉 원래 에이전트 버전 수준을 유지합니다. 복제된 새 이미지는 선택한 업데이트 수준의 에이전트 소
프트웨어를 가지게 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원본에서 복제된 새로운 할당 가능 이미지가 생성되어 에이전트 관련 소
프트웨어가 마법사에 지정한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는 원본 이미지를 자동으로 복
제하여 새 VM을 만들고, 지정된 수준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당 VM에 설치한 다음, 해당 VM을 할당 가
능(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시스템은 원본 이미지 이름에 대시 및 숫자를 추가해서 새 이미지의 이름으로 사
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이미지의 이름이 SalesGold인 경우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SalesGold-2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두 이미지가 콘솔에 함께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가장 최근의 사용 가능한 업데이
트 버전을 선택한 후에 2개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 원본 이미지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옆에 파란색 점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다른 이미지는 업데이트 수준의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시스템에는 더 새로운 버전의 업데이트가 아직 없으므로, 해당 이미지 옆에는 파란색 점이 없습니다.

절차
1 인벤토리를 클릭하고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나열된 이미지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이미지의 이름 옆에 파란색 점이 표시됩니다. 파란색 점에 포인터를 
두면 해당 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나타내는 팝업 창이 표시됩니
다.

아래 스크린샷은 la24win10N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파란색 점 위에 포인터를 두면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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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데이트하려는 이미지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4 소프트웨어 단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하려는 업데이트 버전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선택 사항) 명령줄 단계에서 이미지에 대한 이 업데이트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명령줄 옵션을 추가합니다.

마법사에는 지정한 업데이트에 대해 명령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제출을 클릭합니다.

n 페이지 상단에 업데이트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 시스템은 원본 이미지의 클론 VM(가상 시스템)을 생성한 후 해당 클론 이미지에서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
소를 업데이트합니다. 클론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면 시스템은 데스크톱으로 변환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게
시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모니터 > 활동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24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실패 상태로 표시됩니다.

7 업데이트된 이미지에서 원하는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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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새 중복 이미지, 즉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하여 업데이트합니다. 할당에 대해 편집 작업을 사용하고, 열리는 윈도우에서 이미
지 필드를 찾고, 새 중복 이미지를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할당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환경에서 할당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9 할당되지 않은 모든 데스크톱이 이제 업데이트된 이미지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0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던 할당을 업데이트한 후, 원본 이미지가 조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나열된 페이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다른 관리자가 하위 수준 에이전트가 있는 이미
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본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할당] 페이지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을 사용하여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할당 페이지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할당] 페이지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할당 페이지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업데이트한 후 할당에서 할당된 데스크톱을 업데이트하려면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보다 세분화된 데스크톱 수준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용 개별 데스크
톱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절차는 보다 광범위하므로 할당 수준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Horizon Cloud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보려면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작동하는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러한 단계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적용됩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는 이러한 단계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에이전트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 플
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할당의 데스크톱 VM 중 하나에 전원 변경 작업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예정된 다른 활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관리자에게 이러한 데스크톱 VM 중 하나의 전원
을 수동으로 끄거나 켜지 않도록 알리고 이 할당에 구성된 전원 관리 스케줄로 인해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이 실
행되는 동안 데스크톱의 전원이 켜지거나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시스템에서 VM에 대한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
을 실행하는 동안 데스크톱 VM에서 전원 변경 작업이 수행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해당 데스크톱 VM

이 수동 복구가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할당을 편집하고 구성된 전원 관리 스케줄을 제거하여 전원 변경 작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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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할당을 클릭하여 [할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할당] 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이름 옆에 파란색 점이 표시됩니다. 파란
색 점을 가리키면 해당 할당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나타내는 팝업 상자
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la24dedsales라는 할당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를 보려면 파란색 점 위에 포인터를 놓습니다.

2 업데이트하려는 이미지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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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4 [소프트웨어] 단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하려는 업데이트 버전을 선택합니다.

참고   Microsoft Windows 7을 사용하는 할당의 경우 Horizon Agent Installer 20.3.x를 선택해야 합니
다.

5 (필수 사항)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VM 텍스트 상자에서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 전원이 켜지고 최종 사용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할당에 있는 데스크톱 VM의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중요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0을 입력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 동안 사용자가 데
스크톱 VM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VM 값을 지정해야 합니
다.

이 값은 시스템이 할당에 대해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스크톱 VM 수를 결정
합니다. 이 설정은 시스템에서 데스크톱이 업데이트되는 동안 소규모 풀에서 더 높은 비율의 데스크톱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므로 소수의 데스크톱이 있는 데스크톱 할당(30개 미만의 데스크톱이나 30의 배수(예: 60 또
는 90)에 해당하는 데스크톱)에 유용합니다. 예시를 보려면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
당에 작동하는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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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면 현재 업데이트 중인 VM의 일괄 처리에서 데스크톱 수가 조절됩니다. 할당이 
업데이트될 때 VM 일괄 처리가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업데이트할 남은 VM 수가 30

개보다 작아질 때까지 각 일괄 처리에 대해 VM 30개를 사용합니다. 이때, 최종 일괄 처리는 나머지 VM으로 
구성됩니다. VM 집합을 동시에 업데이트하더라도 VM을 완전히 업데이트하는 데 약 30~45분이 걸리므로 업
데이트가 진행 중인 해당 VM 집합을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옵션은 할당에 많은 데스크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스템의 일괄 처리당 최대 기본 VM 수인 30개가 할당의 
총 데스크톱 수에 비해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6 (선택 사항) 시스템이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거나(활성 또는 연결 해제된 세션) 충돌하는 작업이 실행 중인 데
스크톱을 건너뛰도록 하려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는 VM 건너뛰기 토글을 활성화합니다.

7 (선택 사항)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롤백 사본을 생성하도록 하고 이 사본을 7일 동안 
보존하려면 롤백 사용 토글을 활성화합니다. VM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하는 경우 7일 동안 해당 VM

에 대한 이전 에이전트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단계 끝에 나오는 "다음에 수행할 작
업"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롤백 기간이 기본적으로 7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VMware에서 이 설정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
니다.

8 (필수 사항) 실패 임계값에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중지되기 전에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해도 허용되는 VM

의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량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설정 > 일반 설정에 구성된 값입니다.

참고   실패한 VM 업데이트로 인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중지되면, 사용자가 설정한 임계값보다 많은 수의 실
패한 VM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중 포드 할당의 경우 시
스템이 할당별이 아니라 포드별로 임계값 설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선택 사항) 시스템이 건너뛴 모든 VM을 자동으로 재시도하도록 하려면 건너뛴 VM 재시도 토글을 활성화합
니다.

10 (선택 사항) 작업 시간 초과 필드에 시스템이 건너뛴 VM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계속 시도할 기간을 지정합니
다.

작업 시간 초과 필드는 시스템이 건너뛴 VM의 업데이트를 재시도하는 시간(분)을 설정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모든 할당의 데스크톱 VM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30분마다 시스템은 건너뛴 VM을 업데이트하
려고 합니다.

120분(2시간) ~ 1440분(24시간) 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720분(12시간)입니다.

11 다중 클라우드 할당의 경우 업데이트할 포드 선택에서 업데이트할 포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버
전이 2632보다 낮은 포드에는 해당 포드에 대해 롤백 및 실패 임계값이 지원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호버 텍스
트가 포함된 주의 아이콘이 포드 이름 옆에 표시됩니다.

12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선택 사항) 명령줄 단계에서 이미지에 대한 이 업데이트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명령줄 옵션을 추가합니다.

마법사에는 지정한 업데이트에 대해 명령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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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을 클릭합니다.

참고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위해 구성된 환경에서는 제출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요약] 페
이지를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결과
n 페이지 상단에 업데이트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 시스템은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에서 재부팅을 수행하고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VM에서 에이전
트 관련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합니다.

모니터링 > 활동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할당 - VDI 데스크톱] 페이지로 이동하여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나열된 VM의 세부 정보를 다운로드하려면 모니터링 > 활동을 선택하고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을 선택한 후 [요
약] 페이지에서 세부 정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VM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CSV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각 VM의 업그레
이드 상태를 사용하여 수행할 작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롤백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실패한 VM에 대한 할당 옆에 시각적 표시기가 나
타납니다.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의 데스크톱 탭에서 실패한 각 VM을 이전 에이전트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
다.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할당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실패로 인해 에이전트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데스크톱이 에이전트 재설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용 개별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다시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용 개별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업데이트한 후 할당에서 개별 데스크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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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광범위한 할당 수준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할당 페이
지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절차는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에이전트 소프트웨
어에서 업데이트하려는 대상을 하나 이상의 데스크톱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용으로Horizon Cloud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이 작동하는 방식의 개념 설명을 보려
면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작동하는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러한 단계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적용됩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는 이러한 단계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에이전트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 플
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할당의 데스크톱 VM 중 하나에 전원 변경 작업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예정된 다른 활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관리자에게 이러한 데스크톱 VM 중 하나의 전원
을 수동으로 끄거나 켜지 않도록 알리고 이 할당에 구성된 전원 관리 스케줄로 인해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이 실
행되는 동안 데스크톱의 전원이 켜지거나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시스템에서 VM에 대한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
을 실행하는 동안 데스크톱 VM에서 전원 변경 작업이 수행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해당 데스크톱 VM

이 수동 복구가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할당을 편집하고 구성된 전원 관리 스케줄을 제거하여 전원 변경 작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1 할당을 클릭하여 [할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할당] 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이름 옆에 파란색 점이 표시됩니다. 파란
색 점을 가리키면 해당 할당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나타내는 팝업 상자
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la24dedsales라는 할당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를 보려면 파란색 점 위에 포인터를 놓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507



2 대상으로 선택한 데스크톱을 포함하는 할당을 클릭합니다.

3 데스크톱 탭을 클릭합니다.

4 2개 이상의 포드가 있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의 경우 포드 드롭다운 선택기에서 적절한 포드를 선택합니다.

참고   포드 선택기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이 구성된 환경에서만 적용됩니다.

5 업데이트하려는 각 데스크톱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할당에 업데이트한 데스크톱이 포함된다면 이전 에이전트 버전을 기준으로 목록 필터링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이전 에이전트 버전은 업데이트 전에 실행한 데스크톱의 에이전트 버전을 나타냅니다. 이 필터링은 업데이
트에 적합한 데스크톱으로 목록의 범위를 좁힙니다.

다중 클라우드 할당의 경우 데스크톱 목록의 [에이전트 상태] 열에서 필터링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에이전트 >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업데이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508



7 [소프트웨어] 단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하려는 업데이트 버전을 선택합니다.

참고   Microsoft Windows 7을 사용하는 할당의 경우 Horizon Agent Installer 20.3.x를 선택해야 합니
다.

8 (선택 사항) 시스템이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거나(활성 또는 연결 해제된 세션) 충돌하는 작업이 실행 중인 데
스크톱을 건너뛰도록 하려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는 VM 건너뛰기 토글을 활성화합니다.

9 (선택 사항)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롤백 사본을 생성하도록 하고 이 사본을 7일 동안 
보존하려면 롤백 사용 토글을 활성화합니다. VM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하는 경우 7일 동안 해당 VM

에 대한 이전 에이전트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단계 끝에 나오는 "다음에 수행할 작
업"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롤백 기간이 기본적으로 7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VMware에서 이 설정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
니다.

10 (필수 사항) 실패 임계값에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중지되기 전에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해도 허용되는 VM

의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량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설정 > 일반 설정에 구성된 값입니다.

11 (선택 사항) 시스템이 건너뛴 모든 VM을 자동으로 재시도하도록 하려면 건너뛴 VM 재시도 토글을 활성화합
니다.

12 (선택 사항) 작업 시간 초과 필드에 시스템이 건너뛴 VM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계속 시도할 기간을 지정합니
다.

작업 시간 초과 필드는 시스템이 건너뛴 VM의 업데이트를 재시도하는 시간(분)을 설정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모든 할당의 데스크톱 VM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30분마다 시스템은 건너뛴 VM을 업데이트하
려고 합니다.

120분(2시간) ~ 1440분(24시간) 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720분(12시간)입니다.

13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선택 사항) 명령줄 단계에서 이미지에 대한 이 업데이트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명령줄 옵션을 추가합니다.

마법사에는 지정한 업데이트에 대해 명령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5 제출을 클릭합니다.

참고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위해 구성된 환경에서는 제출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요약] 페
이지를 검토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결과
n 페이지 상단에 업데이트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 시스템에서 전원이 켜진 데스크톱을 재부팅하고 데스크톱 VM의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합니다.

모니터링 > 활동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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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할당 - VDI 데스크톱] 페이지로 이동하여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나열된 VM의 세부 정보를 다운로드하려면 모니터링 > 활동을 선택하고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을 선택한 후 [요
약] 페이지에서 세부 정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VM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CSV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각 VM의 업그레
이드 상태를 사용하여 수행할 작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롤백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실패한 VM에 대한 할당 옆에 시각적 표시기가 나
타납니다.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의 데스크톱 탭에서 실패한 각 VM을 이전 에이전트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
다.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할당 관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실패로 인해 에이전트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데스크톱이 에이전트 재설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용 개별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다시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용 개별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다시 설치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실패가 발생하면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를 다시 설
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그레이드 실패로 인해 에이전트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데스크톱은 [데스크톱] 페이지
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재설치 작업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롤백 사용 옵션을 선택하면 나중에 이전 버전의 에이전트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도구 설명에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이 메시지는 에이전트를 다시 설치하려고 시도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Horizon Agent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할당 페이지
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용 개별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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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실패한 에이전트 업데이트에 대한 예제 도구 설명

데스크톱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면 시스템은 데스크톱에 사용 가능한 최신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시도합니다. 대상 데스크톱 OS 유형에 대해 설치할 Horizon Agent 기능을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
니다.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
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에 설명된 고급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실패한 할당의 이름을 클릭하고 데스크톱을 클릭합니다.

[데스크톱] 페이지에는 상태가 실패로 나열되는 데스크톱을 포함하여 모든 데스크톱이 나열됩니다. 이러한 상
태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도구 설명이 표시되며, 에이전트 설치를 다시 시도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
니다.

2 재설치 작업을 수행하려는 모든 데스크톱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에이전트 > 에이전트 다시 설치를 선택합니다.

Horizon Agent 기능 다시 설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필요에 따라 기능을 켜거나 끄고 다시 설치를 클릭합니다.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러한 단계 앞에 언급된 참조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결과
시스템에서 Horizon Agent를 다시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재설치 프로세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려면 모니터링 > 활동으로 이동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실
패 상태 아이콘이 제거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작동하는 방식
이 항목은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Horizon Cloud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이 개요는 할당 및 개별 데스크톱 모두에 적용됩니다.

시스템은 VMware CDS(구성 요소 다운로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배포 네트워크와 정기적으로 연결하여 새 버전
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시스템은 해당 버전을 
Horizon Cloud 포드에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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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수준에서 새 버전이 다운로드되면 해당 할당이 표시된 관리 콘솔의 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이 반
영됩니다. 새 버전 이전 수준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가 있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시각적 표시기
가 나타납니다.

전용 VDI 할당을 선택하고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할당 페이지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전
용 VDI 데스크톱 할당용 개별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단계에 설명된 대로 에이전트 업데
이트 마법사를 시작하여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업데이트에 사용할 버전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VM 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VM 옵션은 할당을 업데이트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데스크톱을 업데이트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필드를 사용하여 할당에서 업그레이드 동안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VM 비율을 지정합니다. 이 옵션은 소규모 데스크톱 할당(30개 미만의 데스크톱이
나 30의 배수(예: 60 또는 90)에 해당하는 데스크톱)에 유용합니다.

할당에 30개 이하의 데스크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30개씩 데스크톱을 
일괄 처리로 업데이트하므로 모든 데스크톱에서 동시에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시작됩
니다. 모든 데스크톱에서 실제로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경우 업데이트 프로
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권한 있는 사용자가 데스크톱에 대해 새 연결을 수행할 수 없
습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업데이트된 데스크톱이 최종 사용자가 연결
할 수 있게 준비될 때까지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
크톱이 60개 정도 있는 경우, 기본 일괄 처리 단위가 30개이므로 데스크톱의 50%

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필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여러 데스크톱을 업데이트할 때 소규모 풀에서 
더 높은 비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
면 업데이트 중인 VM의 각 일괄 처리에서 데스크톱 수가 조절됩니다.

데스크톱이 많이 있는 할당의 경우 일괄 처리당 시스템의 최대 기본 VM 수인 30개
가 할당의 총 데스크톱 수에 비해 적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 옵션의 효과가 크지 않
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는 VM 건너뛰기 시스템에서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거나(활성 또는 연결 해제된 세션) 또는 충돌하는 
작업이 실행 중인 VM의 업데이트를 건너뛰도록 합니다. 이 설정을 선택하면 해당 데
스크톱에서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최종 사용자를 강제로 데스크톱에서 로
드오프하는 시스템의 기본 동작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롤백 사용 (선택 사항) 롤백이 활성화되면 시스템은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수행되기 전에 롤백 
사본을 생성하고 7일 동안 해당 사본을 유지합니다. VM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하는 경우 7일 기간 동안 해당 VM에 대한 이전 에이전트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
습니다.

참고   롤백 기간이 기본적으로 7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VMware에서 이 설정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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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실패 임계값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중지되기 전에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해도 허용되는 VM의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량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설정 > 일반 설정에 구성된 값입니다.

참고   실패한 VM 업데이트로 인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중지되면, 사용자가 설정한 
임계값보다 많은 수의 실패한 VM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중 포드 할당의 경우 시스템이 할당별이 아니라 포드별
로 임계값 설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너뛴 VM 재시도 및 작업 시간 초과 시스템이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거나 충돌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VM의 업데이트를 
건너뛰도록 하면 필요에 따라 시스템이 건너뛴 VM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재시도
할지 여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할당의 데스크톱 VM을 거치면서 
로그인한 사용자가 없는 VM을 업데이트한 후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처음에 건너뛴 VM을 확인하여 해당 VM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는지 알아봅니
다.

2 건너뛴 VM 중에서 로그인된 사용자가 없는 VM을 모두 업데이트합니다.

3 작업 시간 초과 필드에 지정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1~2단계를 주기적으로 반복
합니다.

시스템이 건너뛴 VM을 자동으로 재시도하지 않도록 설정할 경우 나중에 해당 VM

을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업데이트 프로세스 동안 오류가 발생하는 VM은 다시 시도되지 않습니다. VM

에 대한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롤백]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 VM을 이전 버전으로 롤
백할 수 있습니다.

n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업데이트 작업을 제출하면 데스크톱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합니다.

n 각 데스크톱 VM의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VM이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실행 전 검사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있는지(최소 300MB), 능동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2번의 재부팅으로 지
워지지 않은 Windows 업데이트로 인해 재부팅이 보류 중이거나, 2번의 재부팅으로 지워지지 않은 
VMware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로 인해 재부팅이 보류 중인 Microsoft Windows 업데이트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n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할당 또는 개별 데스크톱 수준에서 여러 대의 VM이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기본적
으로 시스템은 업데이트할 남은 VM 수가 30개보다 작아질 때까지 각 일괄 처리에 대해 VM 30개를 사
용합니다. 이때, 해당 최종 집합은 나머지 VM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롤백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했는
지 여부 및 로드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VM을 완전히 업데이트하는 데 약 30-45분이 걸
립니다. 일괄 처리 크기는 30개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할당에 30개 이하의 데스크톱이 있으면 할당의 모든 
데스크톱이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VMware 담당자는 일괄 처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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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수준이 아닌 할당 수준에서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VM 텍스트 상
자를 구성하여 할당에서 전원을 켜고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데스크톱 VM의 백분율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진행 중인 VM의 수는 업데이트 중에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VM 비율을 지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용성 비율을 설정하면 가용성 비율을 충족하도록 진행 중인 VM 집합이 조정됩니다. 다음 표
에서는 몇 가지 예제를 보여 줍니다.

참고   모니터링 > 활동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진행 상태를 확인할 때 진행 중인 VM의 수가 일괄 처리 크
기에 따라 예상되는 수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에서 현재 실행 전 검사 및 롤백 복사본 생성 
프로세스 중인 VM의 수도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제 설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VM이 설정되
지 않았습니다(=0%).

가용성 비율을 설정하지 않으면 가용성 비율은 0이 되고 런타임 일괄 처리 크기는 기
본값인 VM 30개가 됩니다. 할당에 30개 이하의 데스크톱이 있으면 할당의 모든 데스
크톱이 하나의 일괄 처리로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할당에 데스크톱 20개가 있고 사용자
가 사용할 수 있는 VM이 80%입니다.

데스크톱 20개로 구성된 할당이 있고 이중 80%를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우 
시스템에서 항상 데스크톱 16개를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에
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먼저 VM(20-16) 4개를 일괄로 업데이트합니다.

2 업데이트된 VM 4개에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12개를 합한 16개를 사용 가능 상
태로 유지하고 VM 4개를 포함하는 두 번째 일괄 처리를 업데이트합니다.

3 이때 VM 8개는 업데이트되고 12개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스
템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VM을 4개씩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각 후속 일괄 처
리에서 업데이트된 VM과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VM이 혼합되어 사용 가능 상
태를 유지합니다.

할당에 데스크톱 100개가 있고 사용자
가 사용할 수 있는 VM이 80%입니다.

데스크톱 100개로 구성된 할당이 있고 이중 80%를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
우 시스템에서 항상 데스크톱 80개를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스
템에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먼저 VM(100-80) 20개를 일괄로 업데이트합니다.

2 업데이트된 VM 20개에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60개를 합한 80개를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고 VM 20개에 대해 두 번째 일괄 업데이트를 처리합니다.

3 이때 VM 40개는 업데이트되고 60개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
스템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VM을 20개씩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할당에 데스크톱 100개가 있고 사용자
가 사용할 수 있는 VM이 25%입니다.

할당에 데스크톱 100개가 있고 이중 25%를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려고 할 경우 먼
저 VM 75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에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먼저 기본 일괄 처리 크기에 해당하는 VM 30개를 일괄로 업데이트하고 70개를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2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70개 중에서 VM 30개를 두 번째 일괄 처리로 업데이트
하여 총 100개 데스크톱 중에서 VM 60개는 업데이트된 상태로, VM 40개는 아
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3 이제 VM 60개가 업데이트되었으므로 업데이트된 VM 중 25개가 25%의 가용성 
설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서는 기본 30개의 VM 일괄 처리 크
기를 사용하고,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나머지 VM 40개 중에서 30개를 업데이
트합니다.

4 시스템에서 최종 일괄 처리에 10개를 포함하여 나머지 VM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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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끝나면 할당의 요약 페이지에 적용되는 Horizon Agents Installer의 버전이 나열
됩니다.

시스템이 데스크톱을 업데이트하는 기간 동안, 데스크톱의 최종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동작이 발생합니다.

n 데스크톱에 활성 세션이 있고 활성 사용자가 있는 VM을 건너뛰도록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업데이트가 발생하기 
5분 전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 5분 전 경고는 사용자에게 진행 중인 작업을 저장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입니다.

n 사용자가 업데이트 중인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로그인이 실패하고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모니터 > 활동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설명에는 업데이트 중인 에이전
트와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할당이 표시됩니다. 작업이 24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고 재시도 및 작업 시
간 초과 옵션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데이트 작업은 실패 상태로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작업에서 VM을 건너뛴 경우 업데이트 작업이 [활동] 페이지에 부분 성공 상태로 표시됩니다. [활동] 페
이지에서 업데이트 작업 중 건너뛴 VM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재시도 옵션이 활성화되었더라도 업데이트 작업이 끝난 후에 [활동] 페이지에 건너뛴 VM이 많이 표시되는 경
우, 시스템에서 건너뛴 모든 VM으로 이동할 만큼 작업 시간 초과 값이 충분히 길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가 해
당 VM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은 것입니다.

n 또한 "Windows 업데이트 진행 중", "디스크 공간 부족" 및 "시스템의 재부팅 보류 중"과 같은 실행 전 검사 
오류를 나타내며 VM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건너뛴 VM의 경우 관리자는 나중에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 -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에 설치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이미
지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플로팅 VDI 데
스크톱 할당을 편집합니다.

시스템의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n 시스템은 VMware CDS(구성 요소 다운로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배포 네트워크와 정기적으로 연결하여 새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시스템은 해
당 버전을 Horizon Cloud 포드에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n 새 버전이 다운로드되면 업데이트하기 적합한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관리 콘솔에 반영됩니
다. 새 버전 이전 수준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는 이미지에 대해 시각적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n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 동안 다음이 수행됩니다.

n 시스템에서 선택한 이미지의 전원을 켜고, 전원이 켜진 이미지에서 중복된 VM(가상 시스템)을 복제한 후 
선택한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로 변환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원래의 게시된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 프로세
스 중에 콘솔에 표시되는 이미지 상태가 [게시됨]에서 [전환 중]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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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중복된 VM에 있으면 시스템이 해당 VM의 전원을 켜고, 마법사에서 선택한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사용하
여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 해당 중복 VM에 대해 이미지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실행
하여 게시합니다.

n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끝나면, 원본 이미지 및 복제본이 나열되고 중복 이미지에는 업데이트된 에이
전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요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끝나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클릭할 때 선택한 이미지는 프로세스를 시작했
을 때의 상태, 즉 원래 에이전트 버전 수준을 유지합니다. 복제된 새 이미지는 선택한 업데이트 수준의 에이전트 소
프트웨어를 가지게 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원본에서 복제된 새로운 할당 가능 이미지가 생성되어 에이전트 관련 소
프트웨어가 마법사에 지정한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는 원본 이미지를 자동으로 복
제하여 새 VM을 만들고, 지정된 수준의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당 VM에 설치한 다음, 해당 VM을 할당 가
능(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시스템은 원본 이미지 이름에 대시 및 숫자를 추가해서 새 이미지의 이름으로 사
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이미지의 이름이 SalesGold인 경우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SalesGold-2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두 이미지가 콘솔에 함께 표시됩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가장 최근의 사용 가능한 업데이
트 버전을 선택한 후에 2개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 원본 이미지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옆에 파란색 점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다른 이미지는 업데이트 수준의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시스템에는 더 새로운 버전의 업데이트가 아직 없으므로, 해당 이미지 옆에는 파란색 점이 없습니다.

절차
1 인벤토리를 클릭하고 할당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나열된 이미지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이미지의 이름 옆에 파란색 점이 표시됩니다. 파란색 점 위로 마우스
를 가져가면 해당 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Horizon Agents Installer를 나타내는 팝업이 표시
됩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la24win10N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파란색 점 위로 커서를 가져가면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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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데이트하려는 이미지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4 소프트웨어 단계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업데이트 버전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선택 사항) 명령줄 단계에서 이미지에 대한 이 업데이트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명령줄 옵션을 추가합니다.

마법사에는 지정한 업데이트에 대해 명령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제출을 클릭합니다.

n 페이지 상단에 업데이트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 시스템은 원본 이미지의 클론 VM(가상 시스템)을 생성한 후 해당 클론 이미지에서 에이전트 관련 구성 요
소를 업데이트합니다. 클론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면 시스템은 데스크톱으로 변환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게
시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모니터 > 활동을 선택하여 업데이트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24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실패 상태로 표시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 새 중복 이미지, 즉 업데이트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가진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을 편집하여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해당 할당을 업데이트합니다. 할당에 대해 편집 작업을 사용하고, 열리는 
윈도우에서 이미지 필드를 찾고, 새 중복 이미지를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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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원본 이미지를 사용 중인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이 있고 이를 동일한 에이전트 수준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전
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단계에 따라 해당 할당의 에이전트를 업데이
트합니다.

중요   새 중복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할 수 있지만 할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VM만 이 방법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모든 데스크톱 VM에 대한 에이전트를 업데이
트하려는 경우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n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던 할당을 업데이트한 후, 원본 이미지가 조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원본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다른 관리자가 하위 수준 에이전트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
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본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 관리
고객 계정에 첫 번째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고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완전히 등록한 후에는 추가 포드를 
배포하고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포드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에 배포
된 포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용량 제한 모니터링 및 사용하지 않은 저장된 구독 정보 삭제와 같은 포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드를 편집하여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 설정을 포함하는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포드의 개별 세부 정보 페이지 뿐만 아니라 주로 [용량] 페이지를 사용하여 포드 작업을 수행합니다. [용량] 페이지
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용량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 3 지원되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 유형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용량] 페이지 외에도 [대시보드] 페이지를 사용하여 상태, 할당된 용량 및 활용률, 전체 포드 집합에 대한 사용자 
활동의 스냅샷 보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대시보드 - 포드 그룹 및 테넌트 환경에 대한 상태 가
시성 및 인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DNS 서버에서 매핑할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Microsoft Azure의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이 지정되면 서비스가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
에 지정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포드 게이트웨이의 배포된 Azure Load Balancer 정보에 매핑하는 
CNAME 레코드를 DNS 서버에 생성해야 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 또는 간단히 말해 콘솔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Azure Load Balancer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CNAME 매핑은 Horizon Client 및 Horizon HTML Access(웹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이름 확인과 최종 사
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포드 프로비저닝 리소스에 도달하기 위한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 매핑에 필요한 정보
는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며, 콘솔의 용량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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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매핑이 설정되면 Horizon Client 및 웹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포드 프로비저닝 리소스에 연결하기 위해 해당 이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도메인 이름을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에서 Universal Broker 브로커링 FQDN

을 Horizon Client 또는 웹 클라이언트의 서버 주소로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는 인증을 위해 
Universal Broker에 연결하고 최종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획득합니다. 그런 다음, 인증된 클라이언트에서 사
용자가 특정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여 액세스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 서비스가 구성한 FQDN, 포드 배포 마법사 또는 게이트웨이 배포 마법사에서 지정
한 FQDN으로 연결됩니다.

n 단일 포드 브로커링으로 구성된 환경에서 해당 Horizon Client 또는 웹 클라이언트의 서버 주소에 대해 최종 
사용자는 포드 게이트웨이의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지정한 FQDN을 사용합니다. 이 FQDN은 Horizon 

Client 및 Horizon HTML Access(웹 클라이언트)에서 포드의 사용 권한이 부여된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
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FQDN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인증을 위해 해당 특정 게이트웨이 및 포
드에 연결하고, 최종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획득하고,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합니다.

서비스의 배포자 코드는 게이트웨이 구성을 지정할 때 마법사의 게이트웨이 구성 필드에 지정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합니다(예: ourOrg.example.com 또는 ourApps.ourOrg.example.com). 게이트웨이 구성
이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인 경우 해당 FQDN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FQDN이어야 합니다. Horizon Cloud 

제어부는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를 위해 입력한 FQDN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해당 FQDN과 통신
합니다. 따라서 Horizon Cloud 제어부는 해당 이름을 확인하고 해당 주소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
항은 테넌트 환경이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Horizon Cloud 

제어부는 해당 FQDN에 연결하여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인증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서비스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에 구성된 2단계 인증 설정이 Universal Broker 구성 및 참여 포드 내의 다른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구성과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공용 IP 사용 토글을 설정하여(기본값)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 배포
포드 배포 마법사 또는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 마법사가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도
록 지정한 경우 서비스는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공용 IP 주소와 자동 생성된 공용 
FQDN이 있는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로 구성합니다. 자동 생성된 공용 FQDN의 형태는 vmw-hcs-
ID-uag.region.cloudapp.azure.com 패턴을 따릅니다. 여기서 vmw-hcs-ID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리소스 그룹의 이름 내의 패턴과 일치하고 region은 포드가 있는 Microsoft 

Azure 지역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배포에서는 배포 마법사에서 입력한 FQDN을 자동 생성된 공용 FQDN에 
매핑합니다.

공용 IP 사용 토글이 비활성화, 해제된 상태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 배포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기 전에 인터넷 기반 트래
픽을 제어하기 위해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Azure Load Balancer 앞에 방화벽 또는 NAT를 구성한 경우 
개인 로드 밸런서 IP 주소를 사용하여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배포하는 시나리오가 사용됩니다. 포드 
배포 마법사 또는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 마법사에서 공용 IP 사용 토글을 해제한 경우 서비스는 배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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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개인 IP 주소가 있는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를 사용하여 구
성합니다. DNS 서버의 배포 마법사에서 입력한 FQDN을 게이트웨이의 Azure 내부 로드 밸런서 리소스의 
개인 IP 주소에 매핑합니다. DNS 서버의 해당 CNAME 매핑 외에도, 방화벽 또는 NAT 설정이 공용 IP 주소
를 제공하고 동일한 FQDN이 해당 방화벽 또는 NAT에서 제공하는 해당 공용 IP 주소로 공개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
내부 게이트웨이 배포의 경우 서비스는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개인 IP 주소가 있는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로 구성합니다. DNS 서버는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포드 배포 마법사 
또는 내부 게이트웨이 배포 마법사에 지정된 FQDN을 배포된 Azure Load Balancer의 개인 IP 주소에 매핑
합니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이 매핑에 필요한 정보가 나열됩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로의 포드 자동 배포 수행에 설명된 포드 배포 단계에 따라 포드를 Microsoft Azure 환경에 성
공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용량으로 이동하고 해당 포드를 클릭하여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2 요약 탭에서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내부 UAG 및 외부 UAG 레이블이 지정된 섹션을 찾습니다.

참고   이 페이지에는 포드에 해당 게이트웨이가 구성된 경우에만 섹션이 포함됩니다. 포드에 내부 게이트웨이
만 있는 경우 내부 UAG 섹션만 표시되고 외부 UAG에 대한 섹션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포드에 두 구성이 모
두 있는 경우 페이지에 두 섹션 모두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내부 및 외부의 두 가지 구성 유형이 있는 포드의 페이지 일부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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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드의 각 구성에 대해 로드 밸런서 FQDN 필드를 찾은 후 표시된 값을 복사합니다.

옵션 설명
내부 표시되는 값은 게이트웨이 구성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의 개인 IP 

주소입니다. 이 숫자 IP 주소는 포드의 데스크톱 서브넷에서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리
소스에 할당됩니다.

공용 로드 밸런서 IP 주소가 있는 외부 표시된 값은 vmw-hcs-podID-uag.region.cloudapp.azure.com 형식의 Microsoft 

Azure 로드 밸런서 리소스의 자동 생성 공용 FQDN입니다. 여기서, region은 
Microsoft Azure 지역이고 podID는 포드의 ID 값입니다. 포드 ID는 해당 세부 정보 페
이지에 표시됩니다.

개인 로드 밸런서 IP 주소가 있는 외부 표시되는 값은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의 개인 IP 주소입니다. 이 숫자 
IP 주소는 포드의 DMZ 서브넷에서 로드 밸런서 리소스에 할당됩니다.

 
4 DNS 서버에서 로드 밸런서 FQDN 값을 포드를 배포했을 때 마법사에 제공한 FQDN에 매핑합니다.

옵션 설명
내부 ourApps.ourOrg.example.com   Azure-load-balancer-private-

IP

공용 로드 밸런서 IP 주소가 있는 외부 ourApps.ourOrg.example.com   vwm-hcs-ID-
uag.region.cloudapp.azure.com

개인 로드 밸런서 IP 주소가 있는 외부 ourApps.ourOrg.example.com   Azure-load-balancer-private-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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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포드가 포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Azure Load Balancer 앞에 구성된 방화벽 또는 NAT로 구성된 경우 방화
벽 또는 NAT 설정이 공용 IP 주소를 제공하고 동일한 FQDN이 해당 방화벽 또는 NAT에서 제공하는 해당 공용 
IP 주소로 공개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게이트웨이 관련 항
목 변경
배포된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작업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수행합니다. 콘솔은 동적입니다. 따라서 포드에 이미 존재하는 게이트웨이 
구성을 기준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Microsoft Azure에 Horizon Cloud 포드 배포 설명서 항목에 설명된 대로 포드는 외부 또는 내부 게이트웨이 구
성이나 두 구성을 모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된 포드는 게이트웨이 구성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2단계 인증 구성
을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배포된 포드의 다음 게이트웨이 관련 항
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합니다.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이 없는 경우 하나 또는 두 가지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 한 가지 유형의 게이트웨이가 있는 경우 누락된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 포드에서 게이트웨이 구성을 삭제합니다.

n 기존 게이트웨이 구성을 편집하여 해당 게이트웨이에 대한 2단계 인증 설정을 추가, 변경 또는 비활성화합니
다.

n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소프트웨어 설정을 변경합니다.

참고   현재, 게이트웨이 배포의 사양과 관련된 항목은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을 구독 환경에 배포하는 동안에만 설
정할 수 있습니다.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게이트웨이의 소프트웨어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
지만, 관리 콘솔에서는 [포드 편집]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의 배포 구성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제공하
지 않습니다.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없는 이러한 항목의 예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
스턴스, 네트워크 관련 설정 및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 대한 Microsoft Azure 리소스 태그에 사용되는 VM 

모델입니다. 기존 게이트웨이의 배포 구성과 관련된 항목을 변경하려면 먼저 해당 기존 게이트웨이 구성을 포드에
서 삭제하고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원하는 새 설정을 사용하여 포드에 대한 게이트웨이 구성을 다시 배
포해야 합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 추가
처음에 Horizon Cloud 포드를 게이트웨이가 없거나 한 가지 유형의 게이트웨이만 있는 Microsoft Azure에 배
포한 경우 나중에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해당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세
부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팁   콘솔은 동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워크플로와 포드의 현재 구성 및 전체 환경의 구성에 따라 타당하며 적절한 
토글 및 필드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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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6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설명된 대로 포드에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이나 내부 구성 
또는 둘 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드에 아직 없는 유형을 추가하려면 이 워크플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드를 
편집하여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해당 게이트웨이에 대해 2단계 인증 설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
다.

중요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포드를 수정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n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원래 설정된 후에는 외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의 IP 설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 대해 공용 IP 주소가 아닌 개
인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기본값은 공용 I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n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되고 브로커 설정에 2단계 인증이 사용되도록 설정된 경우 그
룹에 있는 모든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동일한 2단계 인증 유형을 설정해야 합니다.

n 포드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에서 포드 구성을 변경하는 동안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n 포드에 대해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n 포드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연결된 세션이 없거나, 연결을 시도하는 최
종 사용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n 포드에서 제공하는 연결된 세션이 있는 최종 사용자의 경우 해당 활성 세션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데이터
는 손실되지 않습니다. 구성 변경이 완료된 후에 해당 사용자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참고   포드가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포드 관리자 VM 중 하나가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시스템은 
포드에 게이트웨이를 추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게이트웨이를 추
가하려면 먼저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오프라인 포드 관리자 VM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기존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하는 경우 포드 편집 마법사에서 필드를 완료하려면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를 추가하면서 동시에 2단계 인증 설정도 지정하는 경우 2단계 인증 구성을 사용하여 배포할 때의 전제 조건에 설
명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하며 자체 구독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독 정보도 필요하
고 해당 게이트웨이에 사용할 VNet이 VNet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VNet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인증서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는 시간 프레임이 유효해야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VM에서는 
모든 중간 인증서를 비롯하여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의 시간 프레임이 유효해야 합니다. 체인에 만료된 인증서가 
있으면 나중에 인증서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업로드될 때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용량으로 이동한 후 포드 이름을 클릭하여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2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3 구독 단계에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하고 포드와는 별개인 구독을 사용하려면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다른 구독 사용을 설정하고 구독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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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단계에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과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이 제공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는 포드의 현재 구성과 기존의 게이트웨이 설정이 반영됩니다.

5 외부 게이트웨이를 추가하려면 외부 UAG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토글을 켜고 외부 UAG 섹션의 필드를 완료
합니다.

옵션 설명
외부 게이트웨
이 사용 여부

포드에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외부 구성을 사용하면 회사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는 이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기본값인 사용 설정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토글이 해제되면 클라이언트는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포드 관리자와 직접 통합된 커넥터 장치와 연결
하거나, 포드 관리자의 로드 밸런서에 직접 연결하거나,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언급된 처음 두 
시나리오에서 포드와 통합된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연결하거나 로드 밸런서에 직접 연결하는 클라이언트
의 경우 일부 배포 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포드가 배포된 후 포드 관리자 VM에서 직접 SSL 인
증서 구성의 단계에 따라 SSL 인증서를 포드 관리자 VM에 업로드합니다.

FQDN 포드 배포자가 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구성에서 지정하게 되는 
ourOrg.example.com과 같은 필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해당 도메인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
야 하며 해당 FQDN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PEM 형식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지정된 이 FQDN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법사에서 공용 IP 사용 토글을 끄고 방화벽 또는 NAT 설정의 IP 주소를 지정한 경우 방화벽 또는 NAT 설정에서 이 
FQDN이 해당 IP 주소에 할당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FQDN은 게이트웨이에 대한 PCoIP 연결에 사용됩니다.

중요   이 FQDN에는 밑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FQDN에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이 실패합니다.

DNS 주소 필요에 따라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이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DNS 서버에 대한 주소를 쉼표로 구분
하여 입력하십시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배포된 VNet 토폴로지 외부에 있는 2단계 인증 서버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
하도록 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인증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 인증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경우 해당 인증 서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를 입력합니다.

모든 배포에 대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되는 VNet 토폴로지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동안 및 계속 작업하면서 외부 이름 확인을 제공하려는 DNS 서버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가 배포된 VNet에 구성된 DNS 서버가 사용됩니다.

DNS 주소에 주소를 지정하면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VNet 구성의 DNS 서버 정보 외에도 
해당 주소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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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경로 필요에 따라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최종 사용자 액세스에 대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추가 게이트웨이에 대한 사용자 지정 경로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경로는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2단계 인증 서버와의 통신 등을 위해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이 포드를 구성할 때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
당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경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0.60.20을 IP 주소로 사용하는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가 있는 경우 10.10.60.0/24 및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사용자 지정 경로로 입력합니다. 

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하려는 Express Route 또는 VPN 구성에서 기본 경로 게이트
웨이 주소를 가져옵니다.

ipv4-network-address/bits ipv4-gateway-address 형태의 사용자 지정 경로를 쉼표로 구분된 목록(예: 

192.168.1.0/24 192.168.0.1, 192.168.2.0/24 192.168.0.2)으로 지정합니다.

포드 NTP 서
버 상속

이 토글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대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NTP 서버를 사용
하도록 기본적으로 사용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 동일한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시간 불일치로 인해 나중에 게이트웨이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세션을 인증하
려고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토글을 사용 설정하고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자체 VNet에 배포하는 경우 포드 관리자 인스
턴스에 대해 지정된 NTP 서버가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에 대해 선택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VM 모델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사용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포드에 지정한 Microsoft Azure 구독이 선택
한 모델의 두 VM에 필요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현재 서비스 릴리스에서는 구독에 게이트웨이 구성이 배포된 후 이러한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VM 모델을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포 후 VM 모델을 변경하려면 게이트웨이 구성이 삭제되고 다시 배포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포드
당 2,000개 세션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F8s_v2를 선택합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서비스 제한에 명시된 것처럼 A4_v2 VM 모델은 포드에서 1,000개의 활성 세션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PoC(개념 증명), 파일럿 또는 소규모 환경에서만 충분합니다.

인증서 클라이언트가 Microsoft Azure에서 실행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
기 위해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사용할 PEM 형식의 인증서를 업로드하십시오. 인증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FQDN에 기반하고 신뢰할 수 있는 CA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PEM 파일에 전체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 즉 SSL 인
증서 중간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 개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last 
Extreme 

TCP 포트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내의 Blast Extreme TCP 설정에서 사용할 TCP 포트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클
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 Blast 

Extreme과 연결됩니다. 포트 8443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제공하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법사의 기본값은 8443입니다. 다른 선택 항목인 443

은 효율성과 성능이 낮으며 인스턴스에서 CPU 정체를 유발하여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트래픽 지연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443 아웃바운드만 허용하는 것처럼 조직에서 클라이언트 측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만 443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Blast Extreme에 사용하는 UDP 포트는 이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항상 UDP 8443 포트입니다.

암호 그룹 대부분의 경우 기본 설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Unified Access Gateway에서는 클라이언트와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 간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 기능을 제공합니
다.

화면 목록에서 암호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화면 목록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허용되는 암호 그룹이 표시됩니다.

이 게이트웨이의 Microsoft Load Balancer에 대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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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공용 IP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시겠습니까?

이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싱 유형을 개인으로 구성할지 또는 공용으로 구성할지를 제어합니다. 이 옵션을 켜면 
배포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가 공용 IP 주소로 구성됩니다. 이 옵션을 끄면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가 개인 IP 주소로 구성됩니다.

중요   이 릴리스에서는 나중에 외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싱 유형을 공용에서 개인으로 또는 개인에서 공용으
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배포된 포드에서 게이트웨이 구성을 완전히 삭
제한 후 해당 포드를 편집하여 반대 설정으로 다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면 Horizon FQDN의 공용 IP 필드가 나타납니다.

Horizon FQDN의 공
용 IP

공용 IP를 사용하여 배포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를 구성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FQDN 필드에 
지정한 FQDN을 할당할 IP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Horizon Client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PCoIP 연결에 이 FQDN을 사용합니다. 배포자는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설정에서 이 IP 주소를 구
성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의 네트워킹 설정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다른 가상 네트워
크 사용

이 토글은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자체 VNet에 배포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다음 행에서는 여러 다른 사례를 설명합니다.

참고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다른 구독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경우 이 토글은 기본적으
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게이트웨이에 대한 VNet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토글이 켜져 있고 포드 NTP 서버 상속 토글이 켜져 있으면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에 대해 선택한 가상 네트워크에
서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대해 지정된 NTP 서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가상 네트워
크 사용 - 해제

이 토글을 해제하면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의 VNet에 배포됩니다. 이 경우 DMZ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n DMZ 서브넷 - 포드 설정 마법사 단계에서 기존 서브넷 사용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DMZ 서브넷에 가상 네
트워크에 대해 선택한 VNe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이 표시됩니다. 포드의 DMZ 서브넷에 대해 사용하려는 
기존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중요   다른 리소스가 연결되지 않은 빈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서브넷이 비어 있지 않으면 배포 프로세스 또는 포
드 작업 동안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DMZ 서브넷(CIDR) - 이전 마법사 단계에서 기존 서브넷 사용을 해제한 경우 게이트웨이의 Microsoft Azure 

공용 Load Balancer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연결하도록 구성할 DMZ(예외 구역) 네트워
크에 대한 서브넷(CIDR 표기법)을 입력합니다.

다른 가상 네트워
크 사용 - 사용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외부 게이트웨이가 자체 VNet에 배포됩니다. 이 경우 사용할 VNet을 선택한 다음, 

3개의 필수 서브넷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존 서브넷 사용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지정된 VNet에 대해 미리 생
성한 서브넷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IDR 표기법으로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중요   다른 리소스가 연결되지 않은 빈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서브넷이 비어 있지 않으면 배포 프로세스 또는 포드 
작업 동안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이트웨이의 VNet 및 포드의 VNet이 피어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브넷을 미리 생성하고 여기에서 
CIDR 항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체 VNet 또는 포드의 VNet이나 구독과는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여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으로 배포할 때의 사전 요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관리 서브넷 - 게이트웨이의 관리 서브넷에 사용할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최소 /27의 CIDR이 필요합니다. 이 서
브넷에는 서비스 끝점으로 구성된 Microsoft .SQL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n 백엔드 서브넷 - 게이트웨이의 백엔드 서브넷에 사용할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최소 /27의 CIDR이 필요합니다.

n 프런트엔드 서브넷 -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게이트웨이의 Microsoft Azure 공용 Load 

Balancer에 연결하도록 구성할 프런트엔드 서브넷의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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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 사항) 배포 섹션에서 해당 토글을 사용하여 경우에 따라 배포자가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리소스
를 배포할 기존 리소스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토글은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다른 구독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표시됩
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리소스 그룹을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필드가 나타납니다.

7 내부 게이트웨이를 추가하려면 내부 UAG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토글을 켜고 내부 UAG 섹션의 필드를 완료
합니다.

옵션 설명
내부 게이트웨
이 사용 여부

포드에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내부 구성은 회사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HTML 

Access(Blast) 연결을 통해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안심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드에는 이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 이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싱 유형은 개인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개인 IP 주소로 구성됩니다.

FQDN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예: ourOrg.example.com)을 입
력하십시오. 해당 도메인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FQDN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PEM 형식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   이 FQDN에는 밑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FQDN에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이 실패합니다.

DNS 주소 필요에 따라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이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DNS 서버에 대한 주소를 쉼표로 구분
하여 입력하십시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배포된 VNet 토폴로지 외부에 있는 2단계 인증 서버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
하도록 이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인증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 인증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경우 해당 인증 서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를 입력합니다.

모든 배포에 대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되는 VNet 토폴로지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동안 및 계속 작업하면서 외부 이름 확인을 제공하려는 DNS 서버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가 배포된 VNet에 구성된 DNS 서버가 사용됩니다.

DNS 주소에 주소를 지정하면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VNet 구성의 DNS 서버 정보 외에도 
해당 주소를 사용합니다.

경로 필요에 따라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최종 사용자 액세스에 대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하려는 추가 게이트웨이에 대한 사용자 지정 경로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경로는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2단계 인증 서버와의 통신 등을 위해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이 포드를 구성할 때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
당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경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0.60.20을 IP 주소로 사용하는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가 있는 경우 10.10.60.0/24 및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사용자 지정 경로로 입력합니다. 

이 환경에 사용하려는 Express Route 또는 VPN 구성에서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가져옵니다.

ipv4-network-address/bits ipv4-gateway-address 형태의 사용자 지정 경로를 쉼표로 구분된 목록(예: 

192.168.1.0/24 192.168.0.1, 192.168.2.0/24 192.168.0.2)으로 지정합니다.

포드 NTP 서
버 상속

이 토글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대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NTP 서버를 사용
하도록 기본적으로 사용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 동일한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시간 불일치로 인해 나중에 게이트웨이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세션을 인증하
려고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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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VM 모델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사용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포드에 지정한 Microsoft Azure 구독이 선택

한 모델의 두 VM에 필요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현재 서비스 릴리스에서는 구독에 게이트웨이 구성이 배포된 후 이러한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VM 모델을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포 후 VM 모델을 변경하려면 게이트웨이 구성이 삭제되고 다시 배포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포드
당 2,000개 세션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F8s_v2를 선택합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서비스 제한에 명시된 것처럼 A4_v2 VM 모델은 포드에서 1,000개의 활성 세션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PoC(개념 증명), 파일럿 또는 소규모 환경에서만 충분합니다.

인증서 클라이언트가 Microsoft Azure에서 실행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
기 위해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사용할 PEM 형식의 인증서를 업로드하십시오. 인증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FQDN에 기반하고 신뢰할 수 있는 CA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PEM 파일에 전체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 즉 SSL 인
증서 중간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 개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last 
Extreme 

TCP 포트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내의 Blast Extreme TCP 설정에서 사용할 TCP 포트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클
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 Blast 

Extreme과 연결됩니다. 포트 8443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제공하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법사의 기본값은 8443입니다. 다른 선택 항목인 443

은 효율성과 성능이 낮으며 인스턴스에서 CPU 정체를 유발하여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트래픽 지연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443 아웃바운드만 허용하는 것처럼 조직에서 클라이언트 측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만 443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Blast Extreme에 사용하는 UDP 포트는 이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항상 UDP 8443 포트입니다.

암호 그룹 대부분의 경우 기본 설정으로 충분하지만 Unified Access Gateway에서는 클라이언트와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 간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정하기 위해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 목록에서 암호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화면 목록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허용되는 암호 그룹이 표시됩니다.

8 추가하려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섹션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을 선택적으로 구
성하려는 경우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에서 2단계 인증 사용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9 Azure 리소스 태그 섹션에서 포드의 기타 리소스 그룹에 지정된 것과 다른 게이트웨이 관련 리소스 그룹에 대
한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려는 경우 포드 태그 상속 토글을 비활성화하고 표시되는 필드에 태그를 지정합니다.

Azure 리소스 태그 필드에 대한 설명은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동일
한 태그 집합이 포드에 있는 두 가지 게이트웨이 모두에 사용됩니다.

10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워크플로 시작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1 예를 클릭하여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결과
시스템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요소 배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구성 유형에 대한 포드 요약 페이지 섹션에 보류 중 
상태가 표시됩니다. 또한 시스템이 게이트웨이 배포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적인 포드 편집 워크플로 관련 작업
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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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가 완료되면 상태가 준비로 표시되고 로드 밸런서 FQDN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참고   Microsoft Azure China에서 포드에 대해 이 워크플로를 실행할 때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1시간 넘게 소
요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지리적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
로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중요   최종 사용자가 새로 추가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n 새로 추가된 게이트웨이 구성의 경우 구성의 배포된 로드 밸런서를 배포 마법사에서 입력한 FQDN에 매핑하
기 위해 DNS 서버에 CNAME 레코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NS 서버에서 매핑할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추가된 게이트웨이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지정한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n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2단계 인증이 구성되어 있고 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
턴스가 배포된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인증 서버
가 외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의 IP 주소를 통한 통신을 허용하도록 구성합니다.

게이트웨이 배포와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당 로드 밸런서 주소를 사용하여 해당 서버와 연결하려고 시도
합니다. 이러한 통신 트래픽을 허용하려면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 있는 로드 밸런서 리소
스의 IP 주소가 2단계 인증 서버의 구성에 클라이언트 또는 등록된 에이전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해당 통신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배포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생성된 적절한 NIC의 통신을 허용하도록 2단계 인증 서버
를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배포에 사용되는 Azure VNet 토폴로지 및 해당 서브넷에 대한 2단계 인증 서버의 네
트워크 가시성을 결정합니다. 2단계 인증 서버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가
시성을 부여한 서브넷에 해당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NIC의 IP 주소를 통한 통신을 허
용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는 해당 서브넷에 해당하는 4개의 NIC가 있습니
다. 이 중 2개의 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현재 활성 상태이고, 나머지 2개는 유휴 
상태였다가 포드 및 해당 게이트웨이가 업데이트를 거친 후에 활성화됩니다.

포드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과 각 포드를 업데이트한 후에 게이트웨이와 2단계 인증 서버 간 통신 트래픽
을 지원하려면 해당 NIC 4개의 IP 주소가 해당 서버 구성에서 클라이언트 또는 등록된 에이전트로 지정되
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통신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IP 주소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 정보로 2단계 인증 
시스템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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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에서 2단계 인증 사용
이미 배포된 포드의 게이트웨이 설정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
집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은 Unified Access Gateway VM을 사용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도록 구성됩니다. 이러한 2단계 인증 설정을 포드의 기존 
게이트웨이 구성에 추가하거나 새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할 때 동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 2단계 인증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되고 브로커 설정에 2단계 인증이 사용되도록 설정된 경우 
그룹에 있는 모든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동일한 2단계 인증 유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여 외부 게이트웨이에 2단계 인증을 추가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브로커 설정에 지정된 것과 일치
하는 2단계 인증 유형을 강제로 선택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2단계 인증을 추가하는 게이트웨이의 경우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 추가했는지 확인합니
다.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에 대해 2단계 인증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에 대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당 온 프레미스 서버로의 라우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필드의 정보도 제공합니다.

옵션 설명
DNS 주소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 주소를 하나 이상 지정합니다.

경로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온-프레미스 인증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사
용자 지정 경로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10.10.60.20을 IP 주소로 사용하는 온 프레미스 RADIUS 서버가 있는 경우 10.10.60.0/24 및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를 사용자 지정 경로로 사용합니다. 이 환경에 사용하려는 Express Route 또는 VPN 구성에서 기본 경로 게이트웨이 주소
를 가져옵니다.

ipv4-network-address/bits ipv4-gateway-address 형태의 사용자 지정 경로를 쉼표로 구분된 목록(예: 

192.168.1.0/24 192.168.0.1, 192.168.2.0/24 192.168.0.2)으로 지정합니다.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해당 필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 서버 구성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는지 확
인합니다. RADIUS 인증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 및 보조 서버가 둘 다 있으면 각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
다.

RADIUS

기본 및 보조 RADIUS 서버 둘 다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n 인증 서버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
n 인증 서버의 프로토콜 메시지에서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사용되는 공유 암호
n 인증 포트 번호(일반적으로 RADIUS의 경우 1812/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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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인증 프로토콜 유형. 인증 유형에는 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MSCHAP1, MSCHAP2(Microsoft 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버전 1 및 2)가 포함됩니다.

참고   RADIUS 벤더에서 권장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RADIUS 벤더의 설명서에서 확인하고 지시된 프로
토콜 유형을 따르십시오. RADIUS와 함께 2단계 인증을 지원하는 포드의 기능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제공되며, Unified Access Gateway는 PAP, CHAP, MSCHAP1 및 
MSCHAP2를 지원합니다. PAP는 일반적으로 MSCHAP2보다 덜 안전합니다. 또한 PAP는 MSCHAP2

보다 더 간단한 프로토콜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RADIUS 벤더는 좀 더 간단한 PAP 프로토콜과 
호환되지만, 일부 RADIUS 벤더의 경우 좀 더 안전한 MSCHAP2와 호환되지 않게 됩니다.

RSA SecurID

참고   RSA SecurID 유형은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을 실행하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에서 지원됩니다. [포드 추가] 및 [포드 편집] 마법사에서 RSA SecurID 유형을 지정하는 UI 옵션은 2022

년 3월 중순부터 마법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n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액세스 키.

n RSA SecurID 통신 포트 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RSA SecurID 인증 API에 대한 RSA 

Authentication Manager 시스템 설정에 설정된 5555입니다.

n RSA SecurID 인증 관리자 서버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n 해당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IP 주소.

n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또는 해당 로드 밸런서 서버에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있
는 경우 [포드 추가] 마법사에서 제공할 CA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PEM 형식이어야 합니다(파
일 유형 .cer 또는 .cert 또는 .pem).

절차
1 [포드 편집] 창의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가 아직 열려 있지 않은 경우,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

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2 해당 창을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외부 또는 내부 게이트웨이 유형에 배치합니다.

3 2단계 인증 사용 토글을 켭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마법사에 추가 구성 필드가 표시됩니다. 스크롤 막대를 사용하여 모든 필드에 
액세스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외부 UAG 섹션에서 토글을 켠 후에 표시되는 내용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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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단계 인증 유형인 Radius 또는 RSA SecurID를 선택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유형은 RADIUS 및 RSA SecurID입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하면 2단계 인증 구성 메뉴에 선택한 유형의 구성을 추가하고 있음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RSA SecurID 유형을 선택하면 2단계 인증 구성 메뉴에 새 RSA SecurID가 표시됩니다.

5 구성 이름 필드에 이 구성을 식별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속성] 섹션에서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를 위해 인증을 받는 데 사용할 로그인 화면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마법사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과 함께 지원하는 구성에 따라 
필드를 표시합니다. 필드는 선택한 2단계 인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한 유형(RADIUS 또는 RSA 

SecurID)에 해당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RADIUS

필드를 완료할 때 기본 인증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조 인증 서버가 있는 경우 보조 서버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해당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표시 이름 이 필드는 비워둘 수 있습니다. 마법사에는 이 필드가 표시되더라도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는 내부 이름만 

설정됩니다. 이 이름은 Horizo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힌트 표시 선택적으로 RADIUS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의 메시지에 표
시되는 텍스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힌트는 최종 사용자에게 Enter your DisplayHint user name and 
passcode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DisplayHint는 사용자가 이 필드에 지정하는 텍스트입니다.

이 힌트는 사용자가 올바른 RADIUS 암호를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예제 회사 사용자 이름 및 도메인 암호와 같은 구문을 지정하면 Enter your Example Company user name and 
domain password below for user name and passcode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이름 ID 접미
사

이 설정은 포드가 Single Sign-On에 TrueSSO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는 SAML 시나리오에서 사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포드 관리자에 대한 요청에 전송되는 SAML 어설션 사용자 이름에 추가되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
면에서 사용자 이름이 user1으로 입력되고 여기에 이름 ID 접미사 @example.com이 지정되면 요청에 
user1@example.com의 SAML 어설션 사용자 이름이 전송됩니다.

반복 횟수 사용자가 이 RADIUS 시스템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려고 할 때 허용되는 실패한 인증 시도의 최대 횟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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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사용자 이름 
유지

클라이언트,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RADIUS 서비스 간에 발생하는 인증 흐름 중에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을 유지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n 사용자는 RADIUS에 대해서도 Active Directory 인증의 경우와 동일한 사용자 이름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n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다른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Horizon Cloud에서 사용자 이름 유지를 설정하는 경우와 도메인 보안 설정을 지정하는 경우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설정] 페이지의 도메인 보안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이
름/IP 주소

인증 서버의 DNS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유 암호 인증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값은 서버에 구성된 값과 동일해야 합니다.

인증 포트 인증 트래픽을 송수신하기 위해 인증 서버에 구성된 UDP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812입니다.

계정 포트 필요에 따라 계정 트래픽을 송수신하기 위해 인증 서버에 구성된 UDP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813입니다.

메커니즘 지정된 인증 서버에서 지원되고 배포된 포드에서 사용하게 하려는 인증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서버 시간 초
과

포드가 인증 서버의 응답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이 시간(초)이 지난 후에 서버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재시도가 전송됩니다.

최대 재시도 
횟수

포드가 인증 서버에 대해 실패한 요청을 다시 시도하는 최대 횟수를 지정합니다.

영역 접두사 필요에 따라 사용자 이름이 인증 서버에 전송될 때 시스템이 이름 맨 앞에 추가하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계정 위
치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이 user1로 입력되고 여기에 영역 접두사 DOMAIN-A\가 지정되면 시스템은 인
증 서버에 DOMAIN-A\user1을 전송합니다. 영역 접두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입력한 사용자 이름만 전송됩니다.

영역 접미사 필요에 따라 사용자 이름이 인증 서버에 전송될 때 시스템이 이름에 추가하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
면에서 사용자 이름이 user1로 입력되고 여기에 영역 접미사 @example.com이 지정되면 시스템은 인증 서버에 
user1@example.com을 전송합니다.

RSA SecurID

옵션 설명
액세스 키 시스템의 RSA SecurID 인증 API 설정에서 가져온 RSA SecurID 시스템의 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서버 포트 통신 포트에 대해 시스템의 RSA SecurID 인증 API 설정에 구성된 값(일반적으로 5555)을 지정합니다.

서버 호스트 이
름

인증 서버의 DNS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서버 IP 주소 인증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반복 횟수 사용자가 1시간 동안 잠길 때까지 허용되는 최대 인증 시도 실패 횟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5회입니다.

CA 인증서 이 항목은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또는 해당 로드 밸런서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경우 CA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이 페이지의 위 설명대로 인증서 정보는 
PEM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버에 공용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인증 시간 초과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와 RSA SecurID 인증 서버 간에 인증 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80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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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하는 설정을 모두 지정했으면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워크플로 시작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8 예를 클릭하여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결과
시스템에서 새 구성을 포드에 배포할 때까지, 2단계 인증을 추가한 게이트웨이에 대한 포드 요약 페이지의 섹션에
는 보류 중 상태가 표시됩니다.

워크플로가 완료되면 상태가 준비로 표시되고 게이트웨이의 2단계 인증 설정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참고   Microsoft Azure China에서 포드에 대해 이 워크플로를 실행할 때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1시간 넘게 소
요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지리적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
로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중요   최종 사용자가 2단계 인증 기능에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n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2단계 인증이 구성되어 있고 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가 배포된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인증 서버가 외부 게
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의 IP 주소를 통한 통신을 허용하도록 구성합니다.

게이트웨이 배포와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당 로드 밸런서 주소를 사용하여 해당 서버와 연결하려고 시도합니
다. 이러한 통신 트래픽을 허용하려면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 있는 로드 밸런서 리소스의 IP 

주소가 2단계 인증 서버의 구성에 클라이언트 또는 등록된 에이전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통
신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배포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생성된 적절한 NIC의 통신을 허용하도록 2단계 인증 서버를 구
성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배포에 사용되는 Azure VNet 토폴로지 및 해당 서브넷에 대한 2단계 인증 서버의 네트워
크 가시성을 결정합니다. 2단계 인증 서버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가시성을 
부여한 서브넷에 해당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NIC의 IP 주소를 통한 통신을 허용해야 합
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는 해당 서브넷에 해당하는 4개의 NIC가 있습니다. 이 
중 2개의 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현재 활성 상태이고, 나머지 2개는 유휴 상태였다
가 포드 및 해당 게이트웨이가 업데이트를 거친 후에 활성화됩니다.

포드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과 각 포드를 업데이트한 후에 게이트웨이와 2단계 인증 서버 간 통신 트래픽을 지
원하려면 해당 NIC 4개의 IP 주소가 해당 서버 구성에서 클라이언트 또는 등록된 에이전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통신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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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IP 주소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 정보로 2단계 인증 시스
템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의 2단계 인증 설정 변경 또는 비활성화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포드 게이트웨이의 2단계 인증 설정을 변경하거나 2단계 인증을 완전히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면 기본적으로 2단계 인증 설정 집합의 새 이름을 입력하고, 원하는 새 설정을 입력
하고, 특정 게이트웨이에 대해 새 이름을 선택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합니다.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2단계 
인증 설정을 변경합니다.

참고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되고 브로커 설정에 2단계 인증이 사용되도록 설정된 경우 
그룹에 있는 모든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동일한 2단계 인증 유형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여 외부 게이트웨이에 2단계 인증을 추가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브로커 설정에 지정된 것과 일치
하는 2단계 인증 유형을 강제로 선택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게이트웨이 중 하나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에 특정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 2단계 인증 서버가 온 프레미스에 있는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에 대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당 서버로의 라우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필드의 정보도 제공합니다.

옵션 설명
DNS 주소 온 프레미스 인증 서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DNS 서버 주소를 하나 이상 지정합니다.

경로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온-프레미스 인증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사용자 지정 경로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10.10.60.20을 IP 주소로 사용하는 온 프레미스 RADIUS 서버가 있는 경우 10.10.60.0/24 및 기본 경로 게이
트웨이 주소를 사용자 지정 경로로 사용합니다. 이 환경에 사용하려는 Express Route 또는 VPN 구성에서 기본 경로 게이
트웨이 주소를 가져옵니다.

ipv4-network-address/bits ipv4-gateway-address 형태의 사용자 지정 경로를 쉼표로 구분된 목록(예: 

192.168.1.0/24 192.168.0.1, 192.168.2.0/24 192.168.0.2)으로 지정합니다.

n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해당 필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 서버 구성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RADIUS 인증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 및 보조 서버가 둘 다 있으면 각각에 대한 정보를 가
져옵니다.

RADIUS

기본 및 보조 RADIUS 서버 둘 다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n 인증 서버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
n 인증 서버의 프로토콜 메시지에서 암호화 및 암호 해독에 사용되는 공유 암호
n 인증 포트 번호(일반적으로 RADIUS의 경우 1812/U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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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인증 프로토콜 유형. 인증 유형에는 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MSCHAP1, MSCHAP2(Microsoft 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버전 1 및 2)가 포함됩니다.

참고   RADIUS 벤더에서 권장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RADIUS 벤더의 설명서에서 확인하고 지시된 프로
토콜 유형을 따르십시오. RADIUS와 함께 2단계 인증을 지원하는 포드의 기능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제공되며, Unified Access Gateway는 PAP, CHAP, MSCHAP1 및 
MSCHAP2를 지원합니다. PAP는 일반적으로 MSCHAP2보다 덜 안전합니다. 또한 PAP는 MSCHAP2

보다 더 간단한 프로토콜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RADIUS 벤더는 좀 더 간단한 PAP 프로토콜과 
호환되지만, 일부 RADIUS 벤더의 경우 좀 더 안전한 MSCHAP2와 호환되지 않게 됩니다.

RSA SecurID

참고   RSA SecurID 유형은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을 실행하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에서 지원됩니다. [포드 추가] 및 [포드 편집] 마법사에서 RSA SecurID 유형을 지정하는 UI 옵션은 2022

년 3월 중순부터 마법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n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액세스 키.

n RSA SecurID 통신 포트 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RSA SecurID 인증 API에 대한 RSA 

Authentication Manager 시스템 설정에 설정된 5555입니다.

n RSA SecurID 인증 관리자 서버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n 해당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의 IP 주소.

n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또는 해당 로드 밸런서 서버에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있
는 경우 [포드 추가] 마법사에서 제공할 CA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PEM 형식이어야 합니다(파
일 유형 .cer 또는 .cert 또는 .pem).

절차
1 편집을 클릭하여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포드 편집] 창을 엽니다.

2 [포드 편집] 창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과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이 제공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는 포드의 현재 구성과 기존의 게이트웨이 설정이 반영됩니다.

3 해당 창을 2단계 인증을 변경하려는 외부 또는 내부 게이트웨이 유형에 배치합니다.

4 게이트웨이에서 2단계 인증을 비활성화하려면 2단계 인증 사용 토글을 해제한 후 단계 9단계로 이동하여 변
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또한 다른 게이트웨이도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비활성화하려면 다른 게이트웨이에 대한 
섹션에서 해당 토글을 해제합니다.

5 게이트웨이에서 설정된 특정 2단계 인증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새로운 2단계 인증 값 집합에 대해 새 이름을 생성하고 창에서 해당 게이트웨이 섹션에 대해 선택한 새 이름으
로 구성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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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성 이름 필드에 이 구성을 식별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7 [속성] 섹션에서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를 위해 인증을 받는 데 사용할 로그인 화면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마법사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과 함께 지원하는 구성에 따라 
필드를 표시합니다. 필드는 선택한 2단계 인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한 유형(RADIUS 또는 RSA 

SecurID)에 해당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RADIUS

필드를 완료할 때 기본 인증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조 인증 서버가 있는 경우 보조 서버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해당 서버에 대한 세부 정보도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표시 이름 이 필드는 비워둘 수 있습니다. 마법사에는 이 필드가 표시되더라도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는 내부 이름만 

설정됩니다. 이 이름은 Horizon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힌트 표시 선택적으로 RADIUS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의 메시지에 표
시되는 텍스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힌트는 최종 사용자에게 Enter your DisplayHint user name and 
passcode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DisplayHint는 사용자가 이 필드에 지정하는 텍스트입니다.

이 힌트는 사용자가 올바른 RADIUS 암호를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예제 회사 사용자 이름 및 도메인 암호와 같은 구문을 지정하면 Enter your Example Company user name and 
domain password below for user name and passcode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이름 ID 접미
사

이 설정은 포드가 Single Sign-On에 TrueSSO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는 SAML 시나리오에서 사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포드 관리자에 대한 요청에 전송되는 SAML 어설션 사용자 이름에 추가되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
면에서 사용자 이름이 user1으로 입력되고 여기에 이름 ID 접미사 @example.com이 지정되면 요청에 
user1@example.com의 SAML 어설션 사용자 이름이 전송됩니다.

반복 횟수 사용자가 이 RADIUS 시스템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려고 할 때 허용되는 실패한 인증 시도의 최대 횟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 
유지

클라이언트,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RADIUS 서비스 간에 발생하는 인증 흐름 중에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을 유지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n 사용자는 RADIUS에 대해서도 Active Directory 인증의 경우와 동일한 사용자 이름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n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다른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Horizon Cloud에서 사용자 이름 유지를 설정하는 경우와 도메인 보안 설정을 지정하는 경우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설정] 페이지의 도메인 보안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트 이
름/IP 주소

인증 서버의 DNS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유 암호 인증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값은 서버에 구성된 값과 동일해야 합니다.

인증 포트 인증 트래픽을 송수신하기 위해 인증 서버에 구성된 UDP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812입니다.

계정 포트 필요에 따라 계정 트래픽을 송수신하기 위해 인증 서버에 구성된 UDP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813입니다.

메커니즘 지정된 인증 서버에서 지원되고 배포된 포드에서 사용하게 하려는 인증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서버 시간 초
과

포드가 인증 서버의 응답을 대기해야 하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이 시간(초)이 지난 후에 서버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재시도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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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최대 재시도 
횟수

포드가 인증 서버에 대해 실패한 요청을 다시 시도하는 최대 횟수를 지정합니다.

영역 접두사 필요에 따라 사용자 이름이 인증 서버에 전송될 때 시스템이 이름 맨 앞에 추가하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계정 위
치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이 user1로 입력되고 여기에 영역 접두사 DOMAIN-A\가 지정되면 시스템은 인
증 서버에 DOMAIN-A\user1을 전송합니다. 영역 접두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입력한 사용자 이름만 전송됩니다.

영역 접미사 필요에 따라 사용자 이름이 인증 서버에 전송될 때 시스템이 이름에 추가하는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화
면에서 사용자 이름이 user1로 입력되고 여기에 영역 접미사 @example.com이 지정되면 시스템은 인증 서버에 
user1@example.com을 전송합니다.

RSA SecurID

옵션 설명
액세스 키 시스템의 RSA SecurID 인증 API 설정에서 가져온 RSA SecurID 시스템의 액세스 키를 입력합니다.

서버 포트 통신 포트에 대해 시스템의 RSA SecurID 인증 API 설정에 구성된 값(일반적으로 5555)을 지정합니다.

서버 호스트 이
름

인증 서버의 DNS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서버 IP 주소 인증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반복 횟수 사용자가 1시간 동안 잠길 때까지 허용되는 최대 인증 시도 실패 횟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5회입니다.

CA 인증서 이 항목은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또는 해당 로드 밸런서가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경우 CA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이 페이지의 위 설명대로 인증서 정보는 
PEM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버에 공용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인증 시간 초과 시간이 초과되기 전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와 RSA SecurID 인증 서버 간에 인증 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180초입니다.

8 원하는 설정을 모두 지정했으면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워크플로 시작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9 예를 클릭하여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결과
시스템에서 새 구성을 포드에 배포할 때까지, 2단계 인증을 추가한 게이트웨이에 대한 포드 요약 페이지의 섹션에
는 보류 중 상태가 표시됩니다.

워크플로가 완료되면 상태가 준비로 표시되고 게이트웨이의 2단계 인증 설정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참고   Microsoft Azure China에서 포드에 대해 이 워크플로를 실행할 때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1시간 넘게 소
요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지리적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
로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538



다음에 수행할 작업

중요   게이트웨이의 2단계 인증 설정 값을 새 값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가 새로운 2단계 인증 값의 게이
트웨이 사용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n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2단계 인증이 구성되어 있고 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가 배포된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게이트웨이 구성에 지정한 
2단계 인증 서버가 외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의 IP 주소에서의 통신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게이트웨이 배포와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해당 로드 밸런서 주소를 사용하여 해당 서버와 연결하려고 시도합니
다. 이러한 통신 트래픽을 허용하려면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 있는 로드 밸런서 리소스의 IP 

주소가 2단계 인증 서버의 구성에 허용된 클라이언트 또는 등록된 에이전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통신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 동일한 VNet 토폴로지 내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배포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생성된 적절한 NIC의 통신을 허용하도록 2단계 인증 서버가 구
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배포에 사용되는 Azure VNet 토폴로지 및 해당 서브넷에 대한 2단계 인증 서버의 네트워
크 가시성을 결정합니다. 2단계 인증 서버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가시성을 
부여한 서브넷에 해당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NIC의 IP 주소를 통한 통신을 허용해야 합
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는 해당 서브넷에 해당하는 4개의 NIC가 있습니다. 이 
중 2개의 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현재 활성 상태이고, 나머지 2개는 유휴 상태였다
가 포드 및 해당 게이트웨이가 업데이트를 거친 후에 활성화됩니다.

포드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과 각 포드를 업데이트한 후에 게이트웨이와 2단계 인증 서버 간 통신 트래픽을 지
원하려면 해당 NIC 4개의 IP 주소가 해당 서버 구성에서 허용된 클라이언트 또는 등록된 에이전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통신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이러한 IP 주소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필요한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 정보로 2단계 인증 시스
템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이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와 동일한 NTP 서버 
설정을 상속하는지 확인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기존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이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대해 지정된 것
과 동일한 NTP 서버 설정을 상속하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해 동일한 NTP 서
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 불일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불일치로 인해 나중에 게이트웨이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세션을 인증하려고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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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0일 서비스 업데이트부터 새 게이트웨이 배포에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게이
트웨이 배포 도중 포드 NTP 서버 상속 토글이 수동으로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포드 관리자 인스턴
스에 대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NTP 서버 설정을 상속합니다.

게이트웨이가 2022년 10월 20일 이전에 배포되었거나 해당 토글이 해제된 상태로 배포된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
하여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드 관리자에 대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NTP 서버 설정을 상속하도
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다음 항목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 포드에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려는 배포된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습니다.

n 포드의 VNet과는 별도로 자체 VNet에 배포된 외부 게이트웨이에서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는 경우 게이트웨
이 배포의 VNet을 통해 포드의 NTP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포드 편집] 창을 엽니다.

2 [포드 편집] 창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과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이 제공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는 포드의 현재 구성과 기존의 게이트웨이 설정이 반영됩니다.

3 외부 또는 내부, 각 게이트웨이 유형에 대해 포드 NTP 서버 상속 토글을 찾습니다.

4 포드 NTP 서버 상속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결과
시스템은 배포된 게이트웨이에서 NTP 설정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설정을 포드 관리자의 NTP 서버 설정과 일치하
도록 설정합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세션 시간 초과 설정 사용자 지정
게이트웨이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처음 구성될 때 세션 시간 초과 값은 기본 Unified 

Access Gateway 값인 10시간(3600만 밀리초)입니다. 포드 편집 워크플로에서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을 편집
하여 조직의 필요에 따라 해당 시간 초과 값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포드에는 세션 시간 초과를 사용자 지정하려는 게이트웨이 구성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포드 편집] 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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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드 편집] 창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과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이 제공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는 포드의 현재 구성과 기존의 게이트웨이 설정이 반영됩니다.

3 변경하려는 게이트웨이 유형(외부 또는 내부)에 대한 세션 시간 초과 필드를 찾습니다.

4 세션 시간 초과에 새 값을 입력합니다.

포드에 다른 게이트웨이 유형이 있으며 해당 세션 시간 초과 값을 변경하려면 다른 게이트웨이에 대해 이 단계
를 반복합니다.

시간 초과 값은 최소 5분(30만 밀리초)이 될 수 있습니다.

5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결과
시스템은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입력한 값에 따라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세션 시간 초과를 업데이트
합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Blast Extreme TCP 포트를 8443으로 설
정
Blast Extreme TCP 포트에 포트 8443이 사용되는 경우 포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향하는 
클라이언트 Blast Extreme TCP 트래픽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배포된 게이트웨이 구성이 아직 Blast Extreme 

TCP 트래픽에 포트 8443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경우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Blast Extreme 

TCP 포트에서 포트 8443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Blast Extreme TCP 포트는 서비스 배포자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의 Blast External URL에 설정
하는 포트입니다. 예를 들어 배포자 마법사에서 게이트웨이 구성이 myuag.hcs.com으로 지정된 FQDN을 사용하
여 배포되고 Blast Extreme TCP 포트 메뉴가 8443으로 설정되면 배포자는 게이트웨이 구성의 Blast External 

URL을 https://myuag.hcs.com:8443으로 설정합니다.

중요   배포자 마법사는 Blast Extreme TCP 포트를 8443 또는 443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8443은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간의 트래픽에 가장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포트 
8443은 배포자 마법사의 기본값이며 기본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CPU 정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기본 선택 옵션입니다. 443은 조직의 보안 팀 또는 방화벽 팀이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트래픽에 대해 
8443/TCP의 사용을 차단하고 443만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포드에 Blast Extreme TCP 포트 설정을 편집하려는 게이트웨이 구성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포드 편집] 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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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드 편집] 창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과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이 제공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는 포드의 현재 구성과 기존의 게이트웨이 설정이 반영됩니다.

3 변경하려는 게이트웨이 유형(외부 또는 내부)에 대한 Blast Extreme TCP 포트 메뉴를 찾습니다.

4 Blast Extreme TCP 포트로 8443을 선택합니다.

포드에 다른 게이트웨이 유형이 있으며 해당 Blast Extreme TCP 포트를 변경하려면 다른 게이트웨이에 대
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5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결과
시스템은 [포드 편집] 워크플로에 지정된 Blast Extreme TCP 포트를 사용하도록 포드 게이트웨이 구성의 Blast 

External URL을 업데이트합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 사용되는 암호 그룹 업데이트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포드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암호 그룹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암호 그룹은 클라이
언트와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 간 TLS 통신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 설정으로 충분하지만 Unified Access Gateway는 암호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 이 기능을 제
공합니다.

포드 편집 마법사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허용되는 암호 그룹 목록이 표시됩니다. 화
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포드에는 암호 그룹을 업데이트하려는 게이트웨이 구성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포드 편집] 창을 엽니다.

2 [포드 편집] 창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과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섹션이 제공됩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는 포드의 현재 구성과 기존의 게이트웨이 설정이 반영됩니다.

3 외부 또는 내부 암호 그룹을 변경하려는 게이트웨이 유형에 대한 암호 그룹 필드를 찾습니다.

원하는 선택 항목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포드에 다른 게이트웨이 유형이 있고 사용하는 암호 그룹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게이트웨이에 대해 이 단계
를 반복합니다.

4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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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스템은 이 워크플로에서 선택한 암호 그룹을 사용하도록 포드 게이트웨이 구성의 암호 그룹 집합을 업데이트합
니다.

게이트웨이의 SSL 인증서를 새 만료 날짜와 같은 새 인증서로 바꾸거나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다른 FQDN 사용
이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포드에 배포된 두 가지 유형의 게이트웨이 구성에 있는 SSL 인증서를 교체합니다. 이 작
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SSL 인증서를 교체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게이트웨이 구성에 있는 SSL 인증서가 만료 날짜에 
거의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포드 편집] 마법사를 사용하여 이러한 단계를 수행
합니다.

중요   이 사용 사례를 사용하는 경우:

n 사용자 환경이 [브로커] 페이지에 표시된 Microsoft Azure 포드의 단일 포드 브로커링으로 구성됩니다.

n 또한 포드는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에 설명된 대로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n 목표는 포드와 통신할 때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사용하는 SSL 인증서를 교체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용 사례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단계 집합이 달라집니다. 사용 사례가 포드와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를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이면 아래 단계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단계는 아래와 완전히 
다릅니다.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통합 및 해당 요구 사항에 대한 개요는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관련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정보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서 Horizon Cloud 포드를 구성하는 단계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배포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및 브라
우저를 포드 관리자 장치에 직접 연결하는 이례적인 드문 배포 시나리오의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이러한 드문 시
나리오에서 사용되는 SSL 인증서를 교체하지 마십시오.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사용 사례 및 이
례적인, 드문 시나리오 사용 사례에 적용되는 인증서 구성에 대한 설명은 대신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의 
SSL 인증서 구성 개요(주로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의 포드가 있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사용)를 읽어보십시오.

포드 게이트웨이가 포드용으로 처음 배포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포드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SSL 인
증서를 교체하거나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FQDN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포
드 프로비저닝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당 최종 사용자에게 해당 Horizon 클라이언트 또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FQDN을 부여합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및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에 설명된 대로 일부 최종 사용
자는 브라우저를 열고 해당 FQDN을 입력하지만 Horizon Client 중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에
게 클라이언트 및 브라우저를 가리키도록 지시한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및 브라우저에서 해당 게이트웨이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 설명된 대
로, 포드에는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내부 유형 또는 둘 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Unified Gateway 구성에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FQDN 및 SSL 인증서 정보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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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포드 게이트웨이에 대해 구성된 SSL 인증서 및 FQDN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인플레이스 SSL 인증서의 인증서 체인에 만료 날짜가 있고 일정 날짜 및 시간이 곧 다가오는 경우가 한 가지 이유
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인증서의 만료 날짜에 도달하기 전에 SSL 인증서를 교체하여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또는 브라우저에서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려고 할 때 인증서 신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
다. SSL 인증서를 교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및 브라우저에서 다른 FQDN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SSL 인증서가 FQDN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FQDN을 다른 인증서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적
으로 SSL 인증서를 새 FQDN을 기준으로 하는 인증서로 교체합니다.

참고   시스템에서 구성을 변경하는 동안 포드에서 제공하는 연결된 세션이 있는 최종 사용자의 경우 해당 활성 세
션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데이터는 손실되지 않습니다. 구성 변경이 완료된 후에 해당 사용자가 다시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이 워크플로를 완료하려면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n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교체용 SSL 인증서. 해당 인증서는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및 브라우저에서 사용하
도록 설정된 FQDN을 사용하여 사용 권한이 부여된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포드 게이트웨이에 연결해야 
합니다.

n 해당 FQDN을 기준으로 하는 서명된 SSL 인증서(PEM 형식). Unified Access Gateway 기능을 사용하려
면 Unified Access Gateway 제품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클라이언트 연결용 SSL이 필요합니다. 이 인증서
는 신뢰할 수 있는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단일 PEM 파일에는 개인 키가 있는 전체 인증서 체
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일 PEM 파일에는 SSL 서버 인증서, 필요한 모든 중간 CA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 및 개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OpenSSL은 PEM 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
다.

중요   인증서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는 시간 프레임이 유효해야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VM에
서는 모든 중간 인증서를 비롯하여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의 시간 프레임이 유효해야 합니다. 체인에 만료된 
인증서가 있으면 나중에 인증서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업로드될 때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n 해당 SSL 인증서에 해당하는 FQDN. 이 FQDN은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및 브라우저에서 포드 게이트웨
이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FQDN입니다.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서 만료 날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SSL 인
증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법사에 표시되는 게이트웨이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FQDN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FQDN을 새 FQDN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포드에 고유한 GUID가 있
어야 합니다. 다른 포드에 대해 이미 구성된 FQDN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   이 FQDN에는 밑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FQDN에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이 실패합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용량으로 이동한 후 포드 이름을 클릭하여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2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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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드 편집] 창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4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수행해야 하는 변경 사항에 따라 외부 UAG 섹션 또는 내부 UAG 섹션에서 관련 단계를 
완료합니다.

a FQDN 값을 새 값으로 바꿉니다.

b 변경을 클릭하고 새 인증서를 업로드하여 SSL 인증서를 교체합니다.

클라이언트가 Microsoft Azure에서 실행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사용할 PEM 형식의 인증서를 업로드하십시오. 

인증서는 지정한 FQDN을 기준으로 하며 신뢰할 수 있는 CA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5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FQDN 또는 인증서 업데이트로 기존 사용자 연결이 해제됨을 알리고 워크플로 시작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예를 클릭하여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중요   인증서 체인의 인증서 중 하나가 만료된 경우 업데이트 상태에 업데이트 실패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가 
표시되면 인증서 파일을 확인하고 모든 인증서의 시간 프레임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변경한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해 이전 FQDN과는 다른 FQDN으로 변경한 경우 DNS 서버의 
CNAME 레코드를 업데이트하여 구성의 로드 밸런서 FQDN을 새 FQDN에 매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NS 서버에서 매핑할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인증서 파일을 포드 배포에 필요한 PEM 형식으로 변환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기능을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 연결용 SSL이 필요합니다. 포드에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드 배포 마법사에는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SSL 서버 인증서 체인을 제공하기 위해 PEM 형식 파일이 필요합니다. 단일 PEM 파일에는 SSL 서버 인증서, 필
요한 모든 중간 CA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 및 개인 키를 포함하는 전체 인증서 체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사용되는 인증서 유형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는 Unified Access Gateway 제
품 문서에서 [올바른 인증서 유형 선택]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게이트웨이 설정에 대한 포드 배포 마법사 단계에서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배포 프로세스 동안 이 파일이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구성에 제출됩니다. 마법사 인터페이스에서 업로드 단계를 수행할 
때, 마법사에서는 업로드한 파일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파일을 PEM 형식으로 구문 분석할 수 있습니다.

n 유효한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 해당 개인 키가 서버 인증서의 공용 키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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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정보에 대한 PEM 형식의 파일이 없는 경우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파일로 인증서 정보를 변환해야 합
니다. PEM 형식이 아닌 파일을 PEM 형식으로 변환하고 전체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가 포함된 단일 PEM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을 구문 분석하는 동안 마법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일을 편집하여 불필요한 정
보(있는 경우)를 제거해야 합니다. 개략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서 정보를 PEM 형식으로 변환하고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를 포함하는 단일 PEM 파일을 생성합니다.

2 파일을 편집하여 각 ----BEGIN CERTIFICATE---- 및 -----END CERTIFICATE----- 표시기 세트 사이에 
있는 인증서 정보 이외의 불필요한 인증서 정보(있는 경우)를 제거합니다.

다음 단계의 코드 예제에서는 루트 CA 인증서, 중간 CA 인증서 정보 및 개인 키를 포함하는 
mycaservercert.pfx 파일로 작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인증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은 PKCS#12(.p12 또는 .pfx) 형식이나 Java JKS 또는 JCEKS 형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인증서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는 시간 프레임이 유효해야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VM에
서는 모든 중간 인증서를 비롯하여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의 시간 프레임이 유효해야 합니다. 체인에 만료된 
인증서가 있으면 나중에 인증서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업로드될 때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n 인증서 변환에 사용할 수 있는 openssl 명령줄 도구를 숙지합니다. https://www.openssl.org/docs/

apps/openssl.html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인증서가 Java JKS 또는 JCEKS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Java keytool 명령줄 도구를 숙지하고 먼
저 인증서를 .p12 또는 .pks 형식으로 변환한 후 .pem 파일로 변환합니다.

절차
1 인증서가 Java JKS 또는 JCEKS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keytool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p12 또

는 .pks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중요   이 변환을 수행하는 동안 같은 소스 및 대상 암호를 사용하십시오.

2 인증서가 PKCS#12(.p12 또는 .pfx) 형식이거나 인증서가 PKCS#12 형식으로 이미 변환된 경우에는 
openssl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pem 파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인증서의 이름이 mycaservercert.pfx인 경우에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openssl pkcs12 -in mycaservercert.pfx -nokeys -out mycaservercertchain.pem
openssl pkcs12 -in mycaservercert.pfx -nodes -nocerts -out mycaservercertkey.pem

위의 첫 번째 줄은 mycaservercert.pfx에 있는 인증서를 가져온 후 mycaservercertchain.pem에 
PEM 형식으로 씁니다. 위의 두 번째 줄은 mycaservercert.pfx 에서 개인 키를 가져온 후, 

mycaservercertkey.pem에 PEM 형식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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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사항) 개인 키가 RSA 형식이 아닌 경우 개인 키를 RSA 개인 키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는 RSA 개인 키 형식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실행해야 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려면 PEM 파일을 살펴보고 개인 키 정보가 다음으로 시작하는지 확인합니다.

-----BEGIN PRIVATE KEY-----

개인 키가 이 줄로 시작하는 경우 개인 키를 RSA 형식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개인 키가 -----BEGIN RSA 
PRIVATE KEY-----로 시작하는 경우 개인 키를 변환하기 위해 이 단계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키를 RSA 형식으로 변환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penssl rsa -in mycaservercertkey.pem -check -out mycaservercertkeyrsa.pem

이제 PEM 파일의 개인 키가 RSA 형식(-----BEGIN RSA PRIVATE KEY----- 및 -----END RSA 
PRIVATE KEY-----)입니다.

4 인증서 체인 PEM 파일 및 개인 키 PEM 파일에 있는 정보를 결합하여 단일 PEM 파일을 만듭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mycaservercertkeyrsa.pem의 컨텐츠(RSA 형식의 개인 키)가 먼저 나온 후 
mycaservercertchain.pem의 컨텐츠(기본 SSL 인증서), 하나의 중간 인증서, 루트 인증서가 차례로 나
오는 샘플을 보여줍니다.

-----BEGIN CERTIFICATE-----
.... (your primary SSL certificate)
-----END CERTIFICATE-----
-----BEGIN CERTIFICATE-----
.... (the intermediate CA certificate)
-----END CERTIFICATE-----
-----BEGIN CERTIFICATE-----
.... (the trusted root certificate)
-----END CERTIFICATE-----
-----BEGIN RSA PRIVATE KEY-----
.... (your server key from mycaservercertkeyrsa.pem)
-----END RSA PRIVATE KEY-----

참고   서버 인증서가 먼저 나오고 중간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서가 차례로 나와야 합니다.

5 BEGIN 및 END 표시기 사이에 불필요한 인증서 항목 또는 관련 없는 정보가 나올 경우 파일을 편집하여 제거하
십시오.

결과
결과 PEM 파일이 포드 배포 마법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필요한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 정보로 2단계 인증 시스템 업데이트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RADIUS 2단계 인증 설정을 구성한 후에는 특정 게이트웨이 관련 
IP 주소에서 전송되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허용하도록 해당하는 2단계 인증 시스템 구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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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특정 IP 주소에서 2단계 인증 서버와의 통신을 시도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2단계 인증 서버의 네트워크에서 포드의 Azure VNet(Virtual Network) 및 서브넷이 표시
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네트워크 가시성과 포드 게이트웨이 유형(외부 또는 내부)의 조합에 따라 해당 통신을 수
락할 수 있도록 2단계 인증 서버 구성에서 구성해야 하는 특정 게이트웨이 관련 IP 주소가 결정됩니다.

중요   2단계 인증 시스템에 해당되는 설명서를 따라야 합니다.

RADIUS 2단계 인증 시스템은 허용되는 RADIUS 클라이언트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FreeRADIUS 클라
이언트 구성에 대한 FreeRADIUS wiki에 설명된 것처럼, /etc/raddb/clients.conf 파일에는 RADIUS 클라
이언트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client NAME {
  ipaddr = IPADDRESS
  secret = SECRET
}

RSA SecurID 2단계 인증 시스템은 RSA Authentication Manager와 통신하도록 등록된 인증 에이전트의 개
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설명서 - 인증 에이전트 추가에 설명된 대로 
RSA Authentication Manager의 보안 콘솔을 사용하여 필요한 IP 주소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2단계 인증 서버에서 포드의 게이트웨이 간 통신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각 포드 업데이트 후에 해
당 통신이 복원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Horizon Cloud 포드의 정보를 설명합니다.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통신을 수락하려면 2단계 인증 서버가 적절한 IP 주
소에서의 통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자는 2단계 인증 서버가 VNet 및 배포된 포드에 연결된 서브넷에 대해 갖는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결정합니다.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할 때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특정 
소스 IP는 다음에 따라 좌우됩니다.

n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RADIUS 또는 RSA SecurID 유형을 구성했는지 여부
n 게이트웨이 구성이 내부 또는 외부인지
n 네트워크 관리자가 포드 VNet 내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2단계 인증 서버를 구성했는지 또는 RADIUS 서

버가 VNet 외부에 있는지 여부
n 2단계 인증 서버를 포드의 VNet 내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며, 해당 VNet의 포드 서브넷에서 네트워크 관리자

가 2단계 인증 서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구성한 경우
RSA SecurID - 외부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

RSA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는 개별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NICS의 통신을 확
인합니다. RSA Authentication Manager 구성에서 다음 NIC IP 주소를 인증 에이전트로 등록합니다.

n 외부 게이트웨이의 경우 게이트웨이의 dmz 서브넷에 있는 4개의 NIC

n 내부 게이트웨이의 경우 게이트웨이의 tenant 서브넷에 있는 4개의 NIC

RADIUS -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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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용으로 배포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해당 NIC의 개인 IP 주소를 사
용하여 해당 2단계 인증 서버에 연결합니다. 2단계 인증 서버는 NIC의 개인 IP 주소에 해당하는 소스 IP 주소
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해당 서버에 포드 관리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지 또
는 테넌트 서브넷의 IP 주소 범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구성했습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내부 게
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는 해당 서브넷에 해당하는 4개의 NIC가 있습니다. 이 중 2개의 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현재 활성 상태이고, 나머지 2개는 유휴 상태였다가 포드가 업데이트를 
거친 후에 활성화됩니다. 포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과 각 포드를 업데이트한 후에 게이트웨이와 2단계 인증 
서버 간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려면 해당 서버에 표시되는 서브넷에 해당하는 Microsoft Azure 내부 게이트
웨이 리소스 그룹의 4개 NIC IP 주소에서의 클라이언트 연결을 허용하도록 해당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
래의 포드 게이트웨이 NIC의 IP 주소에서 통신 허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내부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RSA SecurID 유형의 경우 테넌트 서브넷에 있는 4개의 NIC에 대한 NIC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RADIUS - VNet 내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 및 2단계 인증 서버
네트워크 관리자가 포드와 동일한 VNet에서 2단계 인증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해당 NIC의 개인 IP 주소를 사용하여 해당 서버에 연결합니다. 2단계 인증 서
버는 NIC의 개인 IP 주소에 해당하는 소스 IP 주소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서버에 포드 관리, 테넌트 또는 DMZ 서브넷의 IP 주소 범위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구성
했습니다. Microsoft Azure에 있는 외부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는 해당 서브넷에 해당하는 4개의 NIC

가 있습니다. 이 중 2개의 두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현재 활성 상태이고, 나머지 2개는 
유휴 상태였다가 포드가 업데이트를 거친 후에 활성화됩니다. 포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과 각 포드를 업데이
트한 후에 게이트웨이와 2단계 인증 서버 간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려면 해당 서버에 표시되는 서브넷에 해당
하는 Microsoft Azure 외부 게이트웨이 리소스 그룹의 4개 NIC IP 주소에서의 클라이언트 연결을 허용하도
록 해당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포드 게이트웨이 NIC의 IP 주소에서 통신 허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RADIUS - 포드의 VNet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 및 2단계 인증 서버
네트워크 관리자가 포드의 VNet 외부에서 2단계 인증 서버를 구성한 경우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해당 서버에 연결하기 위해 외부 게이트웨이의 Azure Load Balancer 리소
스의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리소스 IP 주소에서 클라이언트 연결을 허용하도
록 해당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RADIUS 2단계 인증 - 외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서의 통신 허
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게이트웨이 NIC의 IP 주소에서 통신 허용
포드가 배포되면 포드 배포자가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게이트웨이 리소스 그룹에 NIC 집합을 생성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에는 내부 게이트웨이 유형 및 외부 게이트웨이 유형에 대한 NIC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
에서는 포드 ID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배포자가 해당 이름에 -management, -tenant 및 -dmz를 사용해서 
NIC 이름을 지정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드 리소스 그룹의 이름은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대해 생성된 리소스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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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2단계 인증 서버가 표시되는 서브넷에 해당하는 2단계 인증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NIC의 IP 주소를 가져와야 하고 해당 IP 주소를 2단계 인증 서버 구성에서 허용 클라이언트로 지정해
야 합니다.

중요   업데이트 후 2단계 인증 서버와 포드 간의 연결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2단계 인증 설정으로 구성한 
각 게이트웨이에 대해 아래에 설명된 4개 NIC의 IP 주소가 2단계 인증 서버의 구성에서 허용 클라이언트로 지정되
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포드 작업 중에는 NIC 중 절반만 활성화되지만 포드가 업데이트될 때 전환됩니다. 포
드 업데이트 후에 NIC의 다른 절반은 활성화되고 업데이트 전 NIC는 다음번 포드 업데이트 때까지 유휴 상태를 유
지했다가 업데이트 후에 다시 전환됩니다. 활성 및 유휴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NIC IP 주소를 2단계 인증 서버 구
성에 추가하지는 않은 경우 2단계 인증 서버는 포드 업데이트 후의 현재 활성 상태인 NIC 집합의 연결 요청을 거부
하며, 해당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로그인 프로세스는 중단됩니다.

2단계 인증 서버 구성에 추가할 게이트웨이의 NIC IP 주소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포드의 서브넷에 2단계 인증 서버(관리, 테넌트 또는 dmz)가 표시되는지에 대한 정보
를 획득합니다.

2 구독한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하고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을 찾습니다.

3 네트워크 관리자가 2단계 인증 서버가 표시된다고 확인한 서브넷에 해당하는 NIC의 경우, 각 NIC를 클릭하고 
해당 IP 주소를 복사합니다.

4 사용 중인 2단계 인증 시스템 유형에 대한 설명서에 따라 2단계 인증 서버가 해당 NIC의 통신을 수락하도록 
해당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RADIUS 2단계 인증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게이트웨이의 NIC IP 주소를 추가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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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코드 블록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동일한 VNet 내에 포트의 테넌트 서브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RADIUS 서버를 구성한 경우, 내부 게이트웨이의 포드 테넌트 서브넷에 IP 주소가 있는 NIC의 클라이언트 구
성 줄 일부를 보여 줍니다. 이 포드를 배포할 때 포드의 테넌트 서브넷이 192.168.25.0/22로 구성되었습니다. 

포드가 처음 배포되면 NIC1 및 NIC2가 활성화 상태이고 NIC3 및 NIC4가 유휴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4개
의 NIC를 RADIUS 서버 구성에 모두 추가하여 포드 업데이트 후 NIC3 및 NIC4가 활성 상태로 전환되고 
NIC1 및 NIC2가 유휴 상태가 되면 RADIUS 서버가 이 게이트웨이의 연결을 계속 수락합니다. RADIUS 서버
와 관련된 적절한 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client UAGTENANTNIC1 {
  ipaddr = 192.168.25.5
  secret = myradiussecret
}
client UAGTENANTNIC2 {
  ipaddr = 192.168.25.6
  secret = myradiussecret
}
client UAGTENANTNIC3 {
  ipaddr = 192.168.25.7
  secret = myradiussecret
}
client UAGTENANTNIC4 {
  ipaddr = 192.168.25.8
  secret = myradiussecret
}

RADIUS 2단계 인증 - 외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서의 통신 허용
2단계 인증 서버가 포드의 VNet 외부에 있는 경우 해당 서버를 지정한 외부 게이트웨이에서, 외부 게이트웨이의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 공용 IP 주소를 해당 2단계 인증 서버 구성에 허용 클라이언트로 추가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고 게이트웨이 리소스 그룹에서 로드 밸런서 리소스를 찾아 해당 로드 밸런서 
IP 주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 구독한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하고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을 찾습니다.

2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그룹에서 로드 밸런서 리소스를 클릭합니다. 이름 패턴은 vmw-hcs-podID-uag-lb를 
따릅니다. 해당 IP 주소가 해당 개요 정보에 나열됩니다.

3 사용 중인 2단계 인증 시스템 유형에 대한 설명서에 따라 2단계 인증 서버가 해당 IP 주소의 통신을 수락하도
록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RADIUS 2단계 인증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IP 주소를 추가하는 예
다음 코드 블록은 예입니다. RADIUS 서버와 관련된 적절한 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client MYPODUAGEXTLBIP {
  ipaddr = 52.191.23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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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 = myradiussecret
}

Horizon Cloud 포드에서 게이트웨이 구성 삭제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서 게이트웨이 구성을 삭제하려면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서 삭제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포드가 배포된 후 새 구성을 사용하여 해당 게이트웨이 유형을 새로 다시 
설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먼저 포드에서 기존 게이트웨이 구성을 삭제한 다음, 포드를 
편집하여 게이트웨이를 다시 설정합니다.

경고  
n 게이트웨이 구성을 삭제하면 해당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 세션이 즉시 종료됩니다.

n 게이트웨이 삭제 작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삭제된 특정 게이트웨이 구성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포
드를 편집하여 삭제한 구성 자리에 새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에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이나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 또는 두 가지 구성이 모두 있을 수 있
습니다. 삭제 작업에서 삭제할 특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포드에서 두 게이트웨이 구성을 모두 삭제하려면 한 번에 
하나씩 삭제해야 합니다.

중요   포드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에서 포드 구성을 변경하는 동안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n 포드에 대해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편집 버튼은 포드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n 포드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연결된 세션이 없거나, 연결을 시도하는 최종 사
용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n 삭제하지 않은 포드의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세션에 연결된 최종 사용자의 경우 해당 활성 세션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데이터는 손실되지 않습니다. 구성 변경이 완료된 후에 해당 사용자는 나머지 게이트웨이를 사용
하여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팁   콘솔은 동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워크플로와 포드의 현재 구성 및 전체 환경의 구성에 따라 타당하며 적절한 
토글 및 필드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용량] 페이지로 이동한 후 포드를 클릭하여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2 포드에서 삭제하려는 게이트웨이 유형에 해당하는 작업을 클릭합니다.

n 삭제 > 외부 UAG: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 삭제.

n 삭제 > 내부 UAG: 포드의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 삭제.

3 삭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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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스템은 Microsoft Azure에서 게이트웨이 리소스를 삭제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참고   생성한 리소스 그룹에 배포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 프로세스가 완
료되면 일부 비포드 아티팩트가 해당 리소스 그룹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삭제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해당 아티팩트를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팜 및 VDI 할당에 대한 Horizon Cloud 포드에서 여러 테넌트 서브넷 사용 개요
추가 테넌트 서브넷으로 포드를 구성하면 팜 및 VDI 할당에 대해 해당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팜 및 데스크톱 VM을 포드 테넌트 서브넷에 연결하는 대신, 각 팜 및 VDI 할당에 VM을 연결하려는 특정 서
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 추가 VM 서브넷을 구성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팜 및 VDI 데스크톱 VM

이 포드 테넌트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여러 테넌트 서브넷을 추가하도록 포드를 편집하는 이 기능은 포드 매니페스
트 2298.0 이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테스트 환경과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테넌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테넌트 서브넷은 VM 서브넷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설명서 및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두 이름 모두에 대한 참조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 VM 서브넷은 포드(포드 관리자 VM)와 동일한 VNet에 있거나 코어 포드가 있는 VNet과 피어링된 별도의 
VNet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어링된 VNet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VNet이 포드와 동일한 구독 및 Microsoft 

Azure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   이러한 추가 VM 서브넷을 포드에 추가하는 경우,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여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편집] 워크플로는 이러한 NSG를 생성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포드 배포자를 사용하여 포드를 생성하는 경우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테넌트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해당 테
넌트 서브넷을 기본 VM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콘솔에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네트워킹] 섹션에는 포드 테넌
트 서브넷(기본적으로 1개 및 추가된 서브넷)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추가 테넌트 서브
넷이 아직 추가되지 않은 포드를 보여 줍니다. 이 경우에는 명명된 서브넷을 사용하여 포드를 배포했습니다. 포드 
기본 VM 서브넷에 대한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테넌트라는 서브넷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코어 포드 VM, 게이트웨
이 VM 및 기본 이미지 VM은 이 기본 VM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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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크린샷은 두 VM 서브넷(tenant5 및 tenant6)을 추가한 후의 동일한 포드를 보여 줍니다.

VM 서브넷을 더 추가하려면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여러 테넌트 서
브넷을 사용하도록 Horizon Cloud 포드 편집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는 최대 40개의 VM 서브넷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전체 서브넷은 40개(기본 VM 서브넷과 39개의 추가 VM 서브넷)입니다.

추가 서브넷이 추가될 때 수행되는 작업
[포드 편집] 워크플로에서 저장 및 종료를 클릭하여 선택한 서브넷을 추가하면 시스템에서는 추가된 서브넷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서브넷에 연결될 팜 VM 및 데스크톱 VM과 통신할 수 있도록 포드 관리자 VM 및 게이트웨이 
VM을 업데이트하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실행합니다. 해당 업데이트가 오류 없이 완료되면 추가된 서브넷이 준비 
완료 상태로 설정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서브넷이 오류 상태로 설정됩니다.

이 스크린샷은 준비 완료 상태로 추가된 서브넷을 보여 줍니다.

서브넷이 오류로 표시되면 실패한 네트워크 다시 배포 작업을 사용하여 시스템 작업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 > 실패한 네트워크 다시 배포 > 를 클릭합니다.

포드 구성에서 추가된 VM 서브넷 제거
포드의 구성에 설정된 VM 서브넷을 더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해당 서브
넷을 포드의 구성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를 수행하여 해당 서브넷을 사용하는 팜 또는 VDI 데스크
톱 할당이 더이상 없는 경우만 VM 서브넷을 제거합니다.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시작하고 표시된 목록에서 해당 서
브넷의 선택을 취소한 후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중요  
n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되는 VM 서브넷을 제거하려고 하면 [포드 편집] 마법사에서 변경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서브넷은 포드의 구성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콘솔의 모니터링 > 활
동 > 감사 로그를 사용하여 이러한 서브넷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n 포드에서 기본 VM 서브넷을 제거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브넷은 포드의 필수 테넌트 서브넷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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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및 VDI 할당에 대한 VM 서브넷 사용 정보
서브넷이 준비 완료 상태에 있는 경우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정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팜 VM 및 VDI 데
스크톱 VM이 해당 정의에 지정하는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n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 및 편집할 때 해당 VM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n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둘 이상의 VM 서브넷을 지정하는 경우 팜 또는 할당의 VM 로드가 지정된 
서브넷 전체에서 조정됩니다.

참고   이러한 VM 서브넷으로 팜 또는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 추가된 VM 서브넷과 함께 포드 기본 
VM 서브넷(포드 테넌트 서브넷)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n 현재 릴리스에서는 팜 또는 데스크톱 할당에 서브넷을 할당한 후 나중에 팜 또는 데스크톱 할당에서 해당 서브
넷을 할당 해제할 수 없습니다.

VM 서브넷 상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색상이 지정된 아이콘은 해당 서브넷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콘솔에서 아이콘 위로 마우
스를 가져가면 상태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상태 설명
보류 중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새 테넌트 서브넷을 추가한 후에는 시스템 백그라운드 작업이 실

행되는 동안 보류 중 상태로 서브넷이 시작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짧습니
다.

준비 완료 테넌트 서브넷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 성공하면 표시기에 준비 완료 상태가 표시됩니다.

오류 서브넷과 관련된 작업이 실패하면 표시기에 오류 상태가 표시됩니다.

삭제 중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테넌트 서브넷을 제거하면 시스템 백그라운드 작업이 진행 중인 
동안 해당 표시기가 삭제 중 상태를 표시합니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여러 테넌트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Horizon Cloud 포드 편집
여러 테넌트 서브넷으로 포드를 구성하려면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서브넷을 VM 서브넷이라
고도 합니다. Microsoft Azure 포드에 여러 테넌트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은 2298.0 이상 버전의 포
드 매니페스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VM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브넷을 포드 
구성에 추가합니다.

다중 테넌트 서브넷 기능에 대한 개요는 팜 및 VDI 할당에 대한 Horizon Cloud 포드에서 여러 테넌트 서브넷 사
용 개요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포드에 추가할 수 있는 테넌트 서브넷의 최대 수는 39개입니다. 따라서 포드에 지원되는 전체 테넌트 서브
넷 수는 테넌트 서브넷 1개와 추가 서브넷 39개 등 총 4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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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포드에 추가하려는 테넌트 서브넷이 Microsoft Azure 포털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서브넷
은 포드(포드 관리자 VM)와 동일한 VNet에 있거나 다른 VNet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VNet에 있는 경우 해
당 VNet을 포드 VNet과 피어링해야 합니다. 피어링된 VNet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VNet이 포드와 동일한 구
독 및 Microsoft Azure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테넌트 서브넷이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서브넷에 다른 리소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중요   이러한 추가 VM 서브넷을 포드에 추가하는 경우,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여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편집] 워크플로는 이러한 NSG를 생성
하지 않습니다.

절차
1 편집을 클릭하여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2 포드 세부 정보 단계로 이동하고 네트워킹 섹션을 찾습니다.

이 섹션에는 포드의 현재 네트워크 구성이 표시됩니다. VM 서브넷 - 추가 영역에는 포드 구독에 있는 VNet이 
표시됩니다. 각 VNet 옆의 아이콘은 이미 포드에 연결된 서브넷의 수를 표시합니다.

3 포드에 추가하려는 서브넷이 있는 VNet을 확장합니다.

VNet의 서브넷 집합이 표시됩니다. 포드에도 사용되는 VNet을 확장하면 포드 기본 VM 서브넷 옆에 표시기
가 표시되고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4 추가하려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tenant라는 서브넷이 포드의 기본 테넌트 서브넷이며 포드(tenant5 및 tenant6)에 추가
하기 위해 두 개의 추가 서브넷이 선택된 것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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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합니다.

결과
팜 및 VDI 할당에 대한 Horizon Cloud 포드에서 여러 테넌트 서브넷 사용 개요 에 설명된 대로 시스템의 백그라
운드 작업이 실행되어 필요한 포드 구성 변경이 수행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서브넷이 포
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준비 완료 상태로 표시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여 이러한 서브넷에 대한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를 추가함으로써 네트워

크 분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 편집] 워크플로는 이러한 NSG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n VM 서브넷이 포드에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와 연결된 구독 정보 변경, 수정 및 업데이트
이 페이지에서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구독 관리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 저장된 
구독 정보를 변경, 수정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의 사용 사례 중 하나는 구독 키가 곧 만료될 때 
Azure Portal에서 새 키를 생성한 경우이며, 이제 해당 구독의 포드가 있어야 새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스템의 알려진 문제로 인해 이 절차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콘솔의 구독 관리 
창에서 애플리케이션 키 설정을 편집하고 저장한 후에는 각 VM에서 관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새로 입력
한 비밀 키가 포드 관리자 VM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구독의 리소스로 작업하
기 위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API 호출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알려진 문제는 Horizon Cloud - 알려진 문제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포드가 만료 날짜에 가까워지거나 
지난 등의 이유로 구독 비밀 키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VMware 지원 및 Horizon Cloud 작업의 지원
을 위해 SR(서비스 요청)을 열어 각 포드 관리자 VM에서 관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SR에서 알려진 문제
와 내부 문제 번호 2979394를 참조하십시오.

간단한 소개
경우에 따라 해당 구독에 배포된 포드와 연결된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변경, 수정 또는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포드 구독과는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여 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한 경우 해
당 구독 정보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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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관리]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새 구독 정보를 환경에 추가하는 것은 물론, 포드와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고 Horizon Cloud에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려는 구독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용 사례
배포된 포드와 연결된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변경, 수정 또는 업데이트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독 애플리케이션 키를 생성하고 1년 후에 만료되도록 지정했으며 현재 해당 시간이 360번째 날에 가까워지
고 있습니다.

최종 날인 365번째 날이 경과되고 키가 만료되기 전에 먼저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구독에 대
한 새 키를 생성한 다음,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저장된 구독 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새 키 사용을 시
작해야 합니다.

양쪽(Microsoft Azure Portal 측 및 Horizon Universal Console 측)의 구독 정보가 일치하면 Horizon 

Cloud 환경에 저장된 구독 정보를 해당 구독에 이미 배포된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의 콘솔 위치
해당 게이트웨이가 별도의 구독에 배포된 경우 [용량] 페이지의 리소스 태에서 포드 또는 외부 게이트웨이에서 
사용하는 구독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구독 정보 필드에 대한 설명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1 콘솔에서 [용량] 페이지로 이동한 후 리소스를 클릭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두 개의 명명된 구독이 나열된 [리소스] 탭을 보여 줍니다. 각 이름은 하이퍼링크로 표시됩니
다. 하이퍼링크 이름을 클릭하면 저장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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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값을 사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구독의 표시된 구독 이름을 클릭합니다.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 집합의 하이퍼텍스트 이름을 클릭하면 [구독 관리] 창이 열리고 편집 작업이 기
본적으로 선택됩니다.

3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구독에 대해 설정한 값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려는 구독의 새 값을 입력합니다.

구독 이름, 애플리케이션 ID및 애플리케이션 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키 필드에 키를 볼 수 있
는 아이콘이 있더라도 키는 계속 숨겨져 있습니다. 새 구독 이름을 입력하려면 구독 관리 창의 구독 이름 메뉴 
옆에 있는 편집을 클릭합니다.

참고   환경, 구독 ID 및 디렉토리 ID 값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결과
새 값이 저장되고 Horizon Cloud 환경에 저장됩니다.

Horizon Cloud —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 삭제, 편집 및 추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구독 관리]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 저장된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포드를 해당 구독의 용량에 배포하
기 전에 Horizon Cloud에 저장하려는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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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배포 프로세스 중에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Horizon Cloud에서는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의 구독 용량에 배포한 포드를 실행하고 관리해야 합니
다.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지정하는 구독 정보는 Horizon Cloud 환경에 저장됩니다. 이 정보는 지정한 이름을 사
용하여 구성 설정으로 저장됩니다. [구독 관리] 워크플로우는 저장된 이러한 구독 구성을 추가, 편집 및 삭제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   기존의 저장된 Microsoft Azure 구독이 없는 경우 작업 메뉴에서 추가 선택 항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 관리 워크플로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콘솔의 [용량] 페이지에 있는 [리소스] 탭의 관리 작업이나 [시작] 페이지에서 전체 [구독 관리] 워크플로우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용량] 페이지의 관리 작업 위치를 보여 줍니다.

[리소스] 탭에 나열된 구독의 이름을 클릭하여 워크플로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이름을 클릭하면 [구독 
관리] 창이 열리고 기본적으로 구독 이름 필드에서 해당 이름이 선택되며, 다른 필드는 해당 이름에 대해 저장된 정
보로 미리 채워집니다.

참고   특정 이름을 클릭하여 구독 관리를 열면 [작업] 메뉴에서 편집 옵션이 미리 선택됩니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특정 항목을 클릭할 경우 해당 구성을 업데이트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구독 편집
배포된 포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서 의존하는 Microsoft Azure Portal의 구독 정보를 변경한 경우 
Horizon Cloud에 저장된 구성의 해당 정보 부분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양쪽(Microsoft Azure Portal 측 및 
Horizon Universal Console 측)의 구독 정보가 일치할 때만 Horizon Cloud 환경에 저장된 구독 정보를 해당 
구독에 이미 배포된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Azure 측에서 구독의 애플리케이션 
ID를 변경하는 경우 Horizon Cloud에 로그인하고 [구독 관리] 워크플로우의 편집 작업을 사용하여 저장된 구성
의 애플리케이션 ID 필드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편집 단계는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와 연결된 구독 정보 변경, 수정 및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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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독 삭제
워크플로우는 편집 외에도, 해당 구독 이름과 연결된 모든 포드가 삭제된 경우 저장된 구성을 삭제하기 위한 기능
도 지원합니다. 저장된 구성을 삭제하면 다음 번에 포드 배포를 시작할 때 해당 구독 이름이 포드 배포 마법사에 나
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구독 이름을 삭제하는 기능은 Horizon Cloud 환경에서 시험 사용 또는 
개념 증명을 수행하면서 새 포드를 배포, 삭제한 후 다시 배포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이전 배포에서 저장한 구독 정
보를 제거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명명된 구독 정보 집합을 삭제하려면
1 [용량] 페이지의 [리소스] 탭에서 Horizon Cloud로부터 삭제하려는 구독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다음 스크린

샷은 클릭 가능한 이름 sub1 및 sub2를 보여 줍니다.

2 [구독 관리] 창이 열리면 클릭한 구독 이름이 삭제하려는 구독인지 확인하고 작업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
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름 sub2에 저장한 구독 정보에 대해 삭제 작업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여 줍니다.

참고   구독 이름에 연결된 포드가 있으면 삭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연결된 포드가 전혀 없는 구
독 이름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 배포한 모든 포드를 삭제하고 저장된 모든 구독 정보를 삭제하려는 사용 사례에서
는 [시작] 페이지로 이동하고 해당 관리 > 구독 관리 작업을 사용하여 [구독 관리] 창을 열고 명명된 정보 집합을 삭
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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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구독 정보 추가
[구독 관리] 워크플로우에서는 새 구독 정보 집합을 추가하고 포드 배포 마법사 외부의 Horizon Cloud 환경에 저
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는 팀원 1명은 모든 구독 정보를 추가해야 하는 일을 담당하고, 다른 팀원은 포드를 
실제로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처럼, 팀원들이 서로 다른 책임을 맡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포드 배포 프로세스 전에 모든 정보를 Horizon Cloud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새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한 구독 정보가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구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주체에 필요한 역할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구독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새 포드를 배포할 때처럼 워크플로우에서 이 명명된 구독 정보 집합을 선택
하면 해당 워크플로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새 구독 정보 집합을 추가하고 Horizon Cloud에 저장하려면:

1 [용량] 페이지의 [리소스] 탭에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참고   [시작] 페이지에서 새 구독을 추가하는 경우 관리 > 구독 관리를 클릭합니다.

2 [구독 관리] 창에서 작업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구독 이름에서 이 저장된 구독 정보 집합에 사용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콘솔은 해당 페이지에서 이 이름을 사
용하고 구독과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합니다.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문자, 대시, 숫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4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환경 구독과 관련된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n Azure - 상업용 - 표준 글로벌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지역용
n Azure - 중국 - 중국 클라우드의 Microsoft Azure용
n Azure - 미국 정부 - Microsoft Azure 미국 정부 클라우드용

구독 ID 클라우드 용량 구독 ID(UUID 형식)를 입력하십시오. 이 구독 ID는 선택한 환경에 유효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경우 Microsoft Azure 포털의 [구독] 영역에서 이 UUID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ID

Microsoft Azure AD 디렉토리 ID(UUID 형식)를 입력하십시오. Microsoft Azure의 경우 Microsoft Azure 포털의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속성에서 이 UUID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
션 ID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한 서비스 원칙과 연결된 애플리케이션 ID(UUID 형식)를 입력하십시오.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및 연결된 서비스 원칙 생성은 전제 조건입니다.

애플리케이
션 키

Microsoft Azure 포털에서 생성한 서비스 원칙의 인증 키에 대한 키 값을 입력하십시오. 키 생성은 전제 조건입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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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제한을 기준으로 
구독의 현재 사용량 검사
Horizon Cloud에서는 구독 제한에 대한 포드 사용량을 모니터링합니다. Microsoft Azure 제한을 할당량이라고
도 합니다. [대시보드] 페이지에는 사용량이 구독의 최대 제한에 도달하려고 할 때 상태 경고 정보를 표시합니다. 

해당 구독 포드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지정된 구독의 현재 사용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위해 Microsoft Azure에 등록할 경우 Microsoft Azure 제한에 따라 특정 용량에 등록합니다. 이러한 제
한의 유형은 구독당 VM 및 구독당 코어와 같습니다. 각 포드는 포드 관련 구독의 Microsoft Azure 제한에 따른 
할당량을 사용합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용량으로 이동하고 해당 구독의 모든 포드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2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구독 제한 필드를 찾고 하이퍼링크된 값을 클릭하여 다양한 Microsoft Azure 제
한의 구독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결과
구독에 대해 높은 제한 비율이 보고되고, 다양한 유형이 최대 코어 또는 VM 수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고 나타날 
경우 Microsoft Azure에서 해당 구독에 대해 할당된 코어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환경의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구독 할당량을 늘립니다. 포털에 로그인하고 구독으로 
이동합니다. 구독 이름을 선택하고 사용량 + 할당량을 클릭하여 구독의 사용 수준을 확인합니다. 해당 구독에 대해 
더 높은 할당량을 지정하려면 해당 페이지에서 증가 요청을 클릭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를 구성하는 VMwar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유지 보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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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개
시스템의 유지 보수 작업에는 새 기능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원 가능성 및 복원력을 위한 수정 및 개선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포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자동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니어 제로(near-zero) 다운타임 포드 및 게이트웨이 장치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기 위해 시스템은 최종 사용자 세
션 수를 사용합니다. 시스템은 세션 수를 사용하여 활성 세션으로 환경에 연결된 사용자 수가 적은 경우 업데이트
를 완료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결정합니다.

기존 포드를 최신 매니페스트로 업데이트하는 유지 보수 작업은 시스템에서 결정된 날짜와 시간에 클라우드부에서 
시스템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유지 보수 작업을 특정 시간 및 요일에 시작해야 한다는 기본 설정을 나타내기 위해 콘솔을 사용하
여 각 포드의 기본 유지 보수 기간을 지정합니다.

콘솔에 기본 유지 보수 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포드는 VMware에서 편의를 위해 언제든지 해당 포드에 대한 유지 
보수를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참고   IT 또는 보안 조직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구독의 Azure Marketplace 제공 사용 
또는 Marketplace 구매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배포에서 Azure 중국을 사용하는 경우에 설명된 대로 2022년 초
부터 이 서비스는 Azure Marketplace에서 VMware가 제공하는 VMware 제공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하
도록 업그레이드 코드를 개선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사전 검사가 구독에서 이러한 VMware 제공을 프로그래밍 방
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설명서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업데이트 차단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드 및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에 사용되는 구독과 연결된 Horizon Cloud 서비스 주체가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는 경우(비정상) 사용자 지정 역할에 이러한 두 가지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향상된 업그
레이드 API 코드는 이러한 사용 권한에 의존하여 Marketplace에서 제공 목록을 검색하고 VMware 제공을 가져
옵니다. 사용자 지정 역할에 이러한 두 사용 권한이 아직 없는 경우 포드 및 게이트웨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진
행되기 전에 사용자 지정 역할에 이러한 사용 권한을 추가하십시오.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read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write

배포된 포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 포드의 매니페스트 번호가 더 높은 
버전 번호로 증가합니다(예: 2632.0). 포드 서비스 가능성 및 지원 작업에 대해 중요한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VMware는 지점 버전(예: 2632.1)에 해당하는 새 매니페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콘솔의 [용량] 페이지에 포드 
매니페스트가 표시됩니다.

3328 이전 매니페스트에서 포드 업데이트에 관한 중요 정보
2022년 2월부터 포드 관리자 VM의 NIC는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NIC와 동일한 인프라 설계 패턴
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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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점부터 매니페스트 3328 이전의 매니페스트에서 포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배포자는 포드 실행을 지원하
고 시간에 따른 후속 업데이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네트워킹을 인스턴스화합니다. 이제 포드의 리소스 그룹에 8개
의 NIC가 있습니다.

n 포드의 관리 서브넷에서 4개의 IP 주소를 예약하는 NIC 4개
n 포드의 기본 VM 서브넷(이전에는 테넌트 서브넷이라 함)에서 4개의 IP 주소를 예약하는 NIC 4개.

이러한 8개 포드 NIC는 유지되며 포드 수명 동안 할당된 IP 주소를 계속 예약합니다.

이 설계는 더 빠르고 복원력이 뛰어난 포드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이 설계 이전에는 포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녹색 포드 구축의 일부로 새 NIC를 생성하고 업데이트 시점의 포드 서브넷에서 해당 NIC에 대한 IP 주소를 가져와
야 했습니다. 이 설계를 사용하면 Azure에서 시간 초과가 발생하고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배포자가 필요한 모든 네트워킹을 미리 인스턴스화하는 이 설계에서는 관리 및 VM(테넌트) 서브넷의 NIC 및 해당 
IP 주소가 후속 포드 업데이트에 사용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에 사용되는 패턴과 맞습니다.

포드의 리소스 그룹에 8개의 NIC가 아직 없고 포드를 매니페스트 3328 이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스케줄링된 경
우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포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포드 관리 서브넷의 IP 주소 및 기본 VM(테넌트) 서브넷의 IP 주소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에서 생성 및 구성하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관리 서브넷 - 포드 배포자가 생성하고 구성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특정 NIC

만 포드 관리 서브넷의 IP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NIC는 포드 관리자의 NIC 및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NIC입니다. 포드의 관리 서브넷에는 포드 미배포 리소스 또는 해당 리소
스에 연결되거나 IP 주소를 가져오는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n 테넌트 서브넷 - 포드 배포자가 생성하고 구성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특정 
NIC 및 로드 밸런서만 포드 테넌트 서브넷의 IP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포드의 테넌트 서브넷에는 미배
포 리소스 또는 해당 리소스에 연결되거나 IP 주소를 가져오는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배포 가이드" 는 포드에서 사용하는 서브넷에 포드 배포의 리소스 이외의 0개의 추가 리소스가 연결되어 있
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리소스를 생성하고 포드의 관리 또는 테넌트 서브넷의 IP 

주소를 이러한 추가 리소스에 할당한 경우 포드 업데이트가 실행되기 전에 해당 리소스에서 해당 IP 주소를 제
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포드 업데이트가 실패하고 VMware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포드를 업데이트한 후 포드의 리소스 그룹에 있는 배포자 생성 NIC에 의해 예약된 모든 IP 주소를 업데이트 전에 
확보한 방화벽 규칙에 추가해야 합니다.

포드 관리자 VM의 NIC IP 주소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존 방화벽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드 
업데이트 전에 수행했던 대로 트래픽 통신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업데이트 후 포드 리소스 그룹의 NIC에 예약
된 모든 8개의 IP 주소가 방화벽 규칙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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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지 보수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를 구성하는 VMwar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유지 보수는 해당 포드에서 프로비저
닝된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입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 추가 서비스 세부 정보(87894) KB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VMware는 제어부에서 포드로 다운
로드되어 상주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처리합니다. 해당 KB 문서에 첨부된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 추가 서비스 세부 정보" PDF는 다음을 설명합니다.

n 포드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상태 유지를 위한 변경 관리 절차와 관련된 VMware 역할 및 
책임. 유지 보수 작업으로는 포드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n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또는 긴급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VMware와의 협력 작업을 비롯한 변경 관리 절차
와 관련된 고객(사용자) 역할 및 책임.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 추가 서비스 세부 정보" 문서에는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유지 보수 기간 및 
긴급 유지 보수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설명서 페이지의 
컨텐츠와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 추가 서비스 세부 정보" 문서의 컨텐츠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 추가 서비스 세부 정보" 문서가 우선합니다.

주의   포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포드의 이미지 VM, 팜 VM 및 VDI 데스크톱 VM 모두에 포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에이전트가 있어야 합니다. 포드 업데이트 전에 최신 에이전트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포드를 업데이
트하면 호환되지 않는 에이전트 버전이 실행되고 이로 인해 포드가 지원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
트를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콘솔에서 이미지 또는 할당 옆에 파란색 점이 있는
지 확인합니다. 파란색 점이 표시될 경우 포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콘솔에서 파란색 점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Horizon Cloud 포드 업데이트 — 지속적인 에이전트 호환성 및 지원을 위한 단계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포드의 기본 유지 보수 기간 지정
포드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이 특정 시간 및 요일에 시작되도록 기본 설정을 지정하려면 콘솔을 사용하여 해당 포
드의 기본 유지 보수 기간을 지정합니다.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유지 보수 탭으로 이동합니
다. 기본 설정 유지 보수 시간 레이블을 찾은 후 화면 컨트롤에 따라 해당 날의 요일 이름과 시간(UTC)을 선택하십
시오. 표시된 시스템의 미리 정의된 기본값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솔의 각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각 포드의 기본 유지 보수 시간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참고   콘솔에 기본 유지 보수 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포드는 VMware에서 편의를 위해 언제든지 해당 포드에 대한 
유지 보수를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콘솔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요일 및 시간을 읽고 해당 데이터를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통합합니다. 새 포드 
매니페스트가 클라우드부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되면 시스템의 스케줄러는 포드 그룹의 각 포드에 대해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한 실제 업데이트 요일 및 시간을 계산합니다. 시스템은 해당 포드의 유지 보수 탭에 지정된 
기본 유지 보수 시작 시간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정 업데이트 작업에 대한 이러한 기본 유지 보수 시
작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당시, 시스템의 스케줄러는 유지 보수 작업 기간으로 4시간을 할당합니다. 일반적인 포드 업데이
트에는 정해진 이 기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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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경고 및 알림
시스템에서 지정된 포드의 특정 유지 보수에 대해 특정 날짜와 시간을 스케줄링한 경우 테넌트 환경의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알립니다. 이러한 경고 및 알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콘솔 내에서
n 콘솔 상단을 따라 표시되는 영구 배너. 배너의 시간은 콘솔을 볼 때 브라우저 표준 시간대에 대해 로컬인 

유지 보수 시간입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포드의 업데이트가 2020년 7월 7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4

시에 진행되도록 스케줄링되어 있는 예입니다. 보기 버튼을 사용하여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클릭해
서 이동하고 포드의 유지 보수 탭에서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n 포드의 감사 로그 탭과 콘솔의 작업 > 감사 로그에 표시되는 감사 로그에는 포드 업그레이드가 VMware 

작업에 의해 스케줄링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감사 로그 줄에는 포드의 UUID가 포함됩니다.

n 포드 유지 보수 탭의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섹션에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메일
시스템은 콘솔의 일반 설정 > My VMware 계정 설정에 지정된 테넌트 환경의 관리자에게 포드 유지 보수에 
대한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이메일에는 시스템에서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의 특정 날짜와 시간을 설정한 시점
을 알려 주는 이메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메일의 예에는 스케줄링한 날짜와 시간이 되기 며칠 및 몇 주 전
에 제공되는 주기적인 미리 알림을 포함하는 이메일과 유지 보수 작업이 시작된 시기와 완료된 시기를 포함하
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참고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날짜와 시간을 다시 스케줄링하려면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해야 합니다.

포드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전 시스템 사전 검사
포드에 포드 업데이트 오류가 발생했다는 알림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포드에 대한 콘솔 보고서 포드 업데이트 오류
가 표시될 경우 상황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콘솔의 화면 지침 또는 이메
일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러한 오류의 일반적인 해결 방법에는 Microsoft Azure Portal의 포드 구독에서 수행
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포드 업데이트 오류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 일반
적인 사전 검사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사전 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드 업데이트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은 포드의 Microsoft Azure 구독 
및 리소스 그룹에서 진행됩니다. 시스템에서 특정 포드의 특정 업데이트에 대한 날짜 및 시간을 스케줄링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사전 검사 작업을 실행하여 성공적인 업데이트에서 포드를 차단하는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사 중 하나의 예로 시스템은 Microsoft Azure 구독에 업데이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적합한 
VM 시리즈의 충분한 vCore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검사 중 하나가 실패하고 조건에 따라 수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n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알림 이메일이 전송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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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콘솔에는 해당 포드에 대한 사전 검사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각적 경고가 
표시됩니다.

중요   포드 업그레이드 오류에 대한 알림을 수신하는 경우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여 오류를 제시간에 해결합니다.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VMware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해당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드는 포드 업데이트 프로
세스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포드 업데이트 — 개략적인 개요
유지 보수 작업이 최신 매니페스트 버전으로의 포드 업데이트인 경우 시스템은 포드의 현재 인프라 구성 요소를 더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매니페스트로 적절히 이동합니다. 인프라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포드 관리자 VM 및 포
드에 대해 구성된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VM입니다. 예를 들어, 포드 업데이트에는 포드 관리 소프트웨
어나 Unified Access Gateway 소프트웨어 또는 둘 다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포드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청색-녹색 배포라는 소프트웨어 업계 기술에 따라 패턴화됩니다. 기존의 업데이트할 
포드 구성 요소는 청색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활성 
기존

새  
구축

Horizon Cloud 
제어부

대부분의 경우에 포드 업데이트는 산업용 청색-녹색 패턴을 따르지만 정식 청색-녹색 업데이트와는 몇 가지 사소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드 업데이트는 녹색 구축의 모든 단일 청색 리소스를 100% 복제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청색 리소스의 일부가 새 녹색 구축에서 다시 사용됩니다(예: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용 NIC). 또 다
른 예는 포드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 새 인스턴스를 기존 인스턴스와 함께 생성할 때 새 인스턴스가 새로운 인스턴
스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때까지 최신 버전이 켜지고 계속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시스템이 포드를 녹색 
구축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새 매니페스트 버전에서 포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검증하면 이전 청색 VM

이 리소스 그룹에서 삭제됩니다. (정식 청색-녹색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녹색으로 전환된 후에 이전의 청색 아티
팩트를 유지하며 이전 아티팩트를 유휴 상태로 유지합니다.)

n 포드 관리자 VM 및 Unified Access Gateway VM과 같은 업데이트할 기존 포드 구성 요소는 청색 구성 요
소로 간주됩니다.

n 서비스는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포드에 필요한 녹색 구성 요소 집합(새 녹색 포드 관리자 VM, Unified 

Access Gateway VM 및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외부 게이트웨이가 자체 VNet에 배포된 경우)을 자동으
로 구축합니다.

n 녹색 구축의 새로 생성된 구성 요소는 청색 구성 요소와 함께 동일한 리소스 그룹에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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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녹색 구축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다운타임이나 데이터 손실을 유발하지 않으며 병렬 VM은 포드의 작업에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n 녹색 세트는 병렬 환경으로, 청색에서 녹색으로 전환될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작업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
다. 시스템에서 포드의 유지 보수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식은 이전 섹션에서 다룹니다.

n 이러한 녹색 VM은 시작된 후 예약된 청색을 녹색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유지 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
속 실행됩니다.

n 녹색 구축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작업이 완료되고 포드가 새 인스턴스에서 성공적
으로 실행되면 시스템은 포드의 리소스 그룹에서 청색 VM을 삭제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NIC와 같은 일부 리소스는 다음 포드 업데이트에 필요한 구성 값을 유지합니다.

참고   Microsoft Azure Portal 및 포드 구독에서 녹색 구성 요소의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거나 시스템의 포드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작업을 방지해야 합니다.

유지 보수 작업 순서
이 순서에서는 포드 업데이트에서 청색-녹색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녹색 빌드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설명합
니다.

1 시스템은 콘솔에서 지정한 포드의 기본 유지 보수 기간을 확인하고 스케줄러의 알고리즘에서 해당 정보를 사
용하여 포드의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실제 일정 날짜 및 시간을 스케줄링합니다.

2 시스템의 스케줄러는 유지 보수가 진행될 실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앞의 섹션에 설명된 것처럼 콘솔에
는 스케줄링된 날짜와 시간이 시각적으로 표시되고 테넌트의 관리자에게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3 중요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실행 전:

n 포드의 이미지 VM, 팜 VM 및 VDI 데스크톱 VM 모두에 포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에이전트가 있
어야 합니다. 콘솔에 파란색 점이 표시될 경우 포드 업데이트가 발생하기 전에 콘솔에서 파란색 점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Horizon Cloud 포드 업데이트 — 지속적인 에이전트 호환성 및 지원을 
위한 단계

n 포드의 VM(가상 시스템)에 설정했을 수 있는 Microsoft Azure의 모든 관리 잠금을 제거합니다. 이름에 
wmw-hcs-podID(여기서 podID는 포드의 ID 값임)와 같은 부분이 포함된 모든 VM은 이 포드에 속합니
다. Microsoft Azure는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잠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리 잠금은 전체 리소스 그룹 또는 개별 리소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 또는 조직이 포드의 VM에 관리 잠금을 적용한 경우 업데이트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잠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용량] 페이지의 포드 [세
부 정보] 페이지에서 포드의 ID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시간 전에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여 다른 유
지 보수 스케줄링된 날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콘솔에 나타나는 스케줄링된 시간은 브라우저 표준 시간대의 현지 시간에 맞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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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시간에 서비스가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외부 및 내
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모두 있는 포드에 대해 시작부터 완료까지 20~30분 정도 걸립니다.

참고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데 20~30분이 걸리는 동안 콘솔에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인 포드에서 관리 작업
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 관리자 장치가 클라우드부에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기 전까지
는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편집 작업을 클릭하여 해당 포드의 특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사용자 세션 및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의 업데이트 작업 정보
최종 사용자 세션의 니어 제로(near-zero) 다운타임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 유지 보수 작업 시간 내에 시스템
은 장치의 최종 사용자 세션 수를 사용하여 해당 장치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합니
다.

완료 시간은 활성 세션이 있는 환경에 연결된 사용자 수가 적은 시간에 수행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니어 제로 기간에 활성 세션이 있는 최종 사용자의 세션 연결이 끊어집니다. 몇 분 후 사용자는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시간 초과 처리에 대해 즉시 옵션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손실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간 초과 처리에 즉시 옵션을 사용한 활성 세션이 있는 사용자의 연결이 
즉시 끊어지고 해당 설정에 따라 세션도 즉시 로그오프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행 중인 모든 사용자 작업
이 손실됩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 진행 중인 최종 사용자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려면 유지 보수 작업
이 시작되기 전에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연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 설정을 해당 사용자에게 작업을 저장
할 시간을 제공할 시간 값으로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 설정을 다시 이전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어 제로 기간 동안 포드에서 가상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된 세션이 아직 없고 
연결을 시도하는 최종 사용자는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연결할 수 없습니다.

5 유지 보수 작업 후 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성 요소, 녹색 구축에 다시 사용되지 않는 청색 구성 요
소(예: 포드 관리자 VM 및 Unified Access Gateway VM)를 삭제합니다.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특정 NIC와 같은 일부 아티팩트는 다음 향후 유지 보수에 필요한 구
성 값을 유지합니다.

유지 보수 작업 후
유지 보수 작업이 완료되면 포드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포드가 현재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을 
보려면 설정 > 용량을 선택하고 포드를 클릭하여 해당 요약 페이지를 엽니다. 페이지에 현재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
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n 포드 업데이트 후 모든 기존 이미지, 팜 및 VDI 할당의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도
록 합니다. 해당 VM의 설치된 에이전트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포드는 지원되지 않는 구성이 됩니다. 유지 
보수 프로세스는 설치된 해당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콘솔에서 이미지 또는 할당에 대
한 파란색 점이 표시될 경우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해야 함을 의미입니다. Horizon Cloud 포드 업데이트 — 지
속적인 에이전트 호환성 및 지원을 위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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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 업데이트가 매니페스트 3328 이전 매니페스트에서 생성된 경우, 포드를 업데이트한 후 포드 리소스 그룹
에 있는 배포자 생성 NIC의 모든 IP 주소를 방화벽 규칙에 추가해야 합니다. 포드 관리자 VM의 NIC IP 주소
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존 방화벽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드 업데이트 및 후속 업데이트 
전에 수행했던 대로 트래픽 통신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업데이트 후 포드 리소스 그룹의 NIC에 예약된 모든 8

개의 IP 주소가 방화벽 규칙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n 2단계 인증 서버를 동일한 VNet에 배포하고, 유지 보수 작업 후 새로운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에 대한 새로운 개인 IP 주소를 수락하도록 2단계 인증 서버에서도 설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포
드 첫 번째 업데이트 시 한 번만 수행하면 되고 해당 포드의 향후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
다. 필요한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 정보로 2단계 인증 시스템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 2019년 9월 분기별 서비스 릴리스부터 포드 아키텍처가 HA(고가용성)를 유지하는 기능을 지원하도록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고가용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운 HA 지원 아키텍처는 포드 관리
자 VM 앞에 Microsoft Azure Load Balacer를 포함합니다. 포드를 매니페스트 1600으로 업데이트한 후 
포드를 직접 연결을 위해 구성한 경우 업데이트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새로 표시될 포드 관리자의 
Azure Load Balancer IP 주소를 가리키도록 DNS 설정을 다시 매핑해야 합니다. 해당 직접 사용자 연결이 
계속 작동하더라도 DNS 매핑을 업데이트할 때까지 활성 포드 관리자 VM이 종료되면 해당 연결에서 HA 지
원 포드가 제공하도록 설계된 고가용성 페일오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용 사례의 경우 Workspace 

ONE AccessConnector가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처럼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 직접 구성에 설명된 
대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는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필드에서 IP 주소에 FQDN을 매핑합니
다. 포드 매니페스트 1600 이전에는 해당 IP가 테넌트 서브넷에 있는 포드 관리자 VM의 NIC에 할당된 IP였
습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1600 이상부터 매핑할 포드 IP 주소는 포드 관리자 VM에 사용되는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의 개인 IP 주소입니다.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기존 포드의 경
우, 매니페스트 1493.1 또는 이전 버전의 포드에 대한 테넌트 장치 IP 주소를 가리키도록 DNS 이름을 구성한 
경우 업데이트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에 표시되는 IP 주소를 가리키도
록 DNS 설정을 다시 매핑해야 합니다.

n 2474.x 매니페스트 이전에는 시스템에서 등록된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클럭 오차를 확인하지 않았습
니다. 2474.x에서는 클럭 오차 확인이 도입되었습니다. 등록된 Active Directory 서버에 시간 동기화 문제
(clockSkew > 4 minutes)가 있는 경우 포드를 2474.x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해당 포드에서 이 시스템 
유효성 검사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클럭 오차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Active Directory 서버 검색이 실패할 
수 있으며 검색 실패는 해당 포드에 대한 최종 사용자 데스크톱 연결 요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Horizon Cloud 포드 — 일반적인 사전 검사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
이 항목에서는 일반적인 유지 보수 사전 검사 오류에 대해 수행할 해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스템의 사전 검사에
서 포드의 유지 보수 작업을 차단하는 조건이 나타날 경우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오류
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표시됩니다.

중요   포드 업데이트 오류에 대한 알림을 수신하는 경우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여 오류를 제시간에 해결해야 합니
다.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VMware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해당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드는 포드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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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포드 -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에 설명된 것처럼 시스템은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유지 보수 차단 조건에 대한 알림을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고 VMware에서 해결할 수 
없음으로 콘솔에 업데이트 오류 알림이 표시되거나 이러한 오류에 대한 알림 이메일을 수신하면 문제 해결 조치를 
완료한 후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여 유지 보수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데이트 차단 오류
이러한 오류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데이트 차단 오류이며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
다.

구독 정책에 따라 vmware-inc 게시자의 Azure Marketplace 제공 사용이 차단됩니다.

IT 또는 보안 조직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구독의 Azure Marketplace 제공 사용 또
는 Marketplace 구매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배포에서 Azure 중국을 사용하는 경우에 설명된 대로 2022년 
초부터 이 서비스는 Azure Marketplace에서 VMware가 제공하는 VMware 제공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업그레이드 코드를 개선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사전 검사가 구독에서 이러한 VMware 제공을 프
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설명서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업데이트 차단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독에는 병렬 처리할 VM에 대한 모든 VM을 인스턴스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코어(vCPU) 또는 VM 

크기가 없습니다.

녹색 구성 요소가 빌드될 때 현재 포드의 각 VM에 대해 다른 VM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녹색 구성 요소가 구
축되는 시점부터 콘솔에서 스케줄링된 시점에 청색 구성 요소에서 녹색 구성 요소로의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할 
때까지, 포드 관리자 VM 및 Unified Access Gateway VM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녹색 VM을 생성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Microsoft VM 제품군의 코어(vCPU)에 대한 구독 할당량 수준이 기존의 관련 포드
에 대한 해당 구독에서 이미 사용한 할당량 외에, 병렬 처리할 VM을 포함할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다양한 
VM 유형 및 사용에 필요한 코어에 대해서는 아래의 할당량 및 코어 표를 참조하십시오.

포드가 현재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현재 Horizon Cloud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용량] 페이지에서 업데이트할 포드가 온라인 상태를 보고하는지 확인합니다. Microsoft Azure 포털에 로그
인하고 포드 관리자 VM 및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VM(포드에 있는 경우)이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
다. VM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전원을 켭니다. 이러한 VM이 있는 리소스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대해 생성된 리소스 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icrosoft Azure 구독에 대해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
습니다.

시스템 사전 검사는 이 포드와 연결된 서비스 주체에게 서비스에 필요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 검증합니다. 리소
스 그룹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포드 구독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화
가 차단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용 권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유효성 검사 지침 메시지를 따르십시오. 서비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 
주체에 있어야 하는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Horizon Cloud에 필요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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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VM을 배포할 때부터 청색 VM에서의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에 필요한 할당량 및 코어
사용 가능한 코어 부족으로 인해 업데이트 오류에 대한 알림을 받는 경우 다음 표를 사용하여 필요한 추가 할당량
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있는 그대로의 포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VM 유형의 경우, 이 항목 끝에 제공되는 표에서 
해당 유형에 사용되는 할당량, 녹색 포드 VM이 생성될 때 필요한 추가 할당량, 녹색 VM이 생성된 경우 녹색 구축
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때까지 청색 및 녹색 VM 둘 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총할당량이 설명되어 있습니
다. 포드에서 사용되는 VM 제품군 유형 및 코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 가이드" 에서 포드의 VM 요구 사항 
설명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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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유형 및 해당 코어 설명 녹색으로의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청색 VM 및 녹색 VM을 실행
하기 위한 총 할당량

Standard_D4_v3 VM 유형, 

각각 4개의 코어 포함
참고   Microsoft Azure 지역
에서 Standard_D4_v3 유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드는 일
반적으로 Standard_D3_v2 

VM 유형을 사용합니다. 이 유형
은 4개의 코어도 사용합니다.

이 VM 유형은 포드 관리자 VM에 
사용됩니다.

단일 Manager VM이 있는 포드의 경우
할당량은 기존(청색) Manager VM용 코어 4개와 병렬 처
리할 Manager VM용 코어 4개를 추가로 허용해야 합니다. 

이 사용량을 수용하기 위한 8개의 코어.

고가용성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2개의 Manager VM이 
있는 포드의 경우

할당량은 기존(청색) Manager VM용 코어 8개(각각 4개 
코어를 포함하는 2개의 VM)과 병렬 처리할 Manager VM

용 코어 8개를 추가로 허용해야 합니다. 이 사용량을 수용하
기 위한 16개의 코어.

포드를 배포할 때 선택한 항목에 
따라:

n Standard_A4_v2 VM 유
형(4개 코어 포함)

n Standard_F8s_v2(8개 코
어 포함)

이 VM 유형은 포드 게이트웨이 구
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VM에 사용됩니다. 구독에서 지원해
야 하는 코어 수는 포드에 구성된 게
이트웨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외부 게이트웨이만 있는 포드의 경우
이 외부 게이트웨이에는 두 개의 Unified Access 

Gateway VM이 있으며 2개의 VM은 각각에 포함된 코어 
수의 배수입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려면 할당량은 기존(청
색) Unified Access Gateway VM용 총 코어 수와 병렬 
녹색 Unified Access Gateway VM용의 중복된 코어 수
를 추가로 허용해야 합니다.

n 예를 들어, VM이 각각 4개의 코어를 포함하는 
Standard_A4_v2인 경우 이 사용량을 위해 2x4x2인 
16개 코어가 필요합니다.

n VM이 각각 8개의 코어를 포함하는 VM 크기인 경우 이 
사용량을 위해 2x8x2인 32개 코어가 필요합니다.

내부 게이트웨이만 있는 포드의 경우
이 게이트웨이에는 두 개의 Unified Access Gateway 

VM이 있으며 2개의 VM은 각각에 포함된 코어 수의 배수입
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려면 할당량은 기존(청색) Unified 

Access Gateway VM용 총 코어 수와 병렬 녹색 Unified 

Access Gateway VM용의 중복된 코어 수를 추가로 허용
해야 합니다.

n 예를 들어, VM이 각각 4개의 코어를 포함하는 
Standard_A4_v2인 경우 이 사용량을 위해 2x4x2인 
16개 코어가 필요합니다.

n VM이 각각 8개의 코어를 포함하는 VM 크기인 경우 이 
사용량을 위해 2x8x2인 32개 코어가 필요합니다.

두 유형의 게이트웨이를 모두 포함하는 포드의 경우
이 게이트웨이에는 4개의 Unified Access Gateway VM

이 있으며 4개의 VM은 각각에 포함된 코어 수의 배수입니
다. 이와 같이 설정하려면 할당량은 기존(청색) Unified 

Access Gateway VM용 코어의 4배와 병렬 녹색 U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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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유형 및 해당 코어 설명 녹색으로의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청색 VM 및 녹색 VM을 실행
하기 위한 총 할당량

Access Gateway VM용 코어의 2배를 추가로 허용해야 
합니다.

n 예를 들어, VM이 각각 4개의 코어를 포함하는 
Standard_A4_v2인 경우 이 사용량을 위해 4x4x2인 
32개 코어가 필요합니다.

n VM이 각각 8개의 코어를 포함하는 VM 크기인 경우 이 
사용량을 위해 4x8x2인 64개 코어가 필요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업데이트 — 지속적인 에이전트 호환성 및 지원을 위한 단계
이 문서에서는 포드의 이미지, 팜 및 VDI 데스크톱에 설치된 에이전트가 포드의 매니페스트 버전과 호환되는지 확
인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에이전트 관련 호환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해결 방법을 설명합
니다.

포드 업데이트가 시작되기 전에 콘솔의 모든 파란색 점 표시기가 사라질 때까지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포드 업데이트 후에 콘솔에서 파란색 점 표시기가 반환된 것을 확인할 경우 해당 에이전트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합
니다.

팁   포드 업데이트 전과 포드 업데이트 후에 콘솔에 표시되는 모든 파란색 점 표시기를 지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용자의 책임
Horizon 서비스 설명 PDF에 설명된 것처럼 최신 업데이트로 이미지 및 할당 VM을 계속 관리하고 패치를 적용하
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포드 이미지, 팜 및 데스크톱 할당의 에이전트가 포드 버전과 호환되는 최신 에이
전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잘 모를 경우 포드는 지원되지 않는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포드 업데이트가 시작되기 전에 에이전트가 최신 에이전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포
드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에 콘솔에서 파란색 점 표시기가 반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콘솔의 디스플레이에
서 파란색 점 표시기가 반환된 경우 표시된 항목에 대한 에이전트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포드 업데이트의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이전에 모든 파란색 점 지우기 - 그 이후에 수행할 작업
콘솔에서 이미지 VM,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 집합을 검토합니다. 파란색 점 표시기가 있습니까? 콘솔에서 에이
전트가 최신 버전이 아닌 이미지 및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옆에는 파란색 점 표시기가 표시됩니다. 포드가 새 매
니페스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기 전에 모든 파란색 점 표시기를 모두 지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찾아볼 파란색 점의 유형을 보여 주는 스크린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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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업데이트가 시작되기 전에 에이전트 업데이트 절차를 실행하여 모든 파란색 점을 지우기
파란색 점이 0개가 될 때까지 에이전트 업데이트 워크플로를 수행하십시오. 콘솔에서 팜의 세부 정보 페이지 
및 VDI 데스크톱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모든 VM 목록을 검토하여 호환되는 가장 높은 에이전트 버전
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설명된 모든 지침을 따르십시오.

n 파란색 점이 있는 이미지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특정 단계는 RDSH 팜용 에이전트 업데이트, 전용 VDI 데스크톱 이미지용 에이전트 업데이트 및 플
로팅 VDI 데스크톱 이미지용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 현재 이미지 대신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합니다. 이 단계는 새 
에이전트 버전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모든 팜, 플로팅 VDI 데스크톱 VM 및 할당 해제된 전용 VDI 데
스크톱 VM을 새로 고칩니다.

n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실행하여 할당된 전용 VDI 데스크톱 VM을 새 에이
전트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할당된 전용 VDI 데스크톱에 대한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절차를 완료한 후 팜 VM,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VM 및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할
당되지 않은 데스크톱 VM이 모두 업데이트되고 호환되는 최고 에이전트 버전을 실행해야 합니다. 콘솔에서 
팜의 세부 정보 페이지 및 VDI 데스크톱 할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모든 VM 목록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드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파란색 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에이전트 업데이트 절차를 실행하여 모든 파
란색 점을 지웁니다.

포드 업데이트 전에 이러한 점을 지웠더라도 포드 업데이트 후에 파란색 점 표시기가 콘솔에서 반환되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새 포드 매니페스트가 출시될 때 새 에이전트 버전도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포드 매니페
스트 및 에이전트 버전을 조합하여 지원되는 포드-에이전트 구성이 형성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포드를 해당 새 포드 매니페스트 수준으로 가져오는 포드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해당 포드의 기
존 이미지 VM, 팜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 이미 설치된 에이전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에이전
트는 이전의 설치된 버전(해당 포드 매니페스트와 호환되거나 호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팜 및 데스크톱 VM이 이전 버전으로 생성되어 포드를 업데이트할 경우 포드가 포드-에이전트 버전 호환성 매
트릭스 이외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 포드는 지원되지 않는 구성이 됩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서비스의 2.2 버전 중에 배포된 포드가 서비스의 2101 버전으로 업데
이트된 경우의 예를 보여 줍니다. 해당 포드를 서비스의 2101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해당 포드의 기본 최신 
버전인 에이전트 버전 19.4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색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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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포드 매니페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에이전트 버전을 표시하는 방법
각 포드에 대해 포드 관리자는 이미지 VM, 팜 VM 및 VDI 데스크톱 VM과 가져온 VM(가져온 VM에 에이전트 페
어링 작업이 수행된 경우)에 설치된 에이전트와 페어링을 수행합니다. 이 페어링은 포드 관리자와 해당 VM 간에 
필요한 보안 통신의 기반이 됩니다. 새 버전의 에이전트가 포드 관리자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매니페스트)과 동시
에 해제되고, 이러한 두 버전은 서로 호환됩니다. 동시에, 각 새 버전의 포드 관리자 소프트웨어는 이전 에이전트 
버전 일부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즉, 최신 포드 관리자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특정 시점의 이전 에이전트와 통신
하고 다시 상호 운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포드 관리자 소프트웨어와 이전 에이전트 간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포드 
관리자와 해당 에이전트 간의 통신 및 상호 운용성이 중지됩니다.

포드 중 하나에 대한 특정 포드 매니페스트와 특정 에이전트 버전의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려면 여러 지점의 정보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해당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이 출시된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라는 제품 버전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의 버전)를 관련지어야 합니다.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는 
HAI 소프트웨어를 통해 포드의 가져온 VM, 이미지 VM, 팜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 설치됩니다.

1 먼저, [용량] 페이지 또는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사용하여 포드의 매니페스트 버전을 확인합니다.

2 그런 다음,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를 열고 해당 매니페스트가 출시된 새로운 기능 날짜를 찾을 해당 매
니페스트 버전을 찾습니다.

3 동일한 새로운 기능 위치에서 제품 이름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다음에 표
시되는 버전 번호(예: 2201)를 찾습니다.

4 그런 다음, https://interopmatrix.vmware.com/#/Interoperability의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
릭스] 페이지로 이동한 후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를 Horizon Agents Installer와 
비교하도록 선택합니다.

n 비교 섹션의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n 비교 대상 섹션의 Horizon Agents Inst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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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포드 매니페스트 및 에이전트 버전의 조합이 녹색 점 외부에 있으면 해당 에이전트 버전을 실행하는 포
드의 VM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매니페스트 1763.x를 실행 중인 포드를 상상해보십시오. 릴리스 정보에 따르면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2.2에 처음 출시된 첫 번째 1763.0 매니페스트일 것입니다. 이 매트릭스에서
는 포드가 출시된 에이전트 버전(19.4) 및 이전 에이전트 버전 19.3.1, 19.3 및 19.2와 상호 운용될 것으로 표시
됩니다. 릴리스 정보 새로운 기능 2019년 12월 13일부터는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2.2 릴리스와 동시에 출시된 HAI 버전 19.4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1763.x 포드
가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에이전트는 19.2 에이전트입니다. 가장 높은 에이전트는 19.4 에이전트입니다. 

1763.x를 실행하는 포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모범 사례는 이미지 VM, 팜 VM 및 VDI 데스크톱 VM의 에이
전트가 해당 열에 표시된 가장 높은 에이전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전 단락에 대한 그림과 2021년 2월 23일 호환성 매트릭스를 보여 줍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백업 및 복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실패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에서 데이터 손실 없이 배
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복원을 요청하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지원 요청을 제출합니다.

개략적인 개요
고객 데이터는 배포의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 Azure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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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릴리스 v2111 및 포드 매니페스트 3139.x부터 배포가 해당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필
요한 구성 정보가 클라우드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복원하려면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를 검색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시 배포된 VM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데이
터를 사용하면 배포가 실패 시나리오가 발생하기 직전의 작동 상태로 복원됩니다.

기술 세부 정보
이전에는 포드 배포자가 이름이 vmw-hcs-podID-recovery 패턴인 리소스 그룹을 생성했습니다. 이 리소스 그룹
에는 백업 및 복원 서비스와 관련된 스토리지 계정이 있습니다.

복원 프로세스에 대한 현재 구현에서는 서비스가 이 유형의 리소스 그룹에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원 
작업은 배포의 Azure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서비스가 매니페스트 3139.x부터 해당 리소스 그룹에 대해 종속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3139.x 이전 배포로의 업
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고 해당 녹색 빌드아웃이 생성되면 기존 vmw-hcs-podID-recovery 리소스 그룹이 삭제됩
니다.

복원 프로세스에서 고객 데이터는 Azure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고 배포를 최신 작동 상태로 복
원하도록 다시 배포된 VM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패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경우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SR(지원 요청)을 제출하여 배포에 대한 복원 프로세스를 시작합니
다.

VMware 지원 팀은 이러한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절차도 알려줍니다.

Horizon Cloud 포드의 NTP 설정 변경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 작업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노드에 대한 NTP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용량으로 이동한 후 포드 이름을 클릭하여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2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3 [포드 편집] 창에서 NTP 서버 필드의 설정을 편집합니다.

4 저장 후 종료를 클릭하여 시스템에 새 설정을 저장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Connector가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연결을 신뢰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처럼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 직접 구성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여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장치를 Horizon Cloud 환경의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 이 워크플로를 사용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이 단일 포드 브로커링에 대해 구성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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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의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하려는 경우 장치에서 포드에서 사용자의 사용 권
한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포드 자체를 가리키도록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장치를 구성합니다. 

이 워크플로의 기본 용도는 해당 통합 유형을 위한 것이므로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는 포드 관
리자 VM에 대한 SSL 연결을 신뢰하게 됩니다. 일부 조직 유형에서 SSL 인증서를 포드 관리자 VM에 직접 배치하
는 것이 이례적인 드문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특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조직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
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   배포 중에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가 포드와 통합되지 않고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및 
브라우저에서 포드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FQDN을 가리키도록 할 경우 이러한 단계는 해당 시나리오에 적용되
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게이트웨이의 SSL 인증서를 새 만료 날짜와 같은 새 인증서로 바꾸거나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다른 FQDN 사용이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수행하면 게이트웨
이 구성에 있는 SSL 인증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용 사례에서 하나 이상의 포드 게이트웨이 구성에 지정된 
SSL 인증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대신 게이트웨이의 SSL 인증서를 새 만료 날짜와 같은 새 인증서로 바꾸거나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다른 FQDN 사용를 참조하십시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게이트웨이 관련 섹션에 표시된 FQDN 정보를 검토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 또는 브라우저에서 게이트
웨이 관련 FQDN을 가리키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단일 포드 또는 포드당 브로커링으로 구성된 경우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는 해당 장치 
앞에 있는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를 통해 포드 관리자 VM과 통신합니다. 해당 통신을 위해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는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SSL 연결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SSL 

인증서를 이러한 포드 관리자 VM에 배치하면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이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포드 관리자 VM이 SSL 인증서로 구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의 
SSL 인증서 구성 개요(주로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의 포드가 있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사용)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기본 사용 사례는 사용자 환경이 단일 포드 브로커링에 대해 구성되고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와 통합하는 경우입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
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에서 해당 통합 워크플로에 대
해 읽어 보십시오.

참고   아래 단계에서 저장을 클릭하면 Horizon Cloud에서 해당 인증서 파일을 사용하여 해당 VM에서 인증서를 
구성합니다. 이 활동에는 1분 미만이 소요됩니다.

아래 단계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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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이 워크플로를 시작하기 전에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포드 인증서 업로드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필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
히 콘솔의 워크플로에 필요한 3개의 인증서 파일에 연결된 해당 페이지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올바르지 않거나 형식이 잘못된 SSL 인증서 파일을 포드에 업로드하고 저장하면 포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포드를 복구할 수 없는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이전에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백업 및 복원 서비스에 포드가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
실을 VMware 지원에 알린 경우, 포드에 SSL 인증서를 업로드하기 전에,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포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손실되면 백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포드에 대한 백업 서비스를 켜도록 VMware 지원에 요청
하십시오. 기본 백업 및 복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백업 및 
복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이 1101보다 낮으면 VMware 지원에 연락하여 포드가 백업 및 
복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십시오.

절차
1 설정 > 용량을 선택합니다.

2 포드 이름을 클릭하여 포드 요약 페이지를 엽니다.

3 … > 포드 인증서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포드 인증서 업로드] 창이 열립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 창의 예시입니다.

4 [포드 인증서 업로드] 창에 나열된 각 인증서 파일에 대해 선택을 클릭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이 있는 위치
로 이동합니다.

5 모든 인증서 파일이 나열된 것으로 창에 표시되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시스템에 저장하기 전, 모든 인증서 파일을 나열하는 창의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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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Horizon Cloud는 인증서 파일을 사용하여 SSL 인증서로 포드 관리자 VM을 구성합니다. 이 활동에는 몇 초 정도 
소요됩니다. 포드의 요약 페이지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의 SSL 인증서 구성 개요(주로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의 포드
가 있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사용)

단일 포드 브로커링 유형에 대해 구성된 운영 시스템의 경우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를 
구성하는 주요 사용 사례는 Workspace ONE Access를 포드와 통합하는 것입니다.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는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SSL 연결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포드와 
Workspace ONE Access 간의 통합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특정 사용 사례를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와 통합하는 경우 포드는 포드 관리자 VM에서 직접 SSL 인증서를 설정해야 합니다.

포드가 단일 포드 브로커링 환경에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합하는 작업의 주요 부분은 Workspace ONE Access에서 설정한 Horizon Cloud 가상 애플리케
이션 수집을 동기화하여 포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는 해당 동기화를 수행하기 
위해 포드 관리자 VM과 통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드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유효한 SSL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
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주소 필드와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SSL 
인증서 요구 사항 간 관계
포드 관리자 VM에서 구성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SSL 인증서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는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 옆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는 숫자 IP 주소입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이 배포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는 위치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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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는 DNS 서버에서 해당 필드에 표시되는 IP 주소에 매핑되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매핑은 해당 FQDN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해당 포드
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제 해당 숫자 IP 주소는 어떤 항목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포드 테넌트 서브넷의 개인 IP 주소이며 포드의 포드 관
리자 VM에 대한 Azure Load Balancer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정보
현재 지원되는 포드 매니페스트의 경우, 레이블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에 표시되는 숫자 테넌트 IP 주소는 포
드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의 숫자 개인 IP 주소입니다. 포드 아키텍처에는 포드 테넌트 서브넷의 개인 IP 

주소가 있는 포드 Azure Load Balance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포드 Azure Load Balancer는 Azure 

Load Balancer 뒤에 있는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SSL 통신 지점입니다.

고가용성이 사용하도록 설정된 포드의 관리 콘솔에서 인증서 업로드를 클릭하여 SSL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Horizon Cloud가 활성 포드 관리자 VM에서 구성을 수행한 다음, 인증서 구성을 다른 포드 관리자 VM에 복사합
니다.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포드(비정상 사례)의 경우 해당 포드에는 Azure Load Balancer 뒤에 단
일 포드 관리자 VM이 있습니다. 이 콘솔에서 인증서 업로드를 클릭하면 Horizon Cloud는 해당 포드 관리자 VM

에서 인증서를 구성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포드 Azure Load Balancer의 개인 IP 주소가 이전 예시 콘솔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해당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 옆에 표시되는 것과 동일한 IP 주소인지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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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를 구성하는 방법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단계는 Workspace ONE 

AccessConnector가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처럼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 직접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단계를 실행하기 전 사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포드 인증서 업로드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관리자 VM에 구성된 SSL 인증서가 필요한 예외적 시나리오
이러한 시나리오는 개념 증명에 적합할 수 있지만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체제의 경
우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대한 최종 사용자 연결을 지원하는 내부 및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Horizon 

Cloud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VPN을 통한 회사 네트워크 내부의 최종 사용자 연결의 경우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최종 사용자 연결의 경우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포드에 이러한 구성을 추가하는 단계는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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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포드 관리자 VM에 구성된 SSL 인증서가 필요한 예외적 시나리오
시나리오 설명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만 사용하고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없이 배포된 포드
이 시나리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가 배포된 외부 게
이트웨이 구성을 통해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도달하는 동안 
회사 네트워크 내부의 사용자가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도달하
기 위해 사용하는 병렬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은 없습니다.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없으면 해당 내부 사용자는 포
드에 직접 연결하도록 클라이언트 연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드
에 직접 연결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서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 옆에 표시되는 IP 주소 또는 
DNS의 표시된 IP 주소에 매핑하는 FQDN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이트웨이 구성없이 배포된 포드(Unified Access Gateway VM 

없음)

이 시나리오에서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대한 모든 최종 사용
자 연결은 운영 체제별 Horizon Clients 중 하나를 사용하여 포드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포드에 직접 연결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 
옆에 표시되는 IP 주소 또는 DNS의 표시된 IP 주소에 매핑하는 
FQDN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운영 체제별 Horizon Clients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와 달
리, 브라우저에서 포드에 직접 가리키면 해당 브라우저 연결은 콘솔
에서 인증서 업로드 작업을 사용하여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
증서를 구성한 경우에도 신뢰할 수 없는 연결로 작동합니다. 포드의 
FQDN을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하면 HTML Access(Blast) 연결 
유형을 사용하여 브라우저가 연결되고, HTML Access(Blast)의 작
동 방식 때문에 브라우저는 포드에 직접 연결할 때 신뢰할 수 없는 
일반 인증서 오류를 표시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 오류가 표시
되지 않도록 하려면 해당 브라우저 연결이 회사 네트워크 외부에 있
는 최종 사용자의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과 회사 네트워크 내부에 있
는 최종 사용자의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 중에서 적절한 게이트웨이 
구성을 통과하도록 포드에 구성된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에 FQDN을 노출하지 않으려면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합니
다.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은 회사 네트워크의 내부에 있는 최종 사용
자가 해당 연결로 가리킬 수 있는 Microsoft 내부 로드 밸런서를 사
용합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 추가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포드 인증서 업로드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포드 인증서 업로드 워크플로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포드 인증서 업로
드] 창의 조건을 충족하고 워크플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하려면 아래에 설명된 대로 인증서 관련 파일이 있어
야 합니다.

n DNS 서버에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고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이 지정된 IP 주소에 매핑합니다.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고 포드 이름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 레이블 옆에 표시되는 IP 주소의 의미는 Horizon Cloud 포
드 관리자 VM의 SSL 인증서 구성 개요(주로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의 포드가 있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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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해당 FQDN을 기준으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SSL 인증서를 획득합니다. 해당 SSL 인증서는 콘솔의 
[포드 인증서 업로드] 창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져야 합니다. 콘솔의 [포드 인증서 업
로드] 워크플로에는 특정 요소가 필요하므로 이 SSL 인증서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n [포드 인증서 업로드] 창에 업로드하기 위한 세 개의 개별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n CA 인증서용 CA.crt 파일
n CA 서명된 인증서용 SSL.crt 파일
n RSA 개인 키에 대한 .key 파일로, 창에 SSL 키 파일로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사용자가 이러한 3개의 파일을 제공하게 되는 [포드 인증서 업로드] 창에서 이러한 세 파일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 줍니다.

n 이 업로드를 위한 CA 인증서 파일 및 SSL 인증서 파일은 X.509 인증서의 BASE64 인코딩된 DER 표현인 
PEM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crt 확장자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두 파일은 
다음 예와 유사합니다.

-----BEGIN CERTIFICATE----- 
MIIFejCCA2KgAwIBAgIDAIi/MA0GCSqG 
............... 
-----END CERTIFICATE-----

n 개인 키에 암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key 파일은 다음 예와 유사합니다.

-----BEGIN RSA PRIVATE KEY -----
MIIEpQIBAAKCAQEAoJmURboiFut+R34CNFibb9fjtI+cpDarUzqe8oGKFzEE/jmj
...................... 
-----END RSA PRIVATE KEY-----

n [포드 인증서 업로드] 워크플로를 실행하기 전에, 포드가 이전에 기본 Horizon Cloud 포드 백업 및 복원 서비
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VMware 지원 서비스에 알린 경우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여 해당 포드에 
대한 백업 서비스를 켜야 합니다.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형식의 SSL 인증서 파일을 포드에 업로드하고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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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포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포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손
실되면 백업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백업 및 복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백업 및 복원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이 1101보
다 낮으면 VMware 지원에 연락하여 포드가 백업 및 복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십시오.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단계는 Workspace ONE AccessConnector가 포
드 관리자 VM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통합하
는 경우처럼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 직접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1세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0일 차부터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이 페이지에 설명된 호스
트 이름이 확인 가능한지와 이 문서 페이지에 표시된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관리 및 테넌트 서브넷에
서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정보
중요   1세대 테넌트 환경이 있고 해당 1세대 환경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있는 경우에만 
이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2022년 8월부터 Horizon Cloud Service - next-gen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차세대 설명서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또는 1세대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에 로그인하고 Horizon Universal Console 레이블을 표
시한 후 브라우저의 URL 필드에 표시되는 패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차세대 환경의 경우 콘솔의 URL 주소에 /
hcsadmin/과 같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1세대 콘솔의 URL에 다른 섹션(/horizonadmin/)이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
이 페이지에 호스트 이름 문구와 함께 DNS 이름 문구가 포함된 이유는 DNS가 해당 호스트 이름 간의 통신이 진
행되기 위해 호스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킹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호스트 이름은 지정된 네트워크의 시스템 인스턴스에 할당된 고유한 이름입니다.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업계에 설
명된 대로 시스템은 DNS(도메인 이름 시스템)를 사용하여 통신을 위해 호스트 이름을 해당 IP 주소로 확인합니다.

포드 배포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배포된 인스턴스가 배포의 선택된 VNet을 통해 이 페이지에 설명된 호스트 이
름(DNS 이름)과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해야 합니다.

포드가 구독에 성공적으로 배포된 후에는 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포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
한 포드 업데이트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일상적인 서비스 작업을 수행하려면 특정 호스트 이름에 대한 네
트워크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 페이지에서는 DNS 이름 및 호스트 이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요 핵심 사항
다음 필수 DNS 이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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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포드를 배포하고 실행하려면 Microsoft Azure VNet을 통해 특정 DNS 주소에 대한 네트
워크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포드 배포자가 작동하려면 해당 주소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각 DNS 주소의 용도는 다음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DNS 주소에 대한 네트워크 통신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VNet의 DNS 구성은 이 문서에 설명된 특정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드 관리자의 VNet과는 별개인 자체 VNet에 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VNet의 서브넷은 포드 관리자의 VNet 관리 서브넷과 동일한 DNS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드 배포자 및 해당 워크플로 외에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려면 특정 DNS 주소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이러한 DNS 이름도 다음 표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일부 DNS 이름에는 국가별 요소가 있습니다.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면 포드 관리자의 VNet 및 관리 서브넷에서 Horizon Edge 

가상 장치를 자동으로 인스턴스화됩니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는 자체 DNS 이름 요구 사항이 있습니
다. 따라서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전에 다음 표에 설명된 Horizon Edge 가상 장
치의 DNS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VMware 에코시스템 내 긴밀한 통합에 설명한 대로 보다 광범위한 VMware 에코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제품과 함께 Horizon Clou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제품에는 추가 DNS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DNS 요구 사항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DNS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포드와 통합할 특정 제품에 대한 설명서 모음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배포 후 지속적인 서비스 관련 작업을 위한 포트 및 프로토콜 정보
포드가 성공적으로 배포된 후 진행 중인 Horizon Cloud 작업에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1세대 테넌트 - 국가별 제어부 DNS 이름
[Horizon 서비스 시작] 이메일은 테넌트 계정이 생성된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를 나타냅니다. 시작 이메일이 전송
되었을 때 존재하던 알려진 문제 때문에 받은 이메일에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 대신 지역에 사용되는 시스템 문
자열 이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시작 이메일에 시스템 문자열 이름이 표시되면 다음 표를 사용하여 이메일에 표
시되는 내용과 지역 제어부 DNS 이름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 6-7. 지역 제어부 DNS 이름에 매핑된 시작 이메일의 지역
시작 이메일 내용 지역 DNS 이름
USA cloud.horizon.vmware.com

EU_CENTRAL_1 또는 Europe cloud-eu-central-1.horizon.vmware.com

AP_SOUTHEAST_2 또는 Australia cloud-ap-southeast-2.horizon.vmware.com

PROD1_NORTHCENTRALUS2_CP1 또는 USA-2 cloud-us-2.horizon.vmware.com

PROD1_NORTHEUROPE_CP1 또는 Europe-2 cloud-eu-2.horizon.vmware.com

PROD1_AUSTRALIAEAST_CP1 또는 Australia-2 cloud-ap-2.horizon.vmw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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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지역 제어부 DNS 이름에 매핑된 시작 이메일의 지역 (계속)

시작 이메일 내용 지역 DNS 이름
Japan cloud-jp.horizon.vmware.com

UK cloud-uk.horizon.vmware.com

Europe-3 cloud-de.horizon.vmware.com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 대해 다음 표에 나열된 국가별 DNS 주소의 경우 국가별 제어부 DNS 이름과 동일한 
지역을 사용합니다.

호스트 이름, 중요한 포드 배포 프로세스, 포드 업데이트, 다양한 서비스 기능 활성화 및 지속적
인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서비스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표에 나열된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관리 및 테넌트 서브
넷에서 다음 호스트 이름을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호스트 이름에 연결하는 기능이 필
요한 일부 서비스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n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를 Microsoft Azure 구독에 자동으로 배포하는 포드 배포자
n 포드 소프트웨어를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포드 업데이트 기능
n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는 이미지 가져오기 프로세스
n 에이전트 관련 기능(예: AAU(자동화된 에이전트 업데이트))

n Universal Broker

n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해당 Horizon Edge 가상 장치
n CMS(클라우드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
특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경우에 해당

다음 표에 나열된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관리 및 테넌트 서브넷에서 다음 호스트 이름을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에 사용되는 장치는 특정 아웃바운드 포트를 사용하여 이
러한 프로세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Microsoft Azure 환경에 안전하게 다운로드합니다. 해당 워크플로 관
련 장치가 클라우드 제어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해당 DNS 이름도 사용됩니다.

새로운 포드 배포의 경우 키 배포 관련 장치가 필요한 포트의 DNS 주소에 연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방화벽,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 규칙 및 프록시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드 배포 프로세스가 실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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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면 포드의 포드 관리자 장치와 동일한 VNet 및 관리 서브넷으
로 Horizon Edge 가상 장치가 인스턴스화됩니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서 필요한 포트의 호스트 이름
에 연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방화벽, NSG 규칙 및 프록시 서버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장치의 배포가 실패합니다.

참고   현재 Azure 중국 지역에서 필요한 packages.cloud.google.com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Azure 중국 지역의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은 현재 프록시가 구성된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의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서 프록시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 게이트웨이를 자체 VNet에 배포하는 경우
해당 VNet의 관리 서브넷은 포드 VNet의 관리 서브넷에 대해 아래 표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DNS 요구 사항
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VNet의 백엔드 서브넷과 DMZ 서브넷에는 특정 DNS 요구 사항이 없
습니다.

외부 게이트웨이나 내부 게이트웨이 또는 둘 다를 통해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
포드 배포자가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에 구성할 인증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용도로 제공하는 인증서가 특
정 DNS 이름을 참조하는 CRL(인증서 해지 목록) 또는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 설정을 사용하
는 경우 해당 DNS 이름에 대한 VNet의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를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제공된 인증서를 구성하는 동안 Unified Access 

Gateway 소프트웨어는 해당 DNS 이름에 연결하여 인증서의 해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해당 DNS 이름에 연
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 단계 동안 포드 배포가 실패합니다. 이러한 이름은 인증서를 가져오는 데 사용한 
CA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VMware에서 제어되지 않습니다.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다음 표에서는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을 설
명합니다.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활성화 및 Horizon Edge 가상 장치 DNS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포드별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은 선택 사항이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호스트 이름 요구 사항
은 설명이 있는 자체 테이블을 보장합니다.

2021년 초부터 서비스의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로 업그레이드했으므로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에 
d1mes20qfad06k.cloudfront.net DNS 이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
에서 hydra-softwarelib-cdn.azureedge.net DNS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음 테이블의 컨텐츠는 현재 실제 
상황과 일치합니다.

참고   이 테이블의 프록시 트래픽 열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구성에 프록시가 포함되어 
있을 때 네트워크 트래픽이 프록시를 통과하는지 여부가 예 또는 아니요로 표시됩니다. 프록시 트래픽 열에 아니요
가 표시되면 배포 구성에 프록시가 포함된 경우에도 테이블에 표시된 해당 호스트 이름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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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지정된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에 따라 다음 이름 중 하나입니다. 지역 인스
턴스는 Microsoft Azure용 Horizon Cloud 및 
Horizon 포드로 배포 및 온보딩에 설명된 대로 계정
이 생성될 때 설정됩니다.

n cloud.horizon.vmware.com

n cloud-us-2.horizon.vmware.com

n cloud-eu-central-1.horizon.vmware.com

n cloud-eu-2.horizon.vmware.com

n cloud-ap-
southeast-2.horizon.vmware.com

n cloud-ap-2.horizon.vmware.com

n cloud-jp.horizon.vmware.com

n cloud-uk.horizon.vmware.com

n cloud-de.horizon.vmware.com

443 TCP 예 지역 제
어부 인
스턴스
n 미국: 

clou
d.h
oriz
on.v
mw
are.
com
, 
clou
d-
us-2
.hori
zon.
vm
war
e.co
m

n 유럽: 
clou
d-
eu-
cen
tral-
1.ho
rizo
n.v
mw
are.
com
, 
clou
d-
eu-
2.ho
rizo
n.v
mw
are.
com

n 아시
아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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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양: 
clou
d-
ap-
sout
hea
st-2.
hori
zon.
vm
war
e.co
m, 
clou
d-
ap-
2.ho
rizo
n.v
mw
are.
com

n 일본: 
clou
d-
jp.h
oriz
on.v
mw
are.
com

n 영국: 
clou
d-
uk.h
oriz
on.v
mw
are.
com

n 독일: 
clou
d-
de.h
or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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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on.v
mw
are.
com

관리 softwareupdate.vmware.com 443 TCP 예 VMwar

e 소프트
웨어 패
키지 서
버. 시스
템의 이
미지 관
련 작업
에서 사
용되는 
에이전트 
관련 소
프트웨어
의 업데
이트를 
다운로드
하는 데 
사용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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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hydra-softwarelib-cdn.azureedge.net 443 TCP 아니요
포드 관
리자 및 
Unified 
Access 
Gatewa

y 바이너
리 매니
페스트는 
여기에 
저장되고 
여기에서 
제공됩니
다. 이러
한 매니
페스트는 
포드 및 
게이트웨
이 배포 
및 업그
레이드 
중에만 
사용됩니
다. 이 끝
점에 대
한 이 연
결은 프
록시를 
통하지 
않고 직
접 연결
되도록 
구성됩니
다.

Horizon 
Cloud 

컨텐츠 
전송 서
버. 관리 
서브넷에
서 이 사
이트는 
서비스에
서 포드 
인프라에 
사용되는 
필요한 
바이너리
를 다운
로드하는 
데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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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packages.microsoft.com 443 및 
11371

TCP 아니요
이 사이
트는 애
플리케이
션 및 서
비스 외
부에 있
습니다. 

따라서 
연결은 
구성된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이 끝점
은 
Microso
ft Azure 

클라우드 
환경 내
의 
Microso
ft Azure 

끝점이며 
연결은 
Microso
ft Azure 

클라우드 
공간 내
에서 직
접 연결
됩니다.

Microso

ft 소프트
웨어 패
키지 서
버. 
Microso
ft Azure 

CLI(명령
줄 인터
페이스) 

소프트웨
어를 안
전하게 
다운로드
하는 데 
사용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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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azure.archive.ubuntu.com 80 TCP 아니요
이 사이
트는 애
플리케이
션 및 서
비스 외
부에 있
습니다. 

따라서 
연결은 
구성된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이 끝점
은 
Microso
ft Azure 

클라우드 
환경 내
의 
Microso
ft Azure 

끝점이며 
연결은 
Microso
ft Azure 

클라우드 
공간 내
에서 직
접 연결
됩니다.

Ubuntu 

소프트웨
어 패키
지 서버. 

포드 관
련 Linux 

기반 VM

에서 
Ubuntu 

운영 체
제 업데
이트를 
위해 사
용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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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api.snapcraft.io 443 TCP 아니요
이 끝점
은 애플
리케이션 
및 서비
스 외부
에 있습
니다. 연
결은 구
성된 프
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Ubuntu 

소프트웨
어 패키
지 서버. 

포드 관
리자 및 
Unified 
Access 
Gatewa

y 인스턴
스는 
Ubuntu 

운영 체
제를 실
행합니
다. 이러
한 
Ubuntu 

운영 체
제는 이 
Ubuntu 

사이트에
서 해당 
Ubuntu 

운영 체
제에 대
한 업데
이트를 
가져오도
록 구성
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597



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archive.ubuntu.com 80 TCP 아니요
이 끝점
은 애플
리케이션 
및 서비
스 외부
에 있습
니다. 연
결은 구
성된 프
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Ubuntu 

소프트웨
어 패키
지 서버. 

포드 관
리자 및 
Unified 
Access 
Gatewa

y 인스턴
스는 
Ubuntu 

운영 체
제를 실
행합니
다. 이러
한 
Ubuntu 

운영 체
제는 이 
Ubuntu 

사이트에
서 해당 
Ubuntu 

운영 체
제에 대
한 업데
이트를 
가져오도
록 구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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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changelogs.ubuntu.com 80 TCP 아니요
이 사이
트는 애
플리케이
션 및 서
비스 외
부에 있
습니다. 

따라서 
연결은 
구성된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Ubuntu 

소프트웨
어 패키
지 서버. 

포드 관
리자 및 
Unified 
Access 
Gatewa

y 인스턴
스는 
Ubuntu 

운영 체
제를 실
행합니
다. 이러
한 
Ubuntu 

운영 체
제는 
Ubuntu 

운영 체
제 업데
이트를 
추적하기 
위해 이 
Ubuntu 

사이트를 
사용하도
록 구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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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security.ubuntu.com 80 TCP 아니요
이 끝점
은 애플
리케이션 
및 서비
스 외부
에 있습
니다. 연
결은 구
성된 프
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Ubuntu 

소프트웨
어 패키
지 서버. 

포드 관
리자 및 
Unified 
Access 
Gatewa

y 인스턴
스는 
Ubuntu 

운영 체
제를 실
행합니
다. 이러
한 
Ubuntu 

운영 체
제는 보
안 관련 
Ubuntu 

운영 체
제 업데
이트에 
이 
Ubuntu 

사이트를 
사용하도
록 구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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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esm.ubuntu.com 80 및 443 TCP 아니요
이 끝점
은 애플
리케이션 
및 서비
스 외부
에 있습
니다. 연
결은 구
성된 프
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Ubuntu 

소프트웨
어 패키
지 서버. 

포드 관
리자 및 
Unified 
Access 
Gatewa

y 인스턴
스는 
Ubuntu 

운영 체
제를 실
행합니
다. 이러
한 
Ubuntu 

운영 체
제는 
Ubuntu 

기본 OS 

및 스케
일 아웃 
인프라에
서 높고 
중요한 
CVE(일
반 취약
성 및 노
출)에 대
한 보안 
업데이트
를 추적
하기 위
해 이 
Ubuntu 

사이트를 
사용하도
록 구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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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포드를 배포하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입니다.

n Microsoft Azure(글로벌): 
login.microsoftonline.com

n Microsoft Azure 독일: 
login.microsoftonline.de

n Microsoft Azure 중국: 
login.chinacloudapi.cn

n Microsoft Azure 미국 정부: 
login.microsoftonline.us

443 TCP 예 이 웹 주
소는 일
반적으로 
애플리케
이션이 
Microso
ft Azure 

서비스에 
대해 인
증을 받
는 데 사
용합니
다. 
Microso
ft Azure 

설명서에
서 일부 
설명을 
보려면 
OAuth 

2.0 인증 
코드 흐
름, 
Azure 
Active 
Directo
ry v2.0 

및 
OpenID 
Connec

t 프로토
콜 및 국
가 클라
우드를 
참조하십
시오. 국
가 클라
우드 항
목은 각 
Microso
ft Azure 

국가 클
라우드에 
대해 여
러 다른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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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AD 인증 
끝점이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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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포드를 배포하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입니다.

n Microsoft Azure(글로벌): 
management.azure.com

n Microsoft Azure 독일: 
management.microsoftazure.de

n Microsoft Azure 중국: 
management.chinacloudapi.cn

n Microsoft Azure 미국 정부: 
management.usgovcloudapi.net

443 TCP 예 Microso
ft Azure 
Resourc
e 
Manage

r 서비스
를 사용
하기 위
한 
Microso
ft Azure 
Resourc
e 
Manage

r 끝점에 
대한 포
드 API 

요청에 
사용됩니
다. 
Microso
ft Azure 
Resourc
e 
Manage

r는 
Azure 
PowerS
hell, 
Azure 
CLI, 
Azure 

포털, 
REST 

API 및 
클라이언
트 SDK

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
관된 관
리 계층
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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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포드를 배포하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 따라 
다음 중 하나입니다.

n Microsoft Azure(글로벌): 
graph.windows.net

n Microsoft Azure 독일: graph.cloudapi.de

n Microsoft Azure 중국: 
graph.chinacloudapi.cn

n Microsoft Azure 미국 정부: 
graph.windows.net

443 TCP 예 OData 
REST 

API 끝점
을 통한 
Azure 
AD(Azu
re 
Active 
Directo

ry)에 대
한 포드
의 프로
그래밍 
방식 액
세스에 
사용되는 
Azure 
AD(Azu
re 
Active 
Directo
ry) 
Graph 

API에 액
세스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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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방화벽 또는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가 서비스 태
그 사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글로벌 Azure SQL 서비스 태그: Sql
n 포드가 배포된 Azure 지역에 대한 지역별 SQL 

서비스 태그: Sql.지역(예: Sql.WestUS)

방화벽 또는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가 서비스 태
그 사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호스
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postgres.database.azure.com 패턴을 따릅니
다.

5432 TCP 아니요
이 끝점
은 
Microso
ft Azure 

클라우드 
환경 내
의 
Microso
ft Azure 
Postgre

SQL 데
이터베이
스 서비
스입니
다. 연결
은 
Microso
ft Azure 

클라우드 
공간 내
에서 직
접 연결
됩니다.

이 
Horizon 
Cloud 
on 
Microso
ft Azure 

배포에 
대해 구
성된 
Microso
ft Azure 
Postgre

SQL 데
이터베이
스 서비
스에 대
한 포드 
통신에 
사용됩니
다.

보안 그
룹의 서
비스 태
그에 대
한 내용
은 
Microso
ft Azure 

설명서 
항목 서
비스 태
그를 참
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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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관리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지정된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에 따라 다음 이름 중 하나입니다. 지역 인스
턴스는 Microsoft Azure용 Horizon Cloud 및 
Horizon 포드로 배포 및 온보딩에 설명된 대로 계정
이 생성될 때 설정됩니다.

n connector-azure-us.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eu.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aus.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jp.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uk.vmwarehorizon.com

n connector-azure-de.vmwarehorizon.com

443 TCP 예 Univers
al 
Broker 

서비스의 
지역별 
인스턴스
n 미국: 

con
nec
tor-
azur
e-
us.v
mw
are
hori
zon.
com

n 유럽: 
con
nec
tor-
azur
e-
eu.v
mw
are
hori
zon.
com

n 호주: 
con
nec
tor-
azur
e-
aus.
vm
war
eho
rizo
n.co
m

n 일본: 
con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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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tor-
azur
e-
jp.v
mw
are
hori
zon.
com

n 영국: 
con
nec
tor-
azur
e-
uk.v
mw
are
hori
zon.
com

n 독일: 
con
nec
tor-
azur
e-
de.v
mw
are
hori
zon.
com

관리 Horizon Cloud 계정에 적용되는 지역별 제어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n 북아메리카: kinesis.us-
east-1.amazonaws.com

n 유럽, 독일: kinesis.eu-
central-1.amazonaws.com

n 호주: kinesis.ap-
southeast-2.amazonaws.com

n 일본: kinesis.ap-
northeast-1.amazonaws.com

n 영국: kinesis.eu-west-2.amazonaws.com

443 TCP 예 Cloud 
Monitor
ing 
Service(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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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테넌트 hydra-softwarelib-cdn.azureedge.net 443 TCP 아니요 Horizon 
Cloud 

컨텐츠 
전송 서
버. 테넌
트 서브
넷에서 
이 사이
트는 시
스템의 
자동화된 
[마켓플
레이스에
서 이미
지 가져
오기] 워
크플로 
및 에이
전트 연
결 워크
플로와 
관련된 
프로세스
를 포함
하여 다
양한 시
스템 이
미지 관
련 프로
세스에서 
사용됩니
다.

테넌트 scapi.vmware.com 443 TCP 아니요 VMwar

e 서비스 
사용량 
데이터 
프로그램
에 사용
되는 
VMwar
e Cloud 
Service

s. 테넌트 
서브넷에
서 아웃
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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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테넌트 전체에 적용되는 새 포드 배포, 포드 업데이트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 프로토콜 프록시 
트래픽
(배포에 
구성된 
경우)

용도

로, 포드 
프로비저
닝 데스
크톱 인
스턴스 
및 팜 서
버 인스
턴스의 
Horizon 

Agent는 
에이전트 
관련 구
성 정보
를 전송
합니다.

필수 VMware 시스템 모니터링 요구 사항 - monitor.horizon.vmware.com
이 섹션에 설명된 필수 요구 사항을 사용하면 VMware 모니터링 시스템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관리, 테넌트 및 DMZ 서브넷에 배포된 VMware 관리 인스턴스에서 보안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
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경우 VMware는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App Volumes, Azure PostgreSQL 서비스, Horizon Edge 가상 장치 및 문제 해결 상황
에 필요한 경우 지원 관련 Jumpbox 인스턴스와 같은 리소스를 제어하고 관리합니다.

배포된 인스턴스에 대한 VMware 관리 책임에는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필수 VMware 시스템 모니터링이 필요합
니다.

이 필수 VMware 시스템 모니터링을 사용하려면 아래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략적인 설명과 관련하여 배포의 인스턴스는 포트 1514/TCP 및 1515/TCP에서 아웃바운드로 호스트 이름 
monitor.horizon.vmware.com에 도달해야 합니다.

참고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DMZ 네트워크에서 
monitor.horizon.vmware.com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SSL 검사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네트워크에서 SSL 검사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호스트 monitor.horizon.vmware.com을 제외하도
록 지정해야 합니다.

배포에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610



KB 문서 90145의 모든 단계 및 정보를 따라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아웃바운드 통신을 설정해야 합니
다. KB 문서 끝에 있는 마지막 참고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된 대로 KB 문서를 따르십시오.

그런 다음, 아웃바운드 통신에 프록시 또는 방화벽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아웃바운드 통신에 프록시 또는 방
화벽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웃바운드 통신을 위해 프록시 또는 방화벽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아웃바운드 통신에 프록시 또는 방화벽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프록시 또는 방화벽에서 통신을 허용해
야 합니다.

n 상업용 환경 - 1514/TCP 및 1515/TCP에서 호스트 이름 monitor.horizon.vmware.com을 허용합
니다.

n 미국 연방 환경 - 모니터링 시스템 호스트 이름을 요청하려면 VMware 연방 지원에서 사례를 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소스에 대해 앞서 언급한 통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n 관리 -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n DMZ -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n 테넌트 -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참고   배포에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 경우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전에 설명한 
요구 사항인 KB 문서 90145의 단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 DNS 요구 사항
1세대 Horizon Cloud 테넌트의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면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Linux 기반 Horizon Edge 가상 장치를 인스턴스화합니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는 포드의 포드 관리자 장
치와 동일한 관리 서브넷에 해당하는 포드 관리 서브넷에 있는 NIC를 통해 포드 구독에 배포됩니다. 다음 표에 나
열된 용도는 이 가상 장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   이 테이블에는 이전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uk를 포함하는 DNS 이름이 없습니다.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
처럼 이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은 uk 제어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현재 Azure 중국 지역에서 필요한 packages.cloud.google.com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으
므로 Azure 중국 지역의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은 현재 프록시가 구성된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의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서 프록시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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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DNS 요구 사항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프로토콜 용도
관리 n azure.archive.ubuntu.com

n archive.ubuntu.com

n changelogs.ubuntu.com

n security.ubuntu.com

80 및 
443/TCP

Ubuntu 소프트웨어 패키지 서버. Linux 기
반 장치에서 Ubuntu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관리 esm.ubuntu.com 80 및 
443/TCP

Ubuntu 소프트웨어 패키지 서버. Linux 기
반 장치에서 Ubuntu 기본 OS 및 스케일 아
웃 인프라에서 높고 심각한 CVE(일반 취약
성 및 노출)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추적하
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 n *.blob.core.windows.net

n horizonedgeprod.azurecr.io

443/TCP Azure Blob 스토리지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
식 액세스에 사용됩니다.

장치 모듈에 필요한 DNS 주소에서 Docker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리 *.azure-devices.net 또는 아래의 지역별 이
름 중 하나, 테넌트 계정에 적용되는 지역별 제
어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북아메리카:

n edgehubprodna.azure-devices.net

유럽:

n edgehubprodeu.azure-devices.net

호주:

n edgehubprodap.azure-devices.net

일본:

n edgehubprodjp.azure-devices.net

443/TCP 장치를 Horizon Cloud 제어부에 연결하고, 

장치 모듈에 대한 구성을 다운로드하고, 장치 
모듈의 런타임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
됩니다.

관리 n *.docker.com

n *.docker.io

n docker.io

n cloud.google.com

n gcr.io

n ghcr.io

n dl.k8s.io

n k8s.gcr.io

n storage.googleapis.com

n cloud.weave.works

n packages.cloud.google.com

n apt.kubernetes.io

n object.githubusercontent.com

n osthub.com/weaveworks/weave/
releases/download/v2.8.1/weave-
daemonet-k8s.yaml

이 경로에 대한 이 테이블의 용도 열에서 
중요 참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443/TCP 장치에 필요한 Docker 이진 파일 및 
Kubernetes 이진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   2023년 4월 17일부터 장치의 
Kubernetes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WeaveNet 구성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필수 URL이 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n object.githubusercontent.com

n osthub.com/weaveworks/weave/
releases/download/v2.8.1/weave-
daemonet-k8s.yaml

YAML 파일은 각 특정 릴리스에서 결정되는 
특정 릴리스 번호를 포함하는 특정 경로에 있
습니다. 2023년 4월 17일에 이 문서가 작성
된 당시, 경로의 릴리스 부분은 v2.8.1이며 이 
테이블의 대상 열에 반영됩니다. 이 YAML 

파일의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중에 릴리스될 
수 있으며 릴리스 번호가 대상 경로에 코딩되
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파
일 경로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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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DNS 요구 사항 (계속)

서브넷 소스 대상(DNS 이름) 포트/프로토콜 용도
관리 테넌트 계정에 적용되는 지역별 제어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북아메리카:

n kinesis.us-east-1.amazonaws.com

n sauron.horizon.vmware.com

유럽:

n kinesis.eu-central-1.amazonaws.com

n sauron-eu.horizon.vmware.com

호주:

n kinesis.ap-
southeast-2.amazonaws.com

n sauron-ap.horizon.vmware.com

일본:

n kinesis.ap-
northeast-1.amazonaws.com

n sauron-jp.horizon.vmware.com

443/TCP 장치에 의해 수집된 포드 모니터링 데이터를 
Horizon Cloud 제어부로 보내는 데 사용됩
니다.

관리 방화벽 또는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가 서비
스 태그 사용을 지원하는 경우 서비스 태그 
AzureCloud를 적용합니다.

방화벽 또는 NSG가 서비스 태그 사용을 지원
하지 않는 경우 호스트 이름을 사용합니다.

n 상용 환경 - 호스트 이름 
monitor.horizon.vmware.com 허
용

n 미국 연방 환경 - 모니터링 시스템 호스트 
이름을 요청하려면 VMware 연방 지원에
서 사례를 엽니다.

1514 및 
1515/TCP

시스템 모니터링에 사용

활성 지원 요청에 필요한 경우 임시 Jumpbox 포트 및 프로토콜
VMware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팀이 해당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VMware 관리 장치와의 SSH 통신을 위해 
임시 Jumpbox VM을 배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Jumpbox에는 여기에 설명된 포트 및 프로토콜이 필
요합니다.

지원 관련 Jumpbox 배포에 대한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VMware 지원 팀은 지원 상황에 맞게 모든 요구 사항
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이 지원 관련 Jumpbox VM은 다음 대상에 대한 소스로 통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 SSH 및 포트 22를 사용하는 포드 관리자 VM의 포트 22.

n HTTPS를 사용하는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포트 9443.

n 외부 게이트웨이가 자체 VNet에 배포된 배포에서 SSH를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포트 22.

n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이 구성된 배포에서 SSH를 사용하는 Horizon Edge 가상 장치 포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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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VM은 동적으로 IP 주소가 할당되기 때문에 다음 네트워크 규칙이 설명된 통신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작업 중에는 항상 지원 관련 Jumpbox 배포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VMware 지원의 지침과 감독을 요청
합니다.

n 소스 및 대상 둘 다로 관리 서브넷 CIDR 사용(대상 포트 22, 소스 포트 임의 및 프로토콜 TCP).

n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사용되는 경우 소스 및 대상 둘 다로 관리 서브넷 CIDR 사용(대상 포트 
9443, 소스 포트 임의 및 프로토콜 TCP).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 내에서 통신에 사용되는 가능한 모든 
포트 및 프로토콜에 대한 참조입니다. 다음 테이블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성 및 방화벽이 성공적인 포드 배포 및 
일상적인 작업에 필요한 통신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특정 배포에 필요한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은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하도록 
선택하는 기능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집니다. 특정 구성 요소 또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필요한 통
신 트래픽이 사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해당 구성 요소와 연결된 포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가 Blast Extreme 디스플레이 프로토콜만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PCoIP 포트를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   여기에 설명된 포트 및 프로토콜 외에도 포드 배포 및 일상적인 작업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에는 특정 호스
트 이름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은 특정 호스트 이름에 도달해야 합니다. 배포가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일부 네트워크 
서비스는 프록시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는 직접 이동되어야 합니다. 호스트 이름으로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
구 사항, DNS 이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VMware 제품에 지원되는 다른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포트 및 프로토콜로 이동하십시오.

포드 배포 프로세스의 일부로, 배포자는 배포된 모든 VM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IC)에 NSG(네트워크 보안 그
룹)를 생성합니다. 해당 NSG에 정의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의 VM에 대한 기본 네트
워크 보안 그룹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진행 중인 작업의 키 포드 구성 요소에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
DNS 요구 사항 외에도 다음 표에는 배포 후 진행 중인 작업을 위해 포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포트 및 프
로토콜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표 중 일부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또는 포드에서 특정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에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을 표시합니다.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이 포드 관리자 VM은 vmw-hcs-podID와 같은 파트(여기서 podID는 포드의 
UUID임) 및 node 파트를 포함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참고   v2204 서비스 릴리스부터 새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는 기본적으로 고가용
성이 구성된 상태로 배포됩니다. 배포에는 2개의 포드 관리자 VM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포드 관리자 VM이라
는 문구가 표시될 때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두 포드 관리자 VM에 모두 해당 용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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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포드 관리자 VM에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를 사용하는 방식은 2019년 9월 서비스 릴리
스의 매니페스트 1600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트 1600부터 새로 배포된 모든 포드에는 포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1600 이전에 처음 배포된 이후 후속 매니페스트로 
업데이트된 포드에는 포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도 있습니다. 포드의 로드 밸런서를 언급하는 테이
블 행은 이러한 모든 포드에 적용됩니다.

표 6-10. 포드 작업 포트 및 프로토콜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포드 관리
자 VM

포드의 다른 
포드 관리자 
VM

4101 TCP 이 트래픽은 포드 관리자 VM 간의 JMS 라우팅입니다.

포드 관리
자 VM

Unified 
Access 
Gateway 
VM

944
3

HTTPS 이 포트는 관리 서브넷을 통해 포드 관리자 VM이 포드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설정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포트 요구 사항은 초기에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여 포드를 배포하고, 포드를 편집하여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추가하거나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한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포드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포드 관리자 
VM

808
0

HTTP 로드 밸런서의 백엔드 풀에 있는 VM의 상태 점검.

고가용성 토글이 설정되지 않고 고가용성이 아직 추가되지 않은 v2204 릴리스 이
전에 배포된 포드의 경우 로드 밸런서에는 확인할 백엔드 풀에 하나의 포드 관리자 
VM이 있습니다.

포드 관리
자 VM

도메인 컨트
롤러

389 TCP

UDP

Horizon Cloud 테넌트를 Active Directory에 등록해야 합니다. 콘솔의 [AD 도
메인 등록] 워크플로는 첫 번째 포드를 온보딩한 후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포트는 LDAP가 해당 워크플로에 지정될 때 LDAP 서비스에 필요합니다. 

LDAP는 대부분의 테넌트의 기본값입니다.

대상은 Active Directory 구성에 도메인 컨트롤러 역할을 포함하는 서버입니다.

포드 관리
자 VM

글로벌 카탈
로그

326
8

TCP Horizon Cloud 테넌트를 Active Directory에 등록해야 합니다. 콘솔의 [AD 도
메인 등록] 워크플로는 첫 번째 포드를 온보딩한 후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포트는 LDAP가 해당 워크플로에 지정된 프로토콜일 때 LDAP 서비스에 필요
합니다. LDAP는 대부분의 테넌트의 기본값입니다.

대상은 Active Directory 구성에 글로벌 카탈로그 역할을 포함하는 서버입니다.

포드 관리
자 VM

도메인 컨트
롤러

88 TCP

UDP

Kerberos 서비스. 대상은 Active Directory 구성에 도메인 컨트롤러 역할을 포
함하는 서버입니다. 포드를 Active Directory에 등록해야 합니다.

포드 관리
자 VM

도메인 컨트
롤러

636, 
326
9

TCP Horizon Cloud 테넌트를 Active Directory에 등록해야 합니다. 콘솔의 [AD 도
메인 등록] 워크플로는 첫 번째 포드를 온보딩한 후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는 LDAPS가 등록된 해당 AD에 대한 구성에서 지정된 프로토콜인 경
우에만 LDAPS(LDAP over SSL) 서비스에 필요합니다. 테넌트가 서비스의 
LDAPS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LDAPS를 등록된 AD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LDAP가 요구 사항입니다.

포드 관리
자 VM

DNS 서버 53 TCP

UDP

DNS 서비스.

포드 관리
자 VM

NTP 서버 123 UDP NTP 서비스. NTP 시간 동기화를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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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포드 작업 포트 및 프로토콜 (계속)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포드 관리
자 VM

True SSO 

등록 서버
3211
1

TCP True SSO 등록 서버. Horizon 포드에서 True SSO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
다.

32111은 등록 서버 설치에 사용되는 기본 포트입니다. 이 포트 번호는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서버 설치 프로세스 중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True SSO와 인증서 관리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 섹션도 참조하십시오.

포드 관리
자 VM

Workspac
e ONE 

Access 서
비스

443 HTTPS 참고   이 행은 단일 포드 브로커 구성이 있는 환경에 적용됩니다. 이 정보는 
Universal Broker 구성이 있는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 구
성된 환경에서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는 최종 사용자 사용 권한
(할당)을 가져오기 위해 포드와 통신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를 포드와 통합하지 않는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 구성 환경에서 이 연결은 포드와 Workspace ONE Access 서비스 
간에 트러스트 관계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이 경우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가 포드와 동기화됩니다. 포드가 포트 443에서 사용 중인 
Workspace ONE Access 환경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경우 VMware 기술 자료 문서 
2149884에서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및 포드가 액세스할 수 있
어야 하는 Workspace ONE Access 서비스 IP 주소의 목록도 참조하십시오.

게이트웨이 커넥터 VM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이 표는 외부 게이트웨이를 별도의 VNet에 배포했을 때 사용되는 게이트웨이의 커넥터 VM에 적용됩니다. DNS 

요구 사항 외에도 다음 표의 포트 및 프로토콜은 배포 후 진행 중인 작업을 위해 외부 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작동하
는 데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커넥터 VM이라는 용어는 클라우드 관리부와 외부 게이트웨이 간의 연결을 관리하는 게이트웨이 커넥
터 VM을 나타냅니다.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이 VM은 vmw-hcs-ID와 같은 파트(여기서 ID는 게이트웨
이의 배포자 ID임) 및 node 파트를 포함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표 6-11. 포드 작업 포트 및 프로토콜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커넥터 VM DNS 서버 53 TCP

UDP

DNS 서비스.

커넥터 VM NTP 서버 123 UDP NTP 서비스. NTP 시간 동기화를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VM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DNS와 위의 기본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외에, 배포 후 진행되는 작업을 위해 포드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구성한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포트 및 프로토콜이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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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구성된 고가용성 지원 포드를 사용 중인 연결의 경우 아래 표에 나열된 대
로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대상으로의 트래픽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포드 배포 중 포드
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도록 Microsoft Azure 환경에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가 
생성됩니다.

표 6-12.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트래픽에 대한 포트 요구 사항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Unified 
Access 
Gateway

포드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8443 TCP 로그인 인증 트래픽.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트래픽은 
포드의 로드 밸런서를 통해 포드 관리자 VM에 도달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의 
Horizon Agent

4172 TCP

UDP

PCoIP

Unified 
Access 
Gateway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의 
Horizon Agent

22443 TCP

UDP

Blast Extreme

기본적으로 Blast Extreme을 사용하는 경우 CDR(클라이언트 드라이
브 리디렉션) 트래픽 및 USB 트래픽은 이 포트에서 부채널로 전달됩니
다. 대신, 원하는 경우 CDR 트래픽을 TCP 9427 포트로 분리하고 
USB 리디렉션 트래픽을 TCP 32111 포트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의 
Horizon Agent

9427 TCP CDR(클라이언트 드라이버 리디렉션) 및 MMR(멀티미디어 리디렉션) 

트래픽의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의 
Horizon Agent

32111 TCP USB 리디렉션 트래픽의 경우 선택 사항입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해당 RADIUS 인
스턴스

1812 UDP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RADIUS 2단계 인증을 사
용하는 경우. RADIUS에 대한 기본값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RSA SecurID 
Authentication 

Manager 서버

5555 TCP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RSA SecurID 2단계 인증
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는 에이전트 인증을 위한 RSA SecurID 인증 
API 에이전트의 통신 포트에 사용되는 기본값이 나와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에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
포드에서의 최종 사용자 할당 브로커링을 위해 Universal Broker 사용을 지원하려면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포트 
443을 구성해야 합니다. 활성 포드 관리자는 포트 443을 통해 Universal Broker 서비스와의 영구 WebSocket 

연결을 설정하고, 임의로 선택된 포트를 통해 Universal Broker 서비스의 연결 요청을 수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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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Universal Broker의 포트 요구 사항
소스 소스 포

트
대상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활성 포드 관리자 사용 가
능한 포
트에서 
임의로 
선택함

Universal Broker 서비스 443 초기: HTTPS, 

이후: 
WebSocket

Univers
al 
Broker 

서비스와
의 영구 
WebSo

cket 연
결을 설
정합니
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
포드에 대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면 해당 포드 구독에 Horizon Edge 가상 장치가 배포되고 구
성됩니다. 포드 관리 서브넷에는 장치의 단일 NIC가 있으며 NSG가 해당 NIC에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NSG

의 규칙은 장치로 들어오고 장치에서 나가도록 허용되는 트래픽을 지정합니다. 다음 표는 활성화 프로세스 동안 장
치가 배포되고 해당 구성 요소에서 수집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포드 관리자 VM을 구
성할 때 필요한 NSG의 포트 및 프로토콜을 나열합니다. 이 표에는 이 현재 서비스 릴리스에서 수집하도록 설계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의 안정적인 상태 작업 동안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6-14.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 대한 포트 요구 사항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Horizon Edge 가상 
장치

DNS 서버 53 TCP DNS 서비스

Horizon Edge 가상 
장치

포드 관리자 VM 9172 임의 관리 서브넷을 통한 
안정적인 상태 작업에
서 장치가 수집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데이
터를 수집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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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 대한 포트 요구 사항 (계속)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Horizon Edge 가상 
장치

클라우드 제어부 443 TCP 관리 서브넷을 통한 
안정적인 상태 작업에
서 장치가 모니터링 
데이터를 클라우드 제
어부에 전달해야 합니
다. 또한 장치를 배포
하는 동안 이 포트는 
장치에서 모니터링 데
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포드 관리자 VM 구성
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Microsoft Azure 

CLI 소프트웨어와 같
은 특정 외부 소프트
웨어 구성 요소를 다
운로드하는 데 사용됩
니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

포드 관리자 VM 4002 TCP 관리 서브넷을 통한 
안정적인 상태 작업에
서 장치가 수집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데이
터를 수집해야 합니
다.

최종 사용자 연결 트래픽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디바이스에서 포드 프로비저닝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려면 최종 사용자는 호환되는 설치된 
VMware Horizon Client 또는 브라우저(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최종 사용자 클라
이언트의 트래픽이 포드가 프로비저닝된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도달하기 위해 열려 있어야 하는 
포트는 최종 사용자의 연결 방법에 대한 선택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드의 자체 VNet에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배포자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배포자는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와 함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해당 로드 밸런서의 백엔드 풀에 있는 해당 인스턴스에 배포합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DMZ 서브넷의 해당 인스턴스 NIC와 통신하며 Microsoft Azure의 공용 로드 밸런서로 구성됩니다. 그림 
6-1. 고가용성이 사용되도록 설정되고 외부 및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모두로 구성된 포드에 
대한 Horizon Cloud 포드 아키텍처의 그림 다이어그램은 이 공용 로드 밸런서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포드에 이 구성이 있으면 인터넷의 최종 사용자 트래픽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요청을 분산하는 해당 공용 로드 밸런서로 이동합니다. 이 구성의 경우 해당 
최종 사용자 연결이 아래 나열된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해당 로드 밸런서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드 배포에서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는 vmw-hcs-podID-uag라는 리소스 그룹에 있습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의 UUID입니다.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포자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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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은 기본적으로 포드의 자체 VNet에 배포됩니다. 배포자는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와 함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해당 백엔드 풀
에 있는 해당 인스턴스에 배포합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테넌트 서브넷의 해당 인스턴스 NIC와 통신하며 
Microsoft Azure의 내부 로드 밸런서로 구성됩니다. 그림 6-1. 고가용성이 사용되도록 설정되고 외부 및 내
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모두로 구성된 포드에 대한 Horizon Cloud 포드 아키텍처의 그림 다이
어그램은 이 내부 로드 밸런서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포드에 이 구성
이 있으면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최종 사용자 트래픽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요청을 분산
하는 해당 공용 로드 밸런서로 이동합니다. 이 구성의 경우 해당 최종 사용자 연결이 아래 나열된 포트 및 프로
토콜을 사용하여 해당 로드 밸런서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드 배포에서 내부 게이트웨이의 로
드 밸런서는 vmw-hcs-podID-uag-internal라는 리소스 그룹에 있습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의 UUID

입니다.

포드가 아닌 자체 VNet에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유지하는 배포자 옵션을 선택하거나 고유한 구독을 사용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VNet이 여러 구독에 걸쳐 있지 않으므로 고유한 VNet을 사용하는 특별한 하위 사례에 해
당)

배포자는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리소스와 함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해당 로드 밸런서의 백엔드 풀에 있는 해당 인스턴스에 배포합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DMZ 서브넷의 해당 인스턴스 NIC와 통신하며 Microsoft Azure의 공용 로드 밸런서로 구성됩니다. 다이어
그램그림 6-2.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자체 VNet에 배포할 때 외부 게이트웨이의 아키
텍처 요소 그림은 게이트웨이 고유의 VNet에서 이 공용 로드 밸런서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포드에 이 구성이 있으면 인터넷의 최종 사용자 트래픽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요청을 분산하는 해당 공용 로드 밸런서로 이동합니다. 이 구성의 경우 해당 최종 사용
자 연결이 아래 나열된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해당 로드 밸런서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포 후에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는 vmw-hcs-ID-uag라는 리소스 그룹에 있습니다. 여기서 ID는 포
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배포자 ID 필드에 값이 표시됩니다. "관리 가이드" 에 설명된 대로 콘솔의 [용량] 페이
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포드에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없는 경우
참고   테넌트가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운영 환경의 경우 내부 최종 사용자 연결에 대한 모
범 사례는 포드에서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일 포드 브로커링 시나리오에서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으로 이동합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있고 Workspace ONE Access가 포드와 통합된 구성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
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연결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Workspace ONE Access 및 
포드를 직접 가리키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를 구성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의 경우 
Workspace ONE AccessConnector가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처럼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 직접 구성
에 설명된 대로 콘솔의 포드 요약 페이지를 사용하여 SSL 인증서를 포드 관리자 VM에 업로드합니다.그런 다
음, Workspace ONE Access를 포드와 통합하는 단계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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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포드 구성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외부 최종 사용자 연결 포트 및 프로
토콜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443 TCP 로그인 인증 트래픽. CDR(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 MMR(멀티미디어 
리디렉션), USB 리디렉션 및 터널링된 RDP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SL(HTTPS 액세스)이 클라이언트 연결에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일부 경우에 포트 80(HTTP 액세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4172 TCP

UDP

Unified Access Gateway의 PCoIP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한 PCoIP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배포
에 설
정된 
항목
에 따
라 
8443 

또는 
443

TCP Horizon Client에서 보내는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한 Blast Extreme.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이 포트는 배포 마법사의 Blast Extreme TCP 포트 메뉴를 사용
하여 선택됩니다. 네트워킹이 클라이언트가 외부 게이트웨이에 지정한 아웃바
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URL은 클라이언트가 해당 인스턴스 
앞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Horizon Blast 세션을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2021년 10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게이트웨이 구성의 새 배포를 위해 배포자는 
배포자가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구성하려는 Blast 

Extreme TCP 포트에 8443 또는 443을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는 배포자가 선택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443을 구성했습니다. 게이
트웨이 구성이 2021년 10월 서비스 릴리스 날짜 이전에 배포된 경우 해당 구성
에서 일반적으로 Unified Access Gateway 관리 설정의 Blast External 

URL 필드에 443 포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포트 8443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제공하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포트 
443은 효율성 및 성능이 낮습니다. 포트 443을 사용하면 인스턴스에서 CPU 

정체가 발생합니다. 포트 443은 조직이 클라이언트 측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만 
배포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는 8443이 아닌 443 아웃바운드만 허
용합니다.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443 UDP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를 통한 Blast Extreme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8443 UDP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한 Blast Extreme(적응형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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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포드 구성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외부 최종 사용자 연결 포트 및 프로
토콜 (계속)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브라우저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443 TCP 로그인 인증 트래픽. CDR(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 MMR(멀티미디어 
리디렉션), USB 리디렉션 및 터널링된 RDP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SL(HTTPS 액세스)이 클라이언트 연결에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일부 경우에 포트 80(HTTP 액세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배포
에 설
정된 
항목
에 따
라 
8443 

또는 
443

TCP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웹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한 Blast Extreme.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이 포트는 배포 마법사의 Blast Extreme TCP 

포트 메뉴를 사용하여 선택됩니다. 네트워킹이 클라이언트가 외부 게이트웨이
에 지정한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URL은 브라우저의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가 해당 인스턴스 앞에 있는 로드 밸런서
를 통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Horizon Blast 세션을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2021년 10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게이트웨이 구성의 새 배포를 위해 배포자는 
배포자가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구성하려는 Blast 

Extreme TCP 포트에 8443 또는 443을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는 배포자가 선택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443을 구성했습니다. 게이
트웨이 구성이 2021년 10월 서비스 릴리스 날짜 이전에 배포된 경우 해당 구성
에서 일반적으로 Unified Access Gateway 관리 설정의 Blast External 

URL 필드에 443 포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포트 8443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제공하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포트 
443은 효율성 및 성능이 낮습니다. 포트 443을 사용하면 인스턴스에서 CPU 

정체가 발생합니다. 포트 443은 조직이 클라이언트 측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만 
배포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는 8443이 아닌 443 아웃바운드만 허
용합니다.

표 6-16. 포드 구성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내부 최종 사용자 연결 포트 및 프로
토콜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443 TCP 로그인 인증 트래픽. CDR(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 MMR(멀티미디어 
리디렉션), USB 리디렉션 및 터널링된 RDP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SL(HTTPS 액세스)이 클라이언트 연결에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일부 경우에 포트 80(HTTP 액세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및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4172 TCP

UDP

Unified Access Gateway의 PCoIP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한 PC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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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포드 구성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내부 최종 사용자 연결 포트 및 프로
토콜 (계속)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배포
에 설
정된 
항목
에 따
라 
8443 

또는 
443

TCP Horizon Client에서 보내는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한 Blast Extreme.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이 포트는 배포 마법사의 Blast Extreme TCP 포트 메뉴를 사용
하여 선택됩니다. 네트워킹이 클라이언트가 외부 게이트웨이에 지정한 아웃바
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URL은 클라이언트가 해당 인스턴스 
앞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Horizon Blast 세션을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2021년 10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게이트웨이 구성의 새 배포를 위해 배포자는 
배포자가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구성하려는 Blast 

Extreme TCP 포트에 8443 또는 443을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는 배포자가 선택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443을 구성했습니다. 게이
트웨이 구성이 2021년 10월 서비스 릴리스 날짜 이전에 배포된 경우 해당 구성
에서 일반적으로 Unified Access Gateway 관리 설정의 Blast External 

URL 필드에 443 포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포트 8443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제공하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포트 
443은 효율성 및 성능이 낮습니다. 포트 443을 사용하면 인스턴스에서 CPU 

정체가 발생합니다. 포트 443은 조직이 클라이언트 측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만 
배포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는 8443이 아닌 443 아웃바운드만 허
용합니다.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443 UDP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를 통한 Blast Extreme

Horizon 
Client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8443 UDP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한 Blast Extreme(적응형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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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포드 구성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내부 최종 사용자 연결 포트 및 프로
토콜 (계속)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브라우저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443 TCP 로그인 인증 트래픽. CDR(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 MMR(멀티미디어 
리디렉션), USB 리디렉션 및 터널링된 RDP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SL(HTTPS 액세스)이 클라이언트 연결에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일부 경우에 포트 80(HTTP 액세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이러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대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배포
에 설
정된 
항목
에 따
라 
8443 

또는 
443

TCP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웹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한 Blast Extreme. 

Horizon Cloud 포드의 경우 이 포트는 배포 마법사의 Blast Extreme TCP 

포트 메뉴를 사용하여 선택됩니다. 네트워킹이 클라이언트가 외부 게이트웨이
에 지정한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URL은 브라우저의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가 해당 인스턴스 앞에 있는 로드 밸런서
를 통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Horizon Blast 세션을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2021년 10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게이트웨이 구성의 새 배포를 위해 배포자는 
배포자가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구성하려는 Blast 

Extreme TCP 포트에 8443 또는 443을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전에
는 배포자가 선택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443을 구성했습니다. 게이
트웨이 구성이 2021년 10월 서비스 릴리스 날짜 이전에 배포된 경우 해당 구성
에서 일반적으로 Unified Access Gateway 관리 설정의 Blast External 

URL 필드에 443 포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포트 8443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제공하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포트 
443은 효율성 및 성능이 낮습니다. 포트 443을 사용하면 인스턴스에서 CPU 

정체가 발생합니다. 포트 443은 조직이 클라이언트 측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만 
배포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는 8443이 아닌 443 아웃바운드만 허
용합니다.

표 6-17. 예를 들어 직접 연결(예: VPN을 통해)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 최종 사용자 연결 포트 및 프로토콜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Horizon 
Client

포드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443 TCP 로그인 인증 트래픽. 클라이언트의 트래픽은 포드의 로드 밸런서를 통해 포드 관
리자 VM에 도달합니다.

Horizon 
Client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의 
Horizon Agent

4172 TCP

UDP

PCoIP

Horizon 
Client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의 
Horizon Agent

22443 TCP

UDP

Blast Extreme

Horizon 
Client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의 
Horizon Agent

32111 TCP USB 리디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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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예를 들어 직접 연결(예: VPN을 통해)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 최종 사용자 연결 포트 및 프로토콜 (계속)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Horizon 
Client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의 
Horizon Agent

9427 TCP CDR(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디렉션) 및 MMR(멀티미디어 리디렉션)

브라우저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의 
Horizon Agent

443 TCP HTML Access

기본 VM, VDI 데스크톱 VM 및 팜 RDSH VM에 설치된 에이전트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에 대
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다음 포트는 기본 VM, 데스크톱 VM 및 팜 RDSH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포드 관리자 VM

으로의 트래픽을 허용해야 합니다.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기본 가져
온 VM, 골
든 이미지, 

데스크톱 
VM, 팜 
RDSH VM

의 
Horizon 
Agent

포드 관리자 VM 4001 TCP SSL 연결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서 지문 확인 및 교환의 일부로 VM의 
에이전트에서 포드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JMS(Java Message 

Service)(비 SSL)입니다. VM과 포드 관리자 간에 키를 협상하고 교환
한 후 에이전트는 포트 4002를 사용하여 보안 SSL 연결을 생성합니
다. 예를 들어,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수행하려면 기본 가져온 VM과 포드 사이의 해당 에이전트 연결 워크플
로를 위해 포트 4001을 통한 통신이 필요합니다.

참고   안정적인 상태 작업을 수행하려면 포트 4001 및 4002가 모두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 포드에 대한 키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 4001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기본 가져
온 VM, 골
든 이미지, 

데스크톱 
VM, 팜 
RDSH VM

의 
Horizon 
Agent

포드 관리자 VM 4002 TCP 보안 SSL 연결을 사용하여 포드와 통신하기 위해 이러한 VM의 에이전
트에서 사용하는 JMS(Java Message Service)(SS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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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데스크톱 
VM, 팜 
RDSH VM

의 
Horizon 
Agent

VMware Cloud 

Services 호스트 
이름 
scapi.vmware.c
om

443 TCP VMware 서비스 사용량 데이터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테넌트 서브넷
에서 아웃바운드로, Horizon Agent에서 VMware Cloud Services 

호스트 이름 scapi.vmware.com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입니다.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

에서 
FlexEngin

e 에이전트
(VMware 
Dynamic 
Environm
ent 
Manager

용 에이전
트)

사용자가 데스크톱 
또는 팜 RDSH 

VM에서 실행되는 
FlexEngine 에이
전트로 사용하도록 
설정한 해당 파일 
공유

445 TCP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FlexEngine 에이전트는 SMB 파일 공유에 액세스합니다.

App Volumes 기능에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용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에 명시된 것처
럼 Horizon Cloud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App Volumes 기능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려면 포드의 테넌트 
서브넷에서 TCP 프로토콜 트래픽에 대해 포트 445를 구성해야 합니다. 포트 445는 Microsoft Windows의 
SMB 파일 공유에 액세스하기 위한 표준 SMB 포트입니다. AppStack은 포드 관리자 VM과 동일한 리소스 그룹
에 있는 SMB 파일 공유에 저장됩니다.

중요   Horizon Cloud 포드와 NSX Cloud 버전 3.1.1 이상을 통합하고 App Volumes 할당을 사용하려는 경우 
NSX PCG를 배포한 후, 해당 포드를 사용하여 첫 번째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하기 전에 NSX 방화벽 규칙에
서 포트 테넌트 서브넷에 대해 이 포트 445/TCP를 수동으로 열어야 합니다.

표 6-18. App Volumes의 포트 요구 사항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기본 가져온 VM, 골든 
이미지, 데스크톱 VM, 

팜 RDSH VM의 App 

Volumes 에이전트

포드 관리자의 리소스 그룹에 있는 SMB 파일 공유 445 TCP 포드의 테넌트 서브넷
에서 SMB 파일 공유
에 저장된 App 
Volumes 

AppStack에 액세스
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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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과 통합 -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은 Workspace ONE UEM 제품 라인 내의 제품입니다. 2021년 8월, 

Horizon Cloud 릴리스부터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해당 제품의 사용을 Horizon Cloud 테넌트의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VDI 데스크톱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용 Workspace 

ONE 및 Horizon Cloud용 Workspace ONE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지원 기능을 사용하려면 VDI 데스크톱 VM과 Horizon Cloud 테넌트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Workspace ONE 

Assist 서버 간의 아웃바운드 통신이 필요합니다.

DNS 요구 사항
VDI 데스크톱 VM이 상주할 포드의 테넌트 서브넷에서 Workspace ONE Assist 서버의 DNS 이름을 확인
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용 Workspace ONE 및 Horizon Cloud용 Workspace ONE 

문서는 Workspace ONE Assist 서버의 DNS 이름을 제공합니다.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포트 443, TCP 및 HTTPS를 사용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애플
리케이션이 설치된 VDI 데스크톱 VM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활성 지원 요청에 필요한 경우 임시 Jumpbox 포트 및 프로토콜
VMware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팀이 해당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VMware 관리 장치와의 SSH 통신을 위해 
임시 Jumpbox VM을 배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Jumpbox에는 여기에 설명된 포트 및 프로토콜이 필
요합니다.

지원 관련 Jumpbox 배포에 대한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VMware 지원 팀은 지원 상황에 맞게 모든 통신 요구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이 지원 관련 Jumpbox VM은 다음 대상에 대한 소스로 통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 SSH 및 포트 22를 사용하는 포드 관리자 VM의 포트 22.

n HTTPS를 사용하는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포트 9443.

n 외부 게이트웨이가 자체 VNet에 배포된 배포에서 SSH를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포트 22.

n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이 구성된 배포에서 SSH를 사용하는 Horizon Edge 가상 장치 포트 22.

지원 요청의 특성과 배포에 사용되는 장치에 따라 통신 대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VMware 관리형 장치 또는 장
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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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지원 관련 Jumpbox 포트 및 프로토콜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용도
Jumpbox 
VM

n 포드 관
리자 
VM

n 게이트
웨이 커
넥터 
VM

n Horizo
n Edge 

가상 장
치

22 SSH VMware 지원에서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나열된 장치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이 통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 Jumpbox VM은 관리 서브넷을 통해 대상 장치의 포
트 22로 통신합니다.

Jumpbox 
VM

Unified 
Access 
Gateway 
VM

944
3

HTTPS VMware 지원에서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이 통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 
Jumpbox VM은 관리 서브넷을 통해 통신하여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VM은 동적으로 IP 주소가 할당되기 때문에 다음 네트워크 규칙이 설명된 통신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작업 중에는 항상 지원 관련 Jumpbox 배포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VMware 지원의 지침과 감독을 요청
합니다.

n 소스 및 대상 둘 다로 관리 서브넷 CIDR 사용(대상 포트 22, 소스 포트 임의 및 프로토콜 TCP).

n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사용되는 경우 소스 및 대상 둘 다로 관리 서브넷 CIDR 사용(대상 포트 
9443, 소스 포트 임의 및 프로토콜 TCP).

True SSO와 인증서 관리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Horizon Cloud 포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 VM은 등록 서버와 직접 통신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활성 포드 관리자 VM은 인증서 요청을 등록 서버로 릴레이합니다. 인증서를 가져온 후 
데스크톱 VM의 Horizon Agent는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사용자 대신 인증서 로그온 작업을 수행합
니다.

요청 응답 아키텍처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Horizon Connection Server와 마찬가지
로 Horizon 배포의 포드 관리자 VM에 대해 동일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포드 
관리자 VM은 기본 VM 서브넷(테넌트 서브넷)의 데스크톱 VM, 그리고 VDI 관리자가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
하여 추가했을 수 있는 추가 VM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인증서 클래스는 다양한 구성 요소인 사용자 인증서 및 채널 인증서에 의해 검증이 실시됩니다. True 

SSO는 인증 서버에서 검증한 사용자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경우 
해당 인증 서버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서버입니다. Microsoft 아키텍처는 이 인증서 검증에 사용할 수 
있는 포트 번호를 결정하므로 포트가 Microsoft 아키텍처 자체의 일부이며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자체에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 번호를 이 검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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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True SSO를 사용하는 경우 Horizon Agent는 CSR을 생성하
고 해당 포드 관리자 VM과 해당 Horizon Agent 사이에 이미 있는 통신 채널을 통해 배포의 활성 포드 관리자 
VM으로 전송합니다. 포드 관리자 VM은 보안 SSL 암호화 TCP 채널(포트 32111 또는 등록 서버 설치 시 고객이 
구성한 포트)을 통해 등록 서버에 요청을 릴레이합니다. 등록 서버는 CMC 요청을 생성하고, 포드 관리자가 제공한 
대로 CSR 및 사용자 이름을 추가하고, 등록 에이전트 인증서를 사용하여 CMC에 서명하고, MS-DCOM(RPC)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CA(인증 기관)에 제출합니다.

Horizon Agent는 인증서를 수신하고, 로그온 자격 증명으로 직렬화하고, Windows 로그온 프로세스에 제출합
니다. LSASS Windows 구성 요소는 인증서를 수신하고, 인증서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와 로컬 시스템이 
인증서의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DC(도메인 컨트롤러)로 전송합니다. DC는 사용자 인증서에 
지정된 대로 CRL을 확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풍부한 네트워킹 다이어그램
이러한 구성 요소, 포트 및 프로토콜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풍부한 설명으로 보려면 https://
techzone.vmware.com/resource/vmware-horizon-cloud-service-microsoft-azure-network-ports-

diagrams에서 VMware Digital Workspace Tech Zone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및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의 VM에 대한 기본 네트워크 
보안 그룹 규칙
이 설명서 항목의 목적은 Horizon Cloud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포드를 생성하고, 이후에 
Microsoft Azure 포털에 로그인한 후 해당 포드 배포자가 생성한 항목을 확인한 후에 표시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Microsoft Azure에서 포드를 배포하는 과정 중에 자동화된 배포 프로세스는 NSG(네트워크 보안 그
룹) 집합을 생성한 후 각각을 VMware 제어 포드 관련 VM(가상 시스템)에 있는 특정 개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IC)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포드 관련 VM은 포드 관리자 VM 및 포드가 Unified Access Gateway로 구성될 
때 배포된 VM입니다.

포드 배포자는 포드의 VMware 설계 및 아키텍처에 따라, 적절한 배포자 생성 NSG를 적절한 NIC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NSG는 특정 VMware 관리 장치의 각 NIC가 NIC의 연결된 서브넷을 통해 표준 서비스 및 포드 작업에 대
해 수신되어야 하는 트래픽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신하지 않아야 하는 모든 트래픽을 해당 NIC에서 차단하도
록 장치 수준에서 사용됩니다. 각 NSG에는 각 NIC에 대해 허용되는 트래픽을 정의하는 보안 규칙 집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NSG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생성할 때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기본 VM, 팜 
및 VDI 데스크톱에 사용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러한 NSG의 사용량 정보는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NSG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생성된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

n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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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포드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VDI 데스크톱 정보
경고   여기에 설명된 배포자 생성 NSG 규칙은 서비스의 구성 요구 사항입니다. 자동으로 생성되고 포드 VM의 
NIC에 연결된 Horizon Cloud NSG는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안 됩니다. 이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
다.

n 이러한 NSG 또는 NSG 규칙을 Horizon Cloud에서 사용하는 서브넷으로 복사 또는 이동
n 포드 VM에 연결된 NIC 간에 이러한 NSG 또는 NSG 규칙을 복사 또는 이동.

Horizon Cloud에서 생성되는 NSG와 그 내부의 규칙은 해당 NIC 및 VM이 연결된 특정 NIC 및 VN에만 해당됩
니다. 이러한 NIC가 연결된 동일한 서브넷인 경우에도 이러한 NSG 또는 규칙을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려고 하면 해당 NIC가 연결된 NIC와의 필수 네트워크 트래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으로 인해 모든 
포드 작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SG의 수명 주기는 Horizon Cloud에서 관리되며 각각에 대해 고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n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포드와 통신하는 능력.

n 포드 인프라의 관리
n 포드 수명 주기 작업
이러한 배포자 생성 NSG는 서비스의 구성 요구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려고 시도하면 VMware 

Horizon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준 약정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의 지원되지 않는 사용과 서비스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포드 VM에 대해 Horizon Cloud에서 자동 생성 및 관리하는 포드 리소스 그룹 외부의 리소스 그룹에서 고
유한 조직의 규칙을 포함하는 고유한 NSG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체 NSG의 규칙은 포드 VM의 관리 및 작업에 
대한 Horizon Cloud 요구 사항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NSG는 포드에 사용되는 관리, 테넌트 및 
DMZ 서브넷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관리하는 리소스 그룹에서 고유한 NSG를 생성하면 해당 
리소스 그룹의 NSG가 다른 리소스 그룹에 있는 리소스에 연결된 경우 Horizon Cloud 관리 리소스 그룹에 대한 
삭제 작업 동안 오류가 발생합니다.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의 용도는 보안 규칙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환경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합니다. 각 규칙에는 NSG가 연결된 리소스에 대해 
허용되는 트래픽을 결정하는 소스, 대상, 포트, 프로토콜 등과 같은 속성 집합이 있습니다. Horizon Cloud에서 자
동으로 생성하고 VMware 제어 포드 VM의 NIC에 연결하는 NSG에는 Horizon Cloud가 포드의 서비스 관리, 

예정된 포드 작업의 적절한 실행 및 포드 수명 주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특정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NSG에 정의된 각 규칙은 최종 사용자에게 가상 데스크톱을 제공하는 VDI 사용 사례와 같이 
Horizon Cloud 구독에 대한 서비스의 표준 비즈니스 목적 이행에 속하는 포드 작업의 포트 트래픽을 제공하기 위
한 것입니다.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도 참조하십시오.

아래 섹션에는 Horizon Cloud가 해당 NSG에서 정의하는 NSG 규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NSG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
이 목록은 배포자가 포드 관련 VM의 특정 NIC와 연결하는 모든 배포자 생성 NSG에 적용됩니다.

n 이러한 VMware 생성 NSG는 VMware 제어 소프트웨어 장치의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VMware에서 구독
에 새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추가 규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새 규칙이 이러한 NSG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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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NSG 이름은 패턴 vmw-hcs-podUUID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podUUID는 자
체 VNet에 배포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NSG를 제외하고 포드 식별자입니다. 예외 경우에서 게이트
웨이의 관련 NSG 이름은 패턴 vmw-hcs-ID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ID는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의 배포 ID입니
다.

참고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해당 구독에 미리 생성한 기존 리소스 그룹에 배포하는 옵션을 사용하여 별도
의 구독에 배포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게이트웨이 커넥터의 VM 관리 NIC에 있는 NSG는 vmw-hcs-podUUID 
패턴 대신, 리소스 그룹 이름에 기반한 패턴에 따라 이름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리소스 그룹의 이름을 
hcsgateways로 지정한 경우 해당 리소스 그룹에서 Horizon Cloud는 hcsgateways-mgmt-nsg라는 NSG

를 생성하고 해당 NSG를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관리 NIC에 연결합니다.

관리 콘솔의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로 이동하여 이러한 식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사용자 지정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도록 선택하면 게이트웨
이 커넥터 VM의 배포자 생성 NSG 이름에 vmw-hcs-ID 패턴 대신, 해당 사용자 지정 리소스 그룹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ourhcspodgateway라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면 배포자가 생성한 후 게이트웨이 VM의 NIC와 연결하는 NSG 이름이 
ourhcspodgateway-mgmt-nsg로 지정됩니다.

n NSG는 연결된 VM 및 NIC와 동일한 리소스 그룹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의 VNet에 
배포되며 배포자 생성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NIC와 연결된 
NSG는 이름이 vmw-hcs-podUUID-uag인 리소스 그룹에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대해 
생성된 리소스 그룹 항목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는 새 규칙을 추가하거나 서비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적절하게 이러한 규칙을 수정할 수 있습
니다.

n 포드 업데이트 중에 NSG 및 규칙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n Horizon Edge 가상 장치 NSG 규칙을 제외하고, Horizon Cloud 규칙은 우선 순위 1000에서 시작하고 우
선 순위는 일반적으로 100씩 증가합니다. Horizon Cloud 규칙은 우선 순위 3000에서의 규칙으로 종료됩니
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 NSG 규칙에서, Horizon Cloud 규칙은 우선 순위 100에서 시작하고 우선 순
위는 1씩 증가합니다.

n 소스 IP 주소 168.63.129.16에 대한 AllowAzureInBound 규칙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IP 주소 
168.63.129.16에 설명된 대로 Microsoft Azure 플랫폼에서 수신하는 통신을 수락하는 NSG를 지원합니다. 

모든 포드 관련 VM은 Microsoft Azure의 VM입니다. 해당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에 설명된 대로 
해당 IP 주소 168.63.129.16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플랫폼이 클라우드의 모든 VM에 대해 수행하는 
다양한 VM 관리 작업을 용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 IP 주소는 VM 내에 있는 VM 에이전트가 손쉽게 
Microsoft Azure 플랫폼과 통신하여 VM이 준비 상태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n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NSG에서 PCoIP 트래픽은 4173+ 범위의 가변 포트 번호를 사용하
고 있으므로 트래픽이 특정 포트 집합으로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포트에 대해 AllowPcoipUdpInBound 
규칙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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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crosoft Azure는 NSG 생성 시 각 NSG에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생성되는 모든 NSG

에서 Microsoft Azure는 우선 순위 65000 이상에서 일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러
한 Microsoft Azure 기본 규칙은 Microsoft Azure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이 설명서 항목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 기본 보안 규칙을 참
조하십시오.

n 이러한 NSG에 정의된 각 규칙은 최종 사용자에게 가상 데스크톱을 제공하는 VDI 사용 사례와 같이 Horizon 

Cloud 구독에 대한 서비스의 표준 비즈니스 목적 이행에 속하는 포드 작업의 포트 트래픽을 제공하기 위한 것
입니다.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도 참조하십시오.

n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여러 테넌트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Horizon Cloud 포드 편집 포드 관리자 
VM 및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NIC에 있는 테넌트 서브넷 관련 NSG의 규칙이 해당 추가 테넌트 
서브넷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n VMware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팀이 해당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임시 Jumpbox VM을 배포하는 것
이라고 결정한 경우 이 임시 Jumpbox의 임시 Jumpbox 리소스 그룹에 NSG가 있습니다. 이 NSG는 지원 
팀 작업이 완료되어 Jumpbox의 리소스 그룹이 삭제될 때 삭제됩니다.

포드 관리자 VM의 배포자 생성 NSG

포드 관리자 VM에는 두 개의 NIC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테넌트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포자는 이러한 두 NIC 각각에 대해 특정 NSG를 생성하고 각 NSG를 해당 NIC에 연결합니
다.

n 관리 NIC에는 이름이 vmw-hcs-podUUID-mgmt-nsg 패턴을 따르는 NSG가 있습니다.

n 테넌트 NIC에는 이름이 vmw-hcs-podUUID-tenant-nsg 패턴을 따르는 NSG가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이러한 NSG는 패턴 vmw-hcs-podUUID에 명명된 포드 리소스 그룹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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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포드 관리자 VM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규칙의 용도
인바운드 1000 AllowSshIn

Bound
2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안정적인 상

태 작업 중에 
VMware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지
원 팀이 해당 
요청을 해결
하는 방법이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SSH 통신을 
위해 
Jumpbox 

VM을 배포
하는 것임을 
확인하면 이 
NSG 규칙이 
해당 사용 사
례를 지원합
니다. 긴급 
액세스 전에 
사용자가 사
용 권한을 요
청합니다. 단
기 
Jumpbox 

VM은 VM

의 포트 22

에 대한 
SSH를 사용
하여 포드 관
리자 VM과 
통신합니다. 

일일 포드 작
업의 경우 포
드 관리자 
VM에서 포
트 22를 사
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바운드 1100 AllowAzur
eInBound

임의 임의 168.63.129.
16

임의 허용 VM이 앞에 
나온 일반적
인 사실 섹션
과 
Microsoft 

Azure 설명
서 항목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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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포드 관리자 VM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규칙의 용도
168.63.129.

16이란?에 
설명된 것처
럼 
Microsoft 

Azure 플랫
폼에서 수신
하는 통신을 
수락하도록 
합니다.

인바운드 1200 AllowHttp
sInBound

443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클라우드 제
어부가 포드 
관리자의 
REST API 

끝점과 안전
하게 통신하
도록 합니다.

인바운드 1300 AllowApac
heGeodeIn
Bound

10334-103
36, 
41000-410
02, 
41100-4110
2, 
42000-42
00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이러한 포트
는 포드 관리
자 VM 간에 
사용자 세션 
및 파일 공유 
관련 정보를 
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바운드 1400 AllowTele
grafInBou
nd

917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포드에서 
Horizon 인
프라 모니터
링이 활성화
되면 
Horizon 

Edge 가상 
장치이 수집
하도록 설계
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
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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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0. 포드 관리자 VM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규칙의 용도
인바운드 1500 AllowAge

ntJmsInBo
und

4001, 
400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포드에서 
Horizon 인
프라 모니터
링이 활성화
되면 
Horizon 

Edge 가상 
장치이 수집
하도록 설계
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
집합니다.

인바운드 3000 DenyAllIn
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인바
운드 트래픽
을 이전 행의 
항목으로 제
한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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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포드 관리자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000 AllowHttp

sInBound
80

443

TCP VirtualNet
work

임의 허용 이 규칙은 내
부 최종 사용
자(VPN 등
을 통해 회사 
네트워크에
서)에게 포
드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에 
매핑한 
FQDN에 대
해 클라이언
트 연결을 수
행하도록 지
시할 수 있는 
이례적인 시
나리오를 지
원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직접 포드 연
결이라고도 
합니다. 포드 
관리자에 대
한 로그인 인
증 요청의 경
우, Horizon 

Client 및 
Horizon 웹 
클라이언트
는 포트 443

을 사용합니
다. 클라이언
트에서 
HTTPS 대
신 HTTP를 
입력할 수 있
는 사용자의 
편리한 리디
렉션을 지원
하기 위해 이 
트래픽은 포
트 80에 도
달하고 포트 
443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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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포드 관리자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리디렉션됩
니다.

인바운드 1100 AllowAge
ntHttpsInB
ound

3443

8443

TCP 테넌트 서브
넷

임의 허용 이 NIC에 대
한 인바운드 
포트 3443

은 기본, 데
스크톱 VM 

및 팜 RDSH 

VM의 App 
Volumes 

Agent가 포
드 관리자에
서 실행되는 
App 
Volumes 
Manager 

서비스에 액
세스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NIC에 대
한 인바운드 
포트 8443

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드 관리자
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
다. 게이트웨
이 인스턴스
는 이 끝점을 
사용하여 새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을 
포드 관리자
로 전송하는 
것을 확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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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포드 관리자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110 AllowGate

wayBroke
ringHttpsI
nBound

8443 TCP VirtualNet
work

임의 허용 코드 일관성
과 유지 보수 
용이성을 위
해 포드 배포
자는 항상 이 
규칙을 이 
NSG에 씁니
다.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
가 포드와는 
별개의 자체 
VNet에 배
포된 배포에
서 이 규칙은 
외부 게이트
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서의 인바운
드 트래픽이 
포드 관리자
에서 확인되
도록 지원합
니다. 게이트
웨이 인스턴
스는 이 끝점
을 사용하여 
새 클라이언
트 연결 요청
을 포드 관리
자로 전송하
는 것을 확인
합니다.

인바운드 1120 AllowUag
HttpsInBo
und

8443 TCP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이 규칙은 향
후 서비스 릴
리스에서 사
용할 계획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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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포드 관리자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200 AllowAge

ntJmsInBo
und

4001

4002

TCP 테넌트 서브
넷

임의 허용 기본 VM, 데
스크톱 VM 

및 팜 RDSH 

VM의 
Horizon 

Agent는 이
러한 포트를 
사용합니다.

포트 4001

은 SSL 연결
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서 
지문 확인 및 
교환의 일부
로 VM의 에
이전트에서 
포드와 통신
하는 데 사용
하는 
JMS(Java 
Message 

Service)(비 
SSL)를 위한 
것입니다.

VM과 포드 
관리자 간에 
키를 협상하
고 교환한 후 
에이전트는 
포트 4002

를 사용하여 
보안 SSL 연
결을 생성합
니다.

참고   안정
적인 상태 작
업을 수행하
려면 4001 

및 4002가 
모두 필요합
니다. 경우에 
따라 에이전
트는 포드 키
를 다시 입력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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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포드 관리자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210 AllowRout

erJmsInBo
und

4101 TCP 테넌트 서브
넷

임의 허용 HA(고가용
성)에 대해 
포드를 사용
하도록 설정
하면 이 트래
픽은 포드 관
리자 VM(노
드 1 및 노드 
2) 간의 
JMS 라우팅
입니다.

인바운드 1300 AllowAge
ntUdpInBo
und

5678 UDP 테넌트 서브
넷

임의 허용 매니페스트 
1600 이상
의 포드에서
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
비스의 
2019년 9월 
릴리스부터 
DaaS 

Agent가 포
드 매니페스
트 1600의 
Horizon 

Agent에 통
합되었습니
다. 이전에는 
이 포트 
5678 및 
UDP 프로토
콜이 DaaS 

Agent 사용
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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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포드 관리자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400 AllowAzur

eInBound
임의 임의 168.63.129.

16
임의 허용 VM이 앞에 

나온 일반적
인 사실 섹션
과 
Microsoft 

Azure 설명
서 항목 IP 

주소 
168.63.129.

16이란?에 
설명된 것처
럼 
Microsoft 

Azure 플랫
폼에서 수신
하는 통신을 
수락하도록 
합니다.

인바운드 3000 DenyAllIn
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인바
운드 트래픽
을 이전 행의 
항목으로 제
한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배포자 생성 NSG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한 각 VM에는 3개의 NIC가 있으며, 하나는 관리 서브넷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테넌트 서브넷에 연결되고, 나머지 하나는 DMZ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배포자는 이러한 세 NIC 각각
에 대해 특정 NSG를 생성하고 각 NSG를 해당 NIC에 연결합니다.

n 관리 NIC에는 이름이 vmw-hcs-ID-uag-management-nsg 패턴을 따르는 NSG가 있습니다.

n 테넌트 NIC에는 이름이 vmw-hcs-ID-uag-tenant-nsg 패턴을 따르는 NSG가 있습니다.

n DMZ NIC에는 이름이 vmw-hcs-ID-uag-dmz-nsg 패턴을 따르는 NSG가 있습니다.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이러한 NSG는 vmw-hcs-ID-uag 패턴으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여기서 ID는 외부 게
이트웨이가 포드의 VNet과는 별도로 고유한 VNet에 배포되지 않는 한, 콘솔에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
되는 포드의 Id입니다. 자체 VNet에 배포된 외부 게이트웨이의 경우 ID는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는 배
포 ID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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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2.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000 AllowHttp

sInBound
9443 TCP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서비스에서 

해당 관리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게
이트웨이의 
관리 설정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제품 설명서
에 설명된 대
로 해당 관리 
인터페이스
는 포트 
9443/TCP

에 있습니다.

인바운드 1100 AllowAzur
eInBound

임의 임의 168.63.129.
16

임의 허용 VM이 앞에 
나온 일반적
인 사실 섹션
과 
Microsoft 

Azure 설명
서 항목 IP 

주소 
168.63.129.

16이란?에 
설명된 것처
럼 
Microsoft 

Azure 플랫
폼에서 수신
하는 통신을 
수락하도록 
합니다.

인바운드 1200 AllowSshIn
Bound

2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우 
VMware에
서 VM에 대
해 긴급 액세
스를 수행하
도록 합니다. 

긴급 액세스 
전에 사용자
가 사용 권한
을 요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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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2.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3000 DenyAllIn

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인바
운드 트래픽
을 이전 행의 
항목으로 제
한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아웃바운드 3000 DenyAllOu
t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아웃
바운드 트래
픽을 거부하
기 위해 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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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000 AllowAzur

eInBound
임의 임의 168.63.129.

16
임의 허용 VM이 앞에 

나온 일반적
인 사실 섹션
과 
Microsoft 

Azure 설명
서 항목 IP 

주소 
168.63.129.

16이란?에 
설명된 것처
럼 
Microsoft 

Azure 플랫
폼에서 수신
하는 통신을 
수락하도록 
합니다.

인바운드 1400 AllowPcoi
pUdpInBo
und

임의 UDP 테넌트 서브
넷

임의 허용 이 규칙은 
Unified 
Access 

Gateway에
서 Horizon 

Agent 작업
에 사용하는 
표준 구성을 
지원합니다. 

데스크톱 및 
팜 VM의 
Horizon 

Agent는 
UDP를 사용
하여 PCoIP 

데이터를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다시 전송합
니다.

인바운드 3000 DenyAllIn
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인바
운드 트래픽
을 이전 행의 
항목으로 제
한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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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아웃바운드 1000 AllowHttp

sOutBoun
d

443

8443

TCP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포
드 관리자에 
대한 새 클라
이언트 연결 
요청을 위해 
포드 관리자 
VM과 통신
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아웃바운드 1100 AllowBlast
OutBound

22443 임의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데
스크톱 또는 
팜 VM의 
Horizon 

Agent에 대
해 Horizon 
Client 
Blast 
Extreme 

세션을 사용
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아웃바운드 1200 AllowPcoi
pOutBoun
d

4172 임의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데
스크톱 VM

의 Horizon 

Agent에 대
해 Horizon 
Client 

PCoIP 세션
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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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아웃바운드 1300 AllowUsb

OutBound
32111 TCP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USB 리디렉
션 트래픽의 
사용 사례를 
지원합니다. 

USB 리디렉
션은 데스크
톱 또는 팜 
VM의 에이
전트 옵션입
니다. 해당 
트래픽은 데
스크톱 또는 
팜 VM의 
Horizon 

Agent에 대
한 최종 사용
자 클라이언
트 세션에 포
트 32111을 
사용합니다.

아웃바운드 1400 AllowMmr
OutBound

9427 TCP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MMR(멀티
미디어 리디
렉션) 및 
CDR(클라이
언트 드라이
버 리디렉
션) 트래픽
의 사용 사례
를 지원합니
다. 이러한 
리디렉션은 
데스크톱 또
는 팜 VM의 
에이전트 옵
션입니다. 해
당 트래픽은 
데스크톱 또
는 팜 VM의 
Horizon 

Agent에 대
한 최종 사용
자 클라이언
트 세션에 포
트 9427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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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아웃바운드 1500 AllowAllO

utBound
임의 임의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여러 사용자 

세션을 지원
하는 VM에
서 실행하는 
경우 
Horizon 

Agent는 세
션의 PCoIP 

트래픽에 사
용할 다른 포
트를 선택합
니다. 이러한 
포트는 미리 
확인할 수 없
기 때문에 해
당 트래픽을 
허용하는 특
정 포트를 명
명하는 NSG 

규칙은 미리 
정의할 수 없
습니다. 따라
서 우선 순위 
1200의 규
칙과 유사하
게, 이 규칙
은 이러한 
VM을 사용
하는 다중 
Horizon 
Client 

PCoIP 세션
의 사용 사례
를 지원합니
다.

아웃바운드 3000 DenyAllOu
t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아웃
바운드 트래
픽을 이전 행
의 항목으로 
제한하기 위
해 추가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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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DMZ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000 AllowHttp

sInBound
80

443

TCP 인터넷 임의 허용 이 규칙은 
Horizon 

Client 및 
Horizon 웹 
클라이언트
에서 인바운
드 외부 최종 
사용자 트래
픽을 지원하
여 포드 관리
자에 대한 로
그인 인증 요
청을 요청합
니다. 기본적
으로 
Horizon 

Client 및 
Horizon 웹 
클라이언트
는 이 요청을 
위해 포트 
443을 사용
합니다. 클라
이언트에서 
HTTPS 대
신 HTTP를 
입력할 수 있
는 사용자의 
편리한 리디
렉션을 지원
하기 위해 이 
트래픽은 포
트 80에 도
달하고 포트 
443로 자동 
리디렉션됩
니다.

인바운드 1100 AllowBlast
InBound

443

8443

임의 인터넷 임의 허용 이 규칙은 외
부 최종 사용
자의 
Horizon 

Client에서 
Blast 트래
픽을 수신하
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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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DMZ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200 AllowPcoi

pInBound
4172 임의 인터넷 임의 허용 이 규칙은 외

부 최종 사용
자의 
Horizon 

Client에서 
PCoIP 트래
픽을 수신하
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인바운드 1300 AllowAzur
eInBound

임의 임의 168.63.129.
16

임의 허용 VM이 앞에 
나온 일반적
인 사실 섹션
과 
Microsoft 

Azure 설명
서 항목 IP 

주소 
168.63.129.

16이란?에 
설명된 것처
럼 
Microsoft 

Azure 플랫
폼에서 수신
하는 통신을 
수락하도록 
합니다.

인바운드 3000 DenyAllIn
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인바
운드 트래픽
을 이전 행의 
항목으로 제
한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의 배포자 생성 NSG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한 각 VM에는 2개의 NIC가 있으며, 하나는 관리 서브넷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테넌트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배포자는 이러한 두 NIC 각각에 대해 특정 NSG를 생성하고 각 NSG를 
해당 NIC에 연결합니다.

n 관리 NIC에는 이름이 vmw-hcs-podUUID-uag-management-nsg 패턴을 따르는 NSG가 있습니다.

n 테넌트 NIC에는 이름이 vmw-hcs-podUUID-uag-tenant-nsg 패턴을 따르는 NSG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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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이러한 NSG는 패턴 vmw-hcs-podUUID-uag-internal에 명명된 포드 리소스 그룹
에 있습니다.

표 6-25.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000 AllowHttp

sInBound
9443 TCP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서비스에서 

해당 관리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게
이트웨이의 
관리 설정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제품 설명서
에 설명된 대
로 해당 관리 
인터페이스
는 포트 
9443/TCP

에 있습니다.

인바운드 1100 AllowAzur
eInBound

임의 임의 168.63.129.
16

임의 허용 VM이 앞에 
나온 일반적
인 사실 섹션
과 
Microsoft 

Azure 설명
서 항목 IP 

주소 
168.63.129.

16이란?에 
설명된 것처
럼 
Microsoft 

Azure 플랫
폼에서 수신
하는 통신을 
수락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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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5.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200 AllowSshIn

Bound
2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임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우 
VMware에
서 VM에 대
해 긴급 액세
스를 수행하
도록 합니다. 

긴급 액세스 
전에 사용자
가 사용 권한
을 요청합니
다.

인바운드 3000 DenyAllIn
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인바
운드 트래픽
을 이전 행의 
항목으로 제
한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아웃바운드 3000 DenyAllOu
t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아웃
바운드 트래
픽을 거부하
기 위해 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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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000 AllowAzur

eInBound
임의 임의 168.63.129.

16
임의 허용 VM이 앞에 

나온 일반적
인 사실 섹션
과 
Microsoft 

Azure 설명
서 항목 IP 

주소 
168.63.129.

16이란?에 
설명된 것처
럼 
Microsoft 

Azure 플랫
폼에서 수신
하는 통신을 
수락하도록 
합니다.

인바운드 1100 AllowHttp
sInBound

80

443

TCP VirtualNet
work

임의 허용 이 규칙은 
Horizon 

Client 및 
Horizon 웹 
클라이언트
에서 인바운
드 내부 최종 
사용자 트래
픽을 지원하
여 포드 관리
자에 대한 로
그인 인증 요
청을 요청합
니다. 기본적
으로 
Horizon 

Client 및 
Horizon 웹 
클라이언트
는 이 요청을 
위해 포트 
443을 사용
합니다. 클라
이언트에서 
HTTPS 대
신 HTTP를 
입력할 수 있
는 사용자의 
편리한 리디
렉션을 지원
하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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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트래픽은 포
트 80에 도
달하고 포트 
443로 자동 
리디렉션됩
니다.

인바운드 1200 AllowBlast
InBound

443

8443

임의 VirtualNet
work

임의 허용 이 규칙은 내
부 최종 사용
자의 
Horizon 

Client에서 
Blast 트래
픽을 수신하
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인바운드 1300 AllowPcoi
pInBound

4172 임의 VirtualNet
work

임의 허용 이 규칙은 내
부 최종 사용
자의 
Horizon 

Client에서 
PCoIP 트래
픽을 수신하
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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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400 AllowPcoi

pUdpInBo
und

임의 UDP 테넌트 서브
넷

임의 허용 이 규칙은 
Unified 
Access 

Gateway에
서 Horizon 

Agent 작업
에 사용하는 
표준 구성을 
지원합니다. 

데스크톱 및 
팜 VM의 
Horizon 

Agent는 
UDP를 사용
하여 PCoIP 

데이터를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다시 전송합
니다.

인바운드 3000 DenyAllIn
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인바
운드 트래픽
을 이전 행의 
항목으로 제
한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아웃바운드 1000 AllowHttp
sOutBoun
d

443

8443

TCP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포
드에 대한 새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을 
위해 포드 관
리자 VM과 
통신하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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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아웃바운드 1100 AllowBlast

OutBound
22443 임의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데

스크톱 또는 
팜 VM의 
Horizon 

Agent에 대
해 Horizon 
Client 
Blast 
Extreme 

세션을 사용
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아웃바운드 1200 AllowPcoi
pOutBoun
d

4172 임의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데
스크톱 VM

의 Horizon 

Agent에 대
해 Horizon 
Client 

PCoIP 세션
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원
합니다.

아웃바운드 1300 AllowUsb
OutBound

32111 TCP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USB 리디렉
션 트래픽의 
사용 사례를 
지원합니다. 

USB 리디렉
션은 데스크
톱 또는 팜 
VM의 에이
전트 옵션입
니다. 해당 
트래픽은 데
스크톱 또는 
팜 VM의 
Horizon 

Agent에 대
한 최종 사용
자 클라이언
트 세션에 포
트 32111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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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아웃바운드 1400 AllowMmr

OutBound
9427 TCP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이 규칙은 

MMR(멀티
미디어 리디
렉션) 및 
CDR(클라이
언트 드라이
버 리디렉
션) 트래픽
의 사용 사례
를 지원합니
다. 이러한 
리디렉션은 
데스크톱 또
는 팜 VM의 
에이전트 옵
션입니다. 해
당 트래픽은 
데스크톱 또
는 팜 VM의 
Horizon 

Agent에 대
한 최종 사용
자 클라이언
트 세션에 포
트 9427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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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VM 테넌트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아웃바운드 1500 AllowAllO

utBound
임의 임의 임의 테넌트 서브

넷
허용 여러 사용자 

세션을 지원
하는 VM에
서 실행하는 
경우 
Horizon 

Agent는 세
션의 PCoIP 

트래픽에 사
용할 다른 포
트를 선택합
니다. 이러한 
포트는 미리 
확인할 수 없
기 때문에 해
당 트래픽을 
허용하는 특
정 포트를 명
명하는 NSG 

규칙은 미리 
정의할 수 없
습니다. 따라
서 우선 순위 
1200의 규
칙과 유사하
게, 이 규칙
은 이러한 
VM을 사용
하는 다중 
Horizon 
Client 

PCoIP 세션
의 사용 사례
를 지원합니
다.

아웃바운드 3000 DenyAllOu
t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아웃
바운드 트래
픽을 이전 행
의 항목으로 
제한하기 위
해 추가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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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게이트웨이가 자체 VNet에 배포될 때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배포자 생성 NSG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에는 단일 NIC가 있습니다. 이 NIC는 외부 게이트웨이의 VNet 관리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배포자는 단일 NSG를 생성하고 해당 NIC에 해당 NSG를 특별히 연결합니다.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 커넥터의 관
리 NIC에 대한 배포자 생성 NSG에는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배포자 생성 NSG와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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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7. 외부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관리 NIC에 대한 배포자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000 AllowSshIn

Bound
2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안정적인 상

태 작업 중에 
VMware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지
원 팀이 해당 
요청을 해결
하는 방법이 
게이트웨이 
커넥터 VM

에 대한 
SSH 통신을 
위해 
Jumpbox 

VM을 배포
하는 것임을 
확인하면 이 
NSG 규칙이 
해당 사용 사
례를 지원합
니다. 긴급 
액세스 전에 
사용자가 사
용 권한을 요
청합니다. 단
기 
Jumpbox 

VM은 VM

의 포트 22

에 대한 
SSH를 사용
하여 게이트
웨이 커넥터 
VM과 통신
합니다. 일일 
포드 작업의 
경우 게이트
웨이 커넥터 
VM에서 포
트 22를 사
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바운드 1100 AllowAzur
eInBound

임의 임의 168.63.129.
16

임의 허용 VM이 앞에 
나온 일반적
인 사실 섹션
과 
Microsoft 

Azur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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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7. 외부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관리 NIC에 대한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서 항목 IP 

주소 
168.63.129.

16이란?에 
설명된 것처
럼 
Microsoft 

Azure 플랫
폼에서 수신
하는 통신을 
수락하도록 
합니다.

인바운드 1200 AllowHttp
sInBound

443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클라우드 제
어부가 게이
트웨이 커넥
터의 REST 

API 끝점과 
안전하게 통
신하도록 합
니다.

인바운드 1300 AllowApac
heGeodeIn
Bound

10334-103
36, 
41000-410
02, 
41100-4110
2, 
42000-42
00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이러한 포트
는 포드 관리
자 VM 및 
게이트웨이 
커넥터 VM 

전체에서 사
용자 세션 및 
파일 공유 관
련 정보를 복
제하는 데 사
용됩니다.

인바운드 1400 AllowTele
grafInBou
nd

917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포드에서 
Horizon 인
프라 모니터
링이 활성화
되면 
Horizon 

Edge 가상 
장치이 수집
하도록 설계
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
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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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7. 외부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의 관리 NIC에 대한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500 AllowAge

ntJmsInBo
und

4001, 
400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포드에서 
Horizon 인
프라 모니터
링이 활성화
되면 
Horizon 

Edge 가상 
장치이 수집
하도록 설계
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
집합니다.

인바운드 3000 DenyAllIn
Bound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이 
NIC의 인바
운드 트래픽
을 이전 행의 
항목으로 제
한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임시 Jumpbox VM의 배포자 생성 NSG

VMware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팀이 해당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임시 Jumpbox VM을 배포하는 것이라
고 결정한 경우 이 임시 Jumpbox의 임시 Jumpbox 리소스 그룹에 NSG가 있습니다. 이 NSG는 지원 팀 작업이 
완료되어 Jumpbox의 리소스 그룹이 삭제될 때 삭제됩니다. 긴급 액세스 전에 사용자가 사용 권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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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임시 Jumpbox VM 관리 NIC의 서비스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인바운드 100 AllowSSHI

nBound
22 임의 관리 서브넷 관리 서브넷 허용 서비스 요청

에 대한 
VMware 지
원 팀의 조사
와 관련된 
VMware 관
리 장치에 대
한 SSH 통
신. 단기 
Jumpbox 

VM은 SSH 

및 포트 22

를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참고   클라
우드 제어부
에서 포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손실
한 경우 지원 
팀은 공용 IP

를 사용하여 
긴급 
Jumpbox

를 배포하여 
포드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서는 이 규칙
을 소스=임
의 및 대상=

임의로 지정
해야 합니다.

아웃바운드 100 AllowSSH
Outbound

22 TCP 관리 서브넷 관리 서브넷 허용 Jumpbox 

VM이 설계
된 기능을 수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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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임시 Jumpbox VM 관리 NIC의 서비스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아웃바운드 101 AllowHttp

sOutboun
d

443 TCP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Jumpbox 

VM에서 
Microsoft 
Azure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와 같은 외부
의 특정 소프
트웨어 구성 
요소를 다운
로드하고 설
계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웃바운드 102 AllowHttp
Outbound

80 TCP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Jumpbox 

VM에서 
Ubuntu 소
프트웨어 업
데이트와 같
은 외부의 특
정 소프트웨
어 구성 요소
를 다운로드
하고 설계된 
기능을 수행
합니다.

아웃바운드 103 AllowUag
Outbound

9443 TCP 관리 서브넷 관리 서브넷 허용 Jumpbox 

VM이 게이
트웨이의 관
리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
여 게이트웨
이 관리 설정
과 관련하여 
설계된 기능
을 수행합니
다.

아웃바운드 104 AllowDns
Outbound

53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Jumpbox 

VM이 DNS 

서비스에 연
결할 수 있도
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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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임시 Jumpbox VM 관리 NIC의 서비스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용도
아웃바운드 105 AllowHttp

ProxyOutb
ound

임의 TCP 임의 임의 허용 포드 배포가 
프록시 포트
가 80이 아
닌 프록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임시 
Jumpbox 

배포자가 이 
NSG에서 이 
규칙을 생성
합니다. 이 
규칙은 이러
한 프록시 환
경에서 임시 
Jumpbox

를 지원합니
다.

포드 배포의 
구성에 프록
시가 지정되
지 않았거나 
프록시 포트 
80으로 지
정된 프록시
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이 이 
NSG에 나타
나지 않습니
다.

아웃바운드 1000 DenyAllOu
tBound

임의 TCP 임의 임의 거부 TCP를 사용
하여 이 NIC

의 아웃바운
드 트래픽을 
이전 행의 항
목으로 제한
합니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 배포 생성 NSG

Horizon Edge 가상 장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
성화할 때 배포됩니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 있는 단일 NIC는 포드 관리자 VM에 연결된 동일한 관리 서브
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포자는 vmw-hcs-podUUID-edge-nsg 패턴으로 이름이 지정된 특정 NSG를 생성하고 
해당 NSG를 NIC에 연결합니다.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이러한 NSG는 패턴 vmw-hcs-podUUID-edge에 명명된 포드 리소스 그룹에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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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Horizon Edge 가상 장치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규칙의 용도
인바운드 100 AllowSSHI

nbound
22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안정적인 상

태 작업 중에 
VMware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지
원 팀이 해당 
요청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장치에 대한 
SSH 통신을 
위해 
Jumpbox 

VM을 배포
하는 것임을 
확인하면 이 
NSG 규칙이 
해당 사용 사
례를 지원합
니다. 긴급 
액세스 전에 
사용자가 사
용 권한을 요
청합니다. 단
기 
Jumpbox 

VM은 VM

의 포트 22

에 대한 
SSH를 사용
하여 장치와 
통신합니다. 

일일 포드 작
업의 경우 장
치에서 포트 
22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
니다.

아웃바운드 101 AllowHttp
sOutboun
d

443 TCP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장치에서 
Microsoft 
Azure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와 같은 외부
의 특정 소프
트웨어 구성 
요소를 다운
로드할 수 있
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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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Horizon Edge 가상 장치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규칙의 용도
장치는 이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
집하도록 설
계된 모니터
링 데이터 수
집을 위해 다
른 서비스 배
포 VM을 구
성하는 설계
된 기능을 수
행합니다.

아웃바운드 102 AllowHttp
Outbound

80 TCP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장치에서 해
당 Linux 기
반 운영 체제
에 대한 
Ubuntu 소
프트웨어 업
데이트와 같
은 외부의 특
정 소프트웨
어 구성 요소
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웃바운드 103 AllowUag
Outbound

9443 TCP 관리 서브넷 관리 서브넷 허용 이 규칙은 
Horizon 인
프라 모니터
링 기능의 향
후 서비스 업
데이트에서 
사용할 계획
입니다.

아웃바운드 104 AllowDns
Outbound

53 임의 관리 서브넷 임의 허용 DNS 서비스
에 연결하는 
데 필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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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Horizon Edge 가상 장치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규칙의 용도
아웃바운드 105 AllowHttp

ProxyOutb
ound

임의 TCP 임의 임의 허용 연결된 포드 
배포가 프록
시 포트가 
80이 아닌 
프록시를 사
용하도록 구
성된 경우 배
포자는 이 
NSG에서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 대해 
이 규칙을 생
성합니다.

연결된 포드 
배포의 구성
에 프록시가 
지정되지 않
았거나 프록
시 포트 80

으로 지정된 
프록시가 있
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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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Horizon Edge 가상 장치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규칙의 용도
규칙이 이 
NSG에 나타
나지 않습니
다.

주의   배포
자가 설계에 
따라 이 규칙
을 추가하더
라도 
Horizon 

Cloud 환경
의 Horizon 

인프라 모니
터링 및 포드
에 설명된 대
로 해당 기능
과 함께 프록
시를 사용하
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
습니다. 

Horizon 인
프라 모니터
링 및 
Horizon 

Edge 가상 
장치와 함께 
프록시를 사
용하는 시나
리오는 공식
적으로 검증
되지 않았습
니다.

아웃바운드 106 AllowTele
grafOutBo
und

9172 임의 관리 서브넷 관리 서브넷 허용 장치에서 수
집하도록 설
계된 포드 관
리자 VM에
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
집하는 데 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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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Horizon Edge 가상 장치 관리 NIC의 배포자 생성 NSG 규칙 (계속)

방향 우선 순위 이름 포트 프로토콜 소스 대상 조치 규칙의 용도
아웃바운드 107 AllowJms

BrokerOut
bound

4002 임의 관리 서브넷 관리 서브넷 허용 장치에서 수
집하도록 설
계된 포드 관
리자 VM에
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
집하는 데 필
요합니다.

아웃바운드 1000 DenyAllOu
tBound

임의 TCP 임의 임의 거부 배포자가 
TCP를 사용
하여 이 NIC

의 아웃바운
드 트래픽을 
이전 행의 항
목으로 제한
하기 위해 추
가합니다.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대해 생성된 리소스 그룹
Microsoft Azure 용량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포드를 배포하는 프로세스의 일부로 Microsoft Azure 구독
에 리소스 그룹 집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항목에서는 해당 리소스 그룹과 해당 용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환경에 로그인할 때 이러한 리소스 그룹을 볼 수 있습니
다.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를 자체 구독에 배포하는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를 지원하는 리소스 그룹이 해당 구독에 
생성됩니다.

다음 섹션의 표에서 podID는 포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냅니다. 장 3 지원되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 유형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에서 Horizon Cloud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표시되는 포드 식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poolID는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냅니다. 배포 ID는 포드의 VNet과
는 별도로 자체 VNet을 사용하여 배포될 때 외부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고유 식별자를 나타냅니다.

VM이 포함된 리소스 그룹에는 VM의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유사한 아티팩트 
등, 해당 VM과 연결된 리소스도 포함됩니다.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하고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하여 
포함된 아티팩트를 확인합니다. 포드 VM의 NIC에 대해 포드 배포자가 생성하는 NSG의 기본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의 VM에 대한 기본 네트워크 보안 그룹 규칙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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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리소스 그룹은 포드를 기준으로 하지만, 동일한 Microsoft Azure 구독을 사용하여 배포된 모든 포드에서 사
용되는 리소스를 포함하도록 Microsoft Azure 구독에 생성되는 리소스 그룹도 있습니다. 이러한 포드 간 리소스 
그룹은 첫 번째 포드가 해당 구독을 사용하여 배포될 때 생성됩니다.

참고  
n 2020년 3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Horizon Cloud 배포자는 자동으로 생성한 구성이 아닌,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자가 생성한 외부 리소스 그룹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해당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에서 리소스 그룹의 이름은 사용자와 조직이 제어하며, 여기에 설명된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n 2020년 10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Horizon Cloud 배포자는 포드 배포 및 게이트웨이 배포 프로세스 중에 배
포자가 생성하는 리소스 그룹에 사용자 지정 Azure 리소스 태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새 포드를 배포하는 워크플로를 실행하거나 포드를 편집하여 새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하는 워크플로를 실행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2020년 11월부터 테넌트 레코드가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구
성된 경우, 포드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시스템은 해당 포드 구독에 있는 자체 리소스 그룹에 Horizon 

Edge 가상 장치를 배포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생성된 포드 기준 리소스 그룹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사용자 지정 Azure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면 배포자는 포드 배포 프로세스 동안 지정된 태그
를 다음 리소스 그룹에 적용합니다.

n vmw-hcs-podID

n vmw-hcs-podID-base-vms

게이트웨이 구성을 배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배포자가 포드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Azure 리소스 태그를 적용하
도록 하거나 다른 사용자 지정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배포자는 두 유형의 게
이트웨이 모두에 대해 동일한 사용자 지정 리소스 태그 집합을 리소스 그룹에 적용합니다.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사용자 지정 Azure 리소스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팜 또는 할당 생
성 마법사에 지정된 Azure 리소스 태그는 생성 시 해당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리소스 그룹에 적용됩
니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가 배포되면 배포자는 포드 사용자 지정 Azure 리소스 태그를 vmw-hcs-podID-edge 
리소스 그룹에 적용합니다.

리소스 그룹 용도
vmw-hcs-podID 포드 관리자 VM 및 관련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vmw-hcs-podID-uag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있을 때 생성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VM 및 관련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vmw-hcs-podID-uag-internal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있을 때 생성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VM 및 관련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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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그룹 용도
vmw-hcs-podID-base-vms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

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를 실행하여 또는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
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 만든 기본 이미지 VM과 
해당 VM의 연결된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이미지 VM이 Horizon Cloud에 게
시되면(이미지 봉인이라고도 함) VM은 연결된 리소스와 함께 이 리소스 그룹에 
계속 상주합니다.

vmw-hcs-podID-poolID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의 VM과 해당 VM의 연결된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이 생성될 때마다 이 리소스 그룹이 생성됩니다. 포
드의 모든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이 이러한 리소스 그룹 중 하나입니다.

vmw-hcs-podID-recovery 참고   서버 릴리스 v2111부터 이 리소스 그룹의 사용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
다. 해당 시점부터 시작되는 새 배포의 경우 포드 배포자가 더 이상 Microsoft 

Azure 구독에 이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릴리스 v2201 이전에는 포드 배포자가 이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여 
Horizon Cloud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백업 및 
복원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관련 및 스냅샷 관련 아티팩트를 포함했습니다.

복원 프로세스가 개선되어 이 리소스 그룹에 대한 종속성이 제거되었습니다. 매
니페스트 3139.x 이전의 매니페스트에 있는 기존 배포의 경우 매니페스트 
3139.x 이상에 대한 블루-그린 업데이트를 위해 배포가 예약되면 서비스가 기존 
vmw-hcs-podID-recovery 리소스 그룹을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vmw-hcs-podID-edge Horizon Edge 가상 장치 및 관련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vmw-hcs-podID-jumpbox 이 리소스 그룹은 VMware에 대한 지원 요청을 수행하고 지원 팀이 해당 요청
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VMware 관리 장치와의 통신을 위해 임시 Jumpbox 

VM을 배포하는 것임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Jumpbox 배포에 대한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지원 팀이 해당 작업을 완료하
면 이 리소스 그룹 및 관련 리소스가 삭제되었습니다.

자체 VNet에 배포되는 외부 게이트웨이와 관련해서 Horizon Cloud에서 생성한 리소스 그룹
게이트웨이 구성을 배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배포자가 포드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Azure 리소스 태그를 적용하
도록 하거나 다른 사용자 지정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외부 게이트웨이가 
자체 VNet에 배포되고 Azure 리소스 태그가 배포 마법사에 지정된 경우 배포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n 포드 자체에 대해 지정된 사용자 지정 Azure 리소스 태그를 vmw-hcs-Deployment-ID 리소스 그룹에 적용
합니다.

n 포드 자체에 대해 지정된 리소스 태그나, 게이트웨이에 대해 지정된 다른 리소스 태그를 vmw-hcs-
Deployment-ID-nnnnnnnn-nnnn-uag 리소스 그룹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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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그룹 용도
vmw-hcs-Deployment-ID 게이트웨이 커넥터 VM 및 관련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이 

게이트웨이 커넥터 VM은 자체 VNet의 이 외부 게이트
웨이 구성에 있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를 자체 피어링된 VNet의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연결
하는 데 사용됩니다.

vmw-hcs-Deployment-ID-nnnnnnnn-nnnn-
uag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있을 때 
생성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VM 및 관련 리
소스를 포함합니다. nnnnnnnn-nnnn 값은 Horizon 

Cloud 제어부의 게이트웨이 집합 ID로 알려진 값에 해당
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vmw-hcs-Deployment-ID-jumpbox 이 리소스 그룹은 VMware에 대한 지원 요청을 수행하
고 지원 팀이 해당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VMware 

관리 장치와의 통신을 위해 임시 Jumpbox VM을 배포
하는 것임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생성되었습
니다. 이러한 Jumpbox 배포에 대한 사용 권한이 필요합
니다. 지원 팀이 해당 작업을 완료하면 이 리소스 그룹 및 
관련 리소스가 삭제되었습니다.

Horizon Cloud에서 생성된 포드 간 리소스 그룹
이러한 포드 간 리소스 그룹은 첫 번째 포드가 해당 구독을 사용하여 배포될 때 생성됩니다. 첫 번째 포드를 구독에 
배포할 때 배포 마법사에서 사용자 지정 Azure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면 배포자가 생성할 때 포드 배포자는 해당 
리소스 그룹에 동일한 사용자 지정 태그를 적용합니다.

리소스 그룹 용도
vmw-hcs-images-region 참고   2022년 2월 서비스 릴리스 v2201부터 이 리소스 그룹의 사용은 더 이상 지원되

지 않습니다. 해당 시점부터 시작되는 새 배포의 경우 포드 배포자가 더 이상 Microsoft 

Azure 구독에 이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릴리스 v2201 이전에는 포드 배포자가 해당 지역에서 포드 배포가 처음 수행될 
때 이 지역별 리소스 그룹을 생성했습니다. 이 릴리스 이전에 배포된 포드의 경우 이 리
소스 그룹에는 특정 Microsoft Azure 지역(region)에 배포된 포드의 포드 VM을 구성
하는 데 사용되는 Horizon Cloud 미리 구성된 VHD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mw-hcs-diagnostics 참고   2022년 1월 중순부터 이 리소스 그룹의 사용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점부터 시작되는 새 포드 배포의 경우 포드 배포자가 더 이상 Microsoft Azure 구독
에 이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중순 이전에는 첫 번째 포드 배포가 해당 구독에서 수행될 때 포드 배포자
가 구독에 이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2022년 1월 중순 이전에 배포된 포드의 경우 
이 리소스 그룹은 구독 포드를 위한 포드 배포 로그 파일이 포함된 Horizon Cloud 진
단 스토리지 계정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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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프로세스 이해 7
이 항목에서는 Horizon Cloud 테넌트에 대한 브로커 전환 프로세스와 이러한 전환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
을 소개합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와 Universal Broker 환경 간의 차이점과 브로커 전환 이전, 도중 및 이후에 예
상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브로커 전환 프로세스란?

브로커 전환을 완료하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이 단일 포드 브로커 사용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
여 최종 사용자 할당에서 리소스를 브로커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테넌트 전체 브로커로서, 

Universal Broker는 사용자의 연결 요청을 관리하고 요청된 할당에서 사용 가능한 최상의 리소스로 라우팅합니
다.

브로커 전환 프로세스는 최종 사용자 할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n VDI 데스크톱 할당은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으로 변환됩니다. 다중 클라
우드 할당에는 여러 포드의 VDI 데스크톱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n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애플
리케이션 할당에는 단일 포드의 리소스만 포함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러한 할당은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
로커링됩니다.

전환 기능은 현재 환경에서 단일 포드 브로커를 사용하며 Horizon Cloud - Universal Broker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에 설명된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VMware의 최신 클라우드 기반 브로커링 기술인 Universal Broker 사용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이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포드의 VDI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할당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할 경우 VDI 할당의 모든 데스크톱이 동일한 포드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데스크
톱 브로커링은 포드별로 수행됩니다.

VMware, Inc. 673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는 경우 다중 클라우드 할당으로도 알려진 여러 포드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할당에 액세스하고 해당 할당에 포함된 포드에서 데스크톱을 수신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 5 VMware Horizon Service Universal Broker 소개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이전과 같은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러한 할당의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이 포드별 브로커링 대신,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된다는 것
입니다.

모든 원격 리소스에 대한 단일 연결 FQDN

단일 포드 브로커링를 사용할 경우 최종 사용자는 각 포드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에 개별적으로 연
결하여 해당 포드의 할당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브로커링이 포드별로 수행됩니다.

Universal Broker를 사용할 경우 Universal Broker 구성 설정에 정의한 단일 FQDN에 연결하여 모든 할당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일 FQDN을 통해 사용자는 환경의 모든 사이트에서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VMware SDDC 기반 플랫폼의 Horizon 포드를 포함하는 모든 참여 포드의 할당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포드 간의 내부 네트워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

단일
FQDN

모든
할당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역 포드 연결 및 인식
Universal Broker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하는 모든 포드와 직접 연결을 유지하고 각 포드의 가용성 상
태를 계속 인식합니다. 따라서 Universal Broker는 최종 사용자의 연결 요청을 관리하고 이러한 포드에서 직
접 가상 리소스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성능 및 지연 시간 문제를 줄일 수 있는 GSLB(전역 서버 로드 밸런
싱) 또는 포드 간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브로커링
Universal Broker는 지리적 사이트 및 포드 토폴로지의 인식을 기준으로 최단 네트워크 경로를 따라 할당에
서 최종 사용자로 리소스를 브로커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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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Universal Broker 릴리스에는 몇 가지 기능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Universal Broker에서 지원
하지 않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 Universal Broker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할 때까지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여 
테넌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Universal Broker 제한 사항의 목록은 Universal Broker - 기능 
고려 사항 및 알려진 제한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브로커 전환 동안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전환 워크플로는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전환 수행에 대한 자세한 단계별 지침은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스케줄링 및 완료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전환 전과 전환 중에 발생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입니다.

1 워크플로를 시작하려면 먼저 전환이 실행되는 날짜와 시간을 스케줄링해야 합니다. 이 스케줄링 작업에 따라 
전환 중에 Universal Broker 서비스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구성 옵션을 정의합니다.

2 스케줄링한 시작 시간이 되기 적어도 15분 전에 콘솔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유지하려는 변경 내
용을 저장합니다. 모든 구성 마법사 및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또한 Microsoft Azure의 모든 포드가 온라인 
상태이고 정상적인 준비 완료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3 전환이 시작될 때 콘솔에서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전환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n 콘솔의 편집 컨트롤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콘솔에 전환 중이라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n Microsoft Azure의 모든 포드는 이름이 Default-Site인 사이트에 추가됩니다.

n VDI 데스크톱 할당은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으로 변환됩니다. 기본 
할당 설정에서 연결 선호도는 가장 가까운 사이트로 설정되고, 범위는 사이트 내로 설정됩니다.

n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환 후 이러한 할당의 리
소스가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됩니다.

n 모든 할당은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이 시간 동안 모든 활성 사용자 세션은 계속 
열려 있으며 완전히 작동합니다.

참고   전환의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10분 정도 걸리지만 테넌트 환경에 많은 수의 할당이 포함된 경우 최대 1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환의 이 단계가 완료되면 콘솔에서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전환의 두 번째 단계 동안 Universal Broker 서비스가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완전히 사용하도록 설정됩
니다. 할당 생성 및 편집을 제외하고 콘솔의 모든 편집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환의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최대 3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스템 및 네트워크 상태와 환경의 전체 
할당 수 및 전용 사용자-데스크톱 매핑에 따라 이 단계를 완료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전환 단계가 완료되면 설정 > 브로커 페이지에 녹색 점을 포함하는 사용 상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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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체 브로커 전환이 완료된 것입니다.

브로커 전환 후 예상되는 결과
브로커 전환 후 테넌트 환경에 대한 변경 내용의 자세한 목록을 보려면 Universal Broker로 전환한 후 테넌트 환
경의 새로워진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전환을 완료한 후 Universal Broker 환경이 제공하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은 다음에 수행할 작
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세부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n 사이트 및 다중 클라우드 VDI 할당 설정을 수정하여 Universal Broker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예를 들
어 기존 할당에 더 많은 포드를 추가하거나 사이트 설정을 조정하여 Universal Broker에서 사용자에게 리소
스를 할당하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할당 생성 
및 관리 및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사이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테넌트와 Workspace ONE Access 간에 기존 통합이 형성된 경우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해당 통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
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VMware Workspace ONE Access 제품 팀에서 확인한 대로 Universal Broker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되면 해당 구성에서 VMware Workspace ONE Access 제품의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Universal Broker가 이전 스타일의 포드별 브
로커링보다 최신의 브로커링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즉 Universal Broker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하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레거시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이 사용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Universal Broker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가상 애플리케이
션 수집 개념이 전혀 없으므로 Universal Broker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구성을 사용하
는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해 Universal Broker가 구성되어 있고 해당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를 사용하려
는 경우 콘솔의 정리 작업의 일부로 통합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배포에 있을 수 있는 기존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작업을 완료하면 통합된 Universal Broker,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의 최신 기능을 사용하여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Horizon Cloud - Universal Broker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
n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스케줄링 및 완료
n Universal Broker로 전환한 후 테넌트 환경의 새로워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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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 Universal Broker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
이 문서에서는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테넌트 전환을 스케줄링하고 완
료하기 전에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Universal Broker에 
대한 새 연결 FQDN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준비 단계도 안내합니다.

전환 프로세스와 전환 후에 Universal Broker에서 브로커링하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의 지속되는 작업을 지원하
려면 테넌트 환경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Universal Broker를 이미 사용하는 Horizon 포드와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
는 Horizon Cloud 포드가 혼합되어 있다면, 이미 구성된 Universal Broker 설정의 2단계 인증 설정을 Horizon 

Cloud 포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특별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n Horizon Cloud 포드가 최소 포드 매니페스트에 대한 조건과 테넌트 환경에서 RSA SecurID 옵션을 사용하
도록 설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포드는 RADIUS 인증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가 외부 게이트웨이에 RSA SecurID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룹
의 모든 포드(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포드)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고 하면 각 포드에 
RADIUS 2단계 인증이 구성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있어야 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포드가 테넌트에 한 개 이상 있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가 Microsoft Azure에서 실행
되는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n 전체 테넌트의 Horizon Cloud 포드가 포드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용 사
례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n Horizon Cloud 테넌트와 Workspace ONE Access 사이에 기존 통합이 있는 경우 모든 포드가 매니
페스트 2474.0 이상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브로커 전환을 완료한 후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에 설명
된 것처럼 Universal Broker를 사용할 수 있게 통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n 브로커 전환 후 작업 취소 기능 또는 삭제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든 Horizon Cloud 포드가 매니페스
트 2474.0 이상에서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포드가 매니페스트 2474.0 이전 버전에서 
실행되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요   모든 Horizon Cloud 포드가 온라인이며 정상적인 준비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 서
비스는 해당 포드와 통신하고 포드에 대한 몇 가지 구성 단계를 수행하여 전환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환을 스케줄링할 수 없습니다. 전환을 스케줄링하지
만 나중에 전환이 진행되는 동안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Universal 

Broker 설치는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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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환과 동시에 실행되되도록 스케줄링되는 포드 업그레이드는 없습니다.

n 포드의 위치는 포드 구성 마법사의 메뉴 옵션에서 유효한 위치를 선택하여 구성합니다. 포드 위치를 텍스트 필
드에 수동으로 입력하여 구성한 경우 전환이 실패합니다.

참고   수동으로 입력한 위치와 관련된 이 문제는 2019년 3월(서비스 릴리스 1.9) 이전에 처음 배포된 포드에
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3월 릴리스부터는 메뉴에 따라 시스템의 세계 도시 이름 데이터베이스
에 있는 값에서 위치가 선택됩니다.

포드의 구성된 위치로 인해 전환이 실패하는 이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콘솔의 [용량] 페이지로 
이동하여 각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위치] 열의 값을 검토합니다. [위치] 열의 값이 수동으로 입력한 이
름인 것 같으면 포드에서 편집 작업을 사용하고 포드 세부 정보 단계로 이동한 후 위치 필드를 클릭하여 해당 
값을 시스템의 도시 이름 값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n 전환 워크플로 중에 테넌트에 포드 그룹 내 Horizon 포드의 Universal Broker 설정이 아직 없는 경우 콘솔
에서 Universal Broker 설정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Universal Broker 설정에서 2단계 인증 설정을 
구성하려는 경우 각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어야 하며 해당 인스턴스는 적절
한 2단계 인증 유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배경 정보는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요구 사항은 Horizon Cloud 포드가 외부 게이트웨이에 RSA SecurID 유형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n Horizon Cloud 포드가 테넌트 환경에서 최소 포드 매니페스트에 대한 조건 및 RSA SecurID 옵션을 사
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포드에서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
스턴스가 동일한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관리됨] 상태에 있는 모든 테넌트 
Horizon 포드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인증 유형(모두 RADIUS를 사용하거나 모두 RSA 

SecurID 사용)이 사용됩니다.

n Horizon Cloud 포드가 외부 게이트웨이에 RSA SecurID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그
룹의 모든 포드(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포드)에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동일한 
RADIUS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모든 포드의 모든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구성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리됨] 상태에 있는 모든 테넌트 Horizon 포드가 포함됩니다.

참고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만 포함된 경우 Universal Broker는 [브로커] 페이지의 
네트워크 범위 탭에 정의된 네트워킹 정책을 재지정하고 모든 사용자를 해당 IP 주소와 관계없이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라우팅합니다.

Universal Broker를 지원하기 위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다음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n 각 포드가 지역 Universal Broker 인스턴스에 대한 필수 DNS 이름을 확인 및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DNS 요구 사항에서 "포드 배포 및 작업 DNS 요구 사항"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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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각 포드는 2019년 9월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이상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드 및 프로토콜 요구 사
항의 "Universal Broker에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 섹션에 설명된 대로 필요한 포트 및 프로토콜로 구성됩
니다.

Universal Broker를 지원하기 위한 FQDN 요구 사항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할 경우 최종 사용자는 각 포드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에 개별적으로 연결하
여 해당 포드의 할당에 액세스합니다.

Universal Broker로 전환한 후 사용자는 Universal Broker 클라우드 서비스의 단일 FQDN에 연결하여 환경의 
모든 사이트에 있는 모든 포드에서 모든 할당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는 각 사용자 요청을 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포드의 개별 FQDN으로 라우팅합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스케줄링 및 완료에 설명된 것처럼 Universal Broker 구성 
설정에서 Universal Broker FQDN을 지정합니다. 올바른 하위 도메인을 표준 VMware 도메인에 접두사로 지
정하여 FQDN을 생성하거나 완전히 사용자 지정한 FQD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 지정 FQDN을 구성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 FQDN이 회사 또는 조직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
하십시오. 사용자 자신이 사용자 지정 FQDN에 지정된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이고, 해당 도메인을 검증하는 인증서
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 지정 FQDN을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용자 지정 FQDN은 포드 내에 있는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FQDN과 다르며 고유해야 합
니다.

브로커 전환 계획 및 준비
브로커 전환 중에는 네트워킹 및 할당 워크플로의 핵심 사항이 변경되므로 새 워크플로에 맞게 환경 및 사용자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환 사용 사례에 따른 적절한 준비 및 변경 관리 단계에 대해서는 다
음 계획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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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사용 사례 계획 및 준비 단계
환경이 단일 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포드
의 기존 FQDN을 Universal Broker FQDN으
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스케줄링 및 완료 동안 포드의 
기존 FQDN을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FQDN으로 지정합
니다.

2 최종 사용자의 할당 워크로드를 최소한만 중단하게 되는 날짜와 시간 동안 전환을 
스케줄링합니다.

3 예정된 전환을 최종 사용자에게 알리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환 시간이 다가오면 
작업을 저장하고 활성 연결 세션에서 로그아웃하도록 미리 알립니다.

4 전환 직전에 새 IP 주소와 FQDN을 포드에 할당합니다.

5 전환이 완료되면 최종 사용자에게 현재 Universal Broker FQDN에 해당하는 포드
의 이전 FQDN을 사용하여 연결 세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환경이 여러 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 FQDN

을 Universal Broker FQDN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1 전환 프로세스 전, 도중 및 이후에 따라야 하는 필수 절차를 포함하도록 실행서를 업
데이트합니다.

2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스케줄링 및 완료 동안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대한 새 FQDN을 구성합니다.

3 최종 사용자의 할당 워크로드를 최소한만 중단하게 되는 날짜와 시간 동안 전환을 
스케줄링합니다. 포드 배포의 규모에 따라 사용자를 교육하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
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허용합니다.

4 예정된 전환을 최종 사용자에게 알리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환 시간이 다가오면 
작업을 저장하고 활성 연결 세션에서 로그아웃하도록 미리 알립니다.

5 전환 도중 또는 직후에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는 Horizon Client를 개별 
포드의 FQDN 대신 새 Universal Broker FQDN에 연결하도록 다시 구성합니다.

6 최종 사용자에게 이제 새 브로커 연결 FQDN을 사용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환경의 
모든 포드에 대한 범용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스케줄링 및 완료
이 항목에서는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을 스케줄링하고, 준비하고, 완료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Universal Broker 서비스를 설정하고, 전환에 대한 시작 날짜와 시간을 정의하고, 성공적인 전환 프로세스
의 단계로 원활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브로커 전환을 스케줄링할 준비가 되면 Horizon Universal Console 맨 위에 스케줄링 버튼이 있는 알림 배너가 
표시됩니다.

참고   배너에 전환 스케줄링을 방지하는 오류 상태가 표시될 경우 전환을 위한 하나 이상의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
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배너에서 오류 보기를 클릭한 다음, 브로커 페이지의 전환 필요 링크 옆에 있는 오류 
아이콘을 클릭하여 오류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환을 스케줄링하려면 먼저 필요한 단계를 수
행하여 오류 조건을 지워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테넌트 환경이 Horizon Cloud - Universal Broker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에 나열된 모든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680



절차
1 브로커 전환에 대한 알림 배너에서 스케줄링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브로커]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단일 포드 브로커가 현재 테넌트에 대
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브로커 전환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링크가 제공됩니다.

2 브로커 페이지에서 스케줄링 링크를 클릭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구성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이 마법사의 단계를 완료하여 Microsoft Azure의 포
드에 대한 Universal Broker를 설정하고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을 스케줄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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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법사의 FQDN 페이지에서 브로커링 연결 FQDN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최종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에서 할당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전용 연결 주소를 정의합니다.

참고   하위 도메인 또는 FQDN 설정을 수정하는 경우 변경 내용이 모든 DNS 서버에 적용되는 데 다소 시간
이 걸릴 수 있습니다.

a [유형]으로 VMware 제공 또는 사용자 지정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b 선택한 FQDN 유형에 대한 추가 설정을 지정합니다.

n VMware 제공 유형을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을 지정합니다.

설정 설명
Sub Domain 네트워크 구성에서 회사 또는 조직을 나타내는 유효한 하위 도메인의 고유한 DNS 이름을 입

력합니다. 이 하위 도메인에 VMware에서 제공한 도메인을 접두사로 추가하여 브로커링 
FQDN을 만듭니다.

참고   일부 문자열은 시스템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의 문자열에는 
일반 단어(예: book), 잘 알려진 회사 소유 용어(예: gmail) 및 프로토콜, 코딩 및 오픈 소스 
용어(예: php 및 sql)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스템은 mail0, mail1, mail2 등과 같은 문자열 
패턴 범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필드에 허용되지 않는 이름을 입력하는 즉시 시스템이 항목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법사의 마지막 요약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만 여기에서 입력한 이름이 유효
한지 검사하고, 항목이 허용되지 않는 이름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오류를 표시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다른 고유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Brokering FQDN 이 읽기 전용 필드에는 구성된 FQDN이 표시됩니다. FQDN은 https://<사용자 하위 
도메인>.vmwarehorizon.com 형식을 사용합니다.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에게 이 FQDN을 제공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이 FQDN의 DNS 및 SSL 유효성 검사를 관리합니다.

n 사용자 지정 유형을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을 지정합니다.

설정 설명
Brokering FQDN 최종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지정 FQDN을 입

력합니다. 사용자 지정 FQDN은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완료하는 자동으로 생성된 VMware 

제공 FQDN에 대한 별칭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 지정 FQDN에 지정된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여야 하며 해당 도메인의 유효성을 검사
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연결 URL이라고도 하는 사용자 지정 FQDN은 회사 또는 조직을 나타냅니다. 이 사용
자 지정 FQDN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사용자 지정 FQDN은 포드 내에 있는 모든 Unified Access Gateway FQDN과 다
르며 고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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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중요   사용자 지정 FQDN을 Universal Broker 서비스의 내부 연결 주소를 나타내는 
VMware 제공 FQDN에 매핑하는 CNAME 레코드를 DNS 서버에서 생성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이 레코드는 vdi.examplecompany.com을 <자동 생성 문자열
>.vmwarehorizon.com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e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브로커링 FQDN을 검증하는 인증서(암호로 보호되는 PFX 형식)를 
업로드합니다. 인증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n 인증서는 90일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n 인증서에는 신뢰할 수 있는 CA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n 인증서의 CN(일반 이름) 또는 해당 SAN(주체 대체 이름)이 FQDN과 일치해야 합니다.

n 인증서의 컨텐츠는 표준 X.509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PFX 파일에 전체 인증서 체인과 개인 키, 즉 도메인 인증서 중간 인증서, 루트 CA 인증서, 

개인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이 인증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신뢰할 수 있는 연결 세
션을 설정합니다.

Password PFX 인증서 파일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VMware Provided FQDN 이 읽기 전용 필드에는 브로커링 서비스에 대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VMware 제공 FQDN이 
표시됩니다. 이 FQDN은 https://<자동 생성 문자열>.vmwarehorizon.com 형식
을 갖습니다.

VMware 제공 FQDN은 최종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으며 Universal Broker 서비스의 내부 
연결 주소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지정 FQDN은 VMware 제공 FQDN에 대한 별칭으로 작
동합니다.

중요   사용자 지정 FQDN을 VMware 제공 FQDN에 매핑하는 CNAME 레코드를DNS 서
버에 생성하여 별칭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레코드는 
vdi.examplecompany.com을 <자동 생성 문자열>.vmwarehorizon.com에 매핑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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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QDN 설정 구성이 끝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선택 사항) 마법사의 인증 페이지에서 2단계 인증을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Universal Broker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통해서만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추가 인증 방법을 지정하여 2단계 인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2

단계 인증을 구현할 때의 모범 사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Universal Broker에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먼저 모든 참여 포드 내의 각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적절한 인증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구성은 참여 포드 내부 및 사이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RADIUS 인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모든 참여 Horizon 포드 및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있는 각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RADIUS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참여 포드 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Universal Broker는 Horizon 

Client와 가상 리소스 간의 프로토콜 트래픽에 대해 Unified Access Gateway에 의존하므로 해당 포드에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삭제하면 참여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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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Two-Factor Authentication 2단계 인증을 사용하려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2단계 인증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 옵션이 제공됩니다.

Maintain User Name Universal Broker에서 인증되는 동안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을 유지하려
면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n 사용자는 추가 인증 방법에 대해서도 Universal Broker에 대한 Active Directory 인
증의 경우와 동일한 사용자 이름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n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토글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다른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Type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외에 Universal Broker가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해
야 하는 인증 방법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두 가지 옵션(RADIUS 및 RSA 

SecurID)이 표시됩니다.

이 설정은 테넌트 전체에 적용됩니다.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테넌트
의 포드 그룹 구성 및 포드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2단계 인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Horizon 포드만
여기에서 선택하는 유형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Horizon Cloud 포드만
n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유형과 일치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혼합
혼합 그룹의 경우 여기에서 RADIUS를 선택하면 두 포드 유형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통해 사용자의 RADIUS 인증 요청이 수행됩니다.

혼합 그룹의 경우 여기에서 RSA SecurID를 선택하면 클라이언트 동작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외부 게이트웨이에서 RSA SecurID로 구성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게이트웨이에 RSA SecurID 유형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RSA SecurID를 선택하면 Horizon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통해서만 사용자의 RSA 인증 요청이 시작됩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 요청은 Horizon 포드 또는 Horizon 

Cloud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통해 시도됩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RSA SecurID 유형이 구성되어 있으
면 두 포드 유형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통해 사용자의 RSA 인증 
요청이 시도됩니다.

Show Hint Text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문자열을 구성하
여 사용자에게 추가 인증 방법에 대해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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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Custom Hint Text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에 표시하려는 텍스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힌트는 최종 사용

자에게 Enter your DisplayHint user name and password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DisplayHint는 사용자가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참고   Universal Broker에서는 사용자 지정 힌트 텍스트에서 & < > ' " 문자를 허용하
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문자를 힌트 텍스트에 포함하면 Universal Broker FQDN에 대한 사용자 연
결이 실패합니다.

이 힌트는 사용자가 올바른 자격 증명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용자 이름 및 도메인 암호와 같은 구문을 지정하면 최종 사용자에게 Enter your 
Company user name and domain password below for user name and password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kip Two-Factor Authentication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연결하는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
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우회합니다.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에 설
명된 대로 내부 네트워크에 속하는 공용 IP 범위를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n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내부 사용자는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서 인증을 받
기 위해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외부 사용자는 추가 인증 서비
스에 대해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과 해당 자격 증명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n 이 토글을 끄면 내부 및 외부 사용자 모두 추가 인증 서비스에 대한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과 해당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Public IP Ranges 이 필드는 2단계 인증 건너뛰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브로커] 페이지의 [네트워크 범위] 탭에 하나 이상의 공용 IP 범위가 이미 지정된 경우 이 필
드는 읽기 전용이며 해당 IP 범위를 나열합니다.

[브로커] 페이지의 [네트워크 범위] 탭에 공용 IP 범위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하여 해당 범위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2단계 인증 프롬프트를 건너뛰기 위해 내부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공용 IP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는 이러한 범위 
중 하나에 속하는 IP 주소에서 연결하는 모든 사용자를 내부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범위를 지정하는 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
크 범위 정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인증 구성이 끝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구성 마법사의 설정 페이지에서 Horizon Client에 대한 기간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시간 초과 설정은 Horizon Client와 Universal Broker에서 할당된 데스크톱 간의 연결 세션에 적용
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할당된 데스크톱의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사용자의 로그인 세션에 적용되지 않습니
다. Universal Broker는 이러한 설정으로 지정된 시간 초과 조건을 감지하면 사용자의 Horizon Client 연결 
세션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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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명
Client Heartbeat Interval Horizon Client 하트비트 간 간격(분)과 Universal Broker에 대한 사용자 연결 상태를 제어

합니다. 이러한 하트비트는 Horizon Client 연결 세션 동안 경과된 유휴 시간을 Universal 

Broker에 보고합니다.

Horizon Client를 실행하는 끝점 디바이스와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때 유휴 시간이 측
정됩니다. 이 유휴 시간은 사용자가 할당한 데스크톱의 기준이 되는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로그인 세션이 비활성 상태가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규모 데스크톱 배포에서 클라이언트 하트비트 간격을 늘리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줄어들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Client Idle User Horizon Client와 Universal Broker 간의 연결 세션 동안 허용되는 최대 유휴 시간(분)입니
다.

최대 시간에 도달하면 사용자의 인증 기간이 만료되고 Universal Broker는 모든 활성 
Horizon Client 세션을 닫습니다. 연결 세션을 다시 열려면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 로그
인 화면에서 인증 자격 증명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할당된 데스크톱에서 사용자의 연결이 예기치 않게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클라이언
트 유휴 사용자 시간 초과를 클라이언트 하트비트 간격 값의 적어도 2배로 설정합니다.

Client Broker Session 사용자의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Horizon Client 연결 세션에 허용되는 최대 시간(분)입니다. 

이 시간은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에서 인증을 받으면 시작됩니다. 세션 시간 초과가 발생
해도 사용자는 할당된 데스크톱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niversal Broker와의 
통신이 필요한 작업(예: 설정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Horizon Client는 Universal Broker 자
격 증명을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참고   Client 브로커 세션 시간 초과 값은 Client 하트비트 간격 값과 Client 유휴 사용자 시
간 초과 값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Client Credential Cache 사용자 로그인 자격 증명을 클라이언트 시스템 캐시에 저장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사용자 자
격 증명을 캐시에 저장하려면 1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자격 증명을 캐시에 저장하지 않으려면 
0을 입력합니다.

[기간] 설정 구성이 끝나면 다음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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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법사의 스케줄링 페이지에서 컨트롤을 사용하여 브로커 전환이 실행될 날짜 및 시작 시간을 지정합니다.

시작 시간을 현재 현지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앞당기고 현재 날짜보다 3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작 시
간은 시간의 맨 위에 나와야 합니다.

시작 시간을 설정할 때 전환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합니다.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하여 Universal Broker 구성 마법사의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참고   콘솔에 지정된 시작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날짜 및 시작 시간 설정으로 돌아가 
전환에 대한 다른 시간을 지정합니다.

7 요약 페이지에서 설정을 검토한 후 완료를 클릭하여 Universal Broker 구성 및 스케줄 설정을 저장합니다.

전환을 성공적으로 스케줄링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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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스케줄링된 이후:

n [브로커] 페이지에는 예정된 전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시작 시간이 1시간 넘게 지난 경우 스케
줄링을 클릭하여 전환을 다시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n 스케줄링된 전환을 취소하거나 1시간 이내에 시작될 전환을 다시 스케줄링하려는 경우 VMware 지원 서
비스에 문의해야 합니다. VMware 지원 서비스에서는 15분 이내에 시작될 전환은 취소하거나 다시 스케
줄링할 수 없습니다.

n 콘솔은 시작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예정된 전환에 대한 알림 배너를 계속 표시합니다. 배너에서 세부 정
보 보기를 클릭하면 [브로커]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n 예정된 전환에 대한 알림 및 미리 알림 메시지가 테넌트에 대해 등록된 기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됩니다.

8 전환이 시작되도록 스케줄링되기 적어도 15분 전에 다음 준비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환하는 동안에는 콘
솔의 편집 작업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n 콘솔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유지하려는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n 모든 구성 마법사 및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중요   Microsoft Azure의 모든 Horizon Cloud 포드가 전환 기간 동안 온라인, 정상 상태이고 준비가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포드와 통신하고 포드에 대한 몇 가지 구성 단계를 수행하
여 전환의 브로커 설정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포드가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환은 실
패합니다.

중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VMware SDDC 기반 플랫폼의 Horizon 포드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환경이 있는 경우 전환 기간 동안 Horizon 포드에 대해 Universal Broker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Horizon 포드의 상태를 [모니터링됨]에서 [관리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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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이 시작되기 직전에 화면 프롬프트의 지침에 따라 콘솔에서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합니다.

10 전환의 첫 번째 단계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환의 이 단계에서는 다음이 진행됩니다.

n 콘솔의 편집 컨트롤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콘솔에 전환 중이라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n Microsoft Azure의 모든 포드는 이름이 Default-Site인 사이트에 추가됩니다.

n VDI 데스크톱 할당은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으로 변환됩니다. 기본 
할당 설정에서 연결 선호도는 가장 가까운 사이트로 설정되고, 범위는 사이트 내로 설정됩니다.

n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환 후 이러한 할당의 리
소스가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됩니다.

n 모든 할당은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이 시간 동안 모든 활성 사용자 세션은 계속 
열려 있으며 완전히 작동합니다.

참고   전환의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10분 정도 걸리지만 테넌트 환경에 많은 수의 할당이 포함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알림 배너에서 상태 보기를 클릭하여 진행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1시간 이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전환이 시간 초과되어 실패로 표시됩니다.

이 전환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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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환의 이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VMware 지원 서비스는 자동 알림을 수신하고 실패 원인을 조사
한 후 해결합니다. 브로커 페이지 및 테넌트에 대해 등록된 기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된 알림 메시지에서 자
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VMware 지원 서비스에서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면 브로커 페이지의 링크를 사
용하여 전환을 다시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11 콘솔에 다시 로그인한 후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서 설정을 완료하고 완전히 사용하도록 설정될 수 있도
록 합니다.

모든 전역 지역의 DNS 서버 간에 DNS 레코드가 전파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 설정이 Universal Broker 서
비스에서 완전한 영향을 미치는 데 최대 30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및 네트워크 상태와 환경의 전체 
할당 수 및 전용 사용자-데스크톱 매핑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
스가 4시간 이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전환 시간이 초과되고 실패로 표시됩니다.

전환의 이 단계에서는 할당 생성 및 편집을 제외하고 콘솔의 모든 편집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이 할당 브로커링 시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콘솔에서 종 모양 아이콘 아래에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고 설정 > 브로커 페이지에는 녹색 점
이 있는 사용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제 할당이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되고 전환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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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Universal Broker 설정이 실패하면 설정 > 브로커 페이지에서 빨간색 경고 아이콘이 있는 오류 상태
가 표시됩니다. 구성 실패를 수정하고 Universal Broker 서비스를 설정하려면 VMware KB(기술 자료) 문
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VMware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다음에 수행할 작업
n Horizon Cloud 테넌트와 Workspace ONE Access 간에 기존 통합이 형성된 경우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해당 통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
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n 사이트 및 다중 클라우드 VDI 할당 설정을 수정하여 Universal Broker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예를 들
어, 기존 할당에 더 많은 포드를 추가하거나 사이트 설정을 조정하여 Universal Broker에서 할당을 브로커링
하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및 관리 및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사이트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Broker로 전환한 후 테넌트 환경의 새로워진 사항
이 문서에서는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을 완료한 후에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서 예상할 수 있는 변경 내용을 설명합니다. 변경 내용에는 몇 가지 새로운 기능 동작과 일부 기능 제한 사항이 포
함됩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의 특정 기능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 기능 고려 사항 및 알려진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최종 사용자 할당에 대한 변경 내용
n Microsoft Azure의 모든 포드는 이름이 Default-Site인 사이트에 추가됩니다.

n VDI 데스크톱 할당은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된 다중 클라우드 할당으로 변환됩니다. 기본 할당 
설정에서 연결 선호도는 가장 가까운 사이트로 설정되고, 범위는 사이트 내로 설정됩니다.

참고   특정 사용자는 할당에 여러 포드의 데스크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Universal Broker로 브로커링된 전
용 할당에서 할당된 데스크톱을 최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이전에 사용자가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의 전용 할당에서 여러 개의 할당된 데스크톱을 수신한 경우 
Universal Broker 환경으로 전환한 후에 이러한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할당된 데스크톱에 액세
스하기 위해 사용자는 Universal Broker FQDN을 사용하는 대신, 포드의 FQDN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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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은 이제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됩니다.

이름이 동일한 데스크톱 풀의 변경
포드 전체의 데스크톱 풀이 브로커 전환 전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경우 고유한 이름을 가지도록 편집됩니다. 이
러한 변경을 통해 다른 포드에서 고유하게 명명된 데스크톱 풀을 Universal Broker로 브로커링된 단일 할당에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 전환 전에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n Pod1에는 TestPoolName이라는 풀이 있었습니다.

n Pod2에는 TestPoolName라는 풀이 있었습니다.

전환 후에 예제 풀 이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n Pod1에서는 해당 풀 이름은 TestPoolName으로 유지됩니다.

n Pod2에서 해당 풀 이름은 TestPoolName1으로 바뀝니다.

VM 이름 접두사 변경 사항
전환 전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에서 풀의 VM 이름 접두사에는 최대 11자의 사용자 지정 가능 문자만 사용할 수 있
었습니다. 풀 이름을 구성하려면 11자의 접두사에 순차 번호(최대 4자리)가 추가됩니다.

Universal Broker로 전환한 후에 VM 이름 접두사는 9자 이하의 사용자 지정 가능 문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9자보다 길었던 VM 이름 접두사는 전환 후에 자동으로 잘립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풀 이름을 구성하기 위해 9자 접두사에 2개의 임의 영숫자 또는 알파벳 문자와 순차
적 숫자(최대 4자리)가 나옵니다.

여러 할당이 동일한 VM 이름 접두사를 사용하는 경우 할당 중 하나를 편집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오
류를 해결하려면 편집 마법사에서 할당의 VM 이름 접두사를 변경합니다.

참고   데스크톱 풀이 최대 데스크톱 옵션을 0으로 설정하여 구성된 경우 전환 후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서 VM 이름 접두사 및 풀 이름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새 VM 이름 접두사 및 풀 이름을 표시하도록 
콘솔을 업데이트하려면 [편집] 마법사를 사용하여 전환된 할당을 업데이트합니다.

전환 후 기능 고려 사항
다음 고려 사항은 Universal Broker로 전환한 후 특정 기능에 적용됩니다.

n 사용자 지정 할당(URL 리디렉션 할당이라고도 함)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n 포드가 매니페스트 2474.0 이전에서 실행되는 경우 작업 취소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
려면 포드를 매니페스트 2474.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Workspace ONE Access와의 기존 전환 전 통합이 있는 경
우 Universal Brok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전환 후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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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합을 업데이트할 때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정리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해당 배포에 있을 수 
있는 기존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워크플로는 레거시 포드별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
집 기능 대신, 통합된 Universal Broker,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의 최신 기
능을 사용하여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에서 계속 작
동되도록 합니다. VMware Workspace ONE Access 제품 팀에서 확인한 대로 Universal Broker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되면 해당 구성에서 VMware Workspace ONE 

Access 제품의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Universal Broker가 이전 스
타일의 포드별 브로커링보다 최신의 브로커링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즉 Universal Broker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하면 레거시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Universal Broker

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위한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   포드가 매니페스트 2474.0 이전 버전에서 실행되는 경우 인벤토리 중단에 대한 삭제 보호 기능의 사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포드를 매니페스트 2474.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드가 매니페스트 2474.0 이전 버전에서 실행 중이고 전환 전에 삭제 보호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전환 후에는 해당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드를 매니페스트 2474.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삭제 
보호 기능이 다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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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Workspace ONE 및 True 
SSO 기능과 함께 Horizon Cloud 환경 사용 정보 8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을 Workspace ONE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True SSO 기능은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oud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상 Windows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싱글 사인온(SSO) 방식으로 로
그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에서 사용되는 선택적 기능입니다.

Workspace ONE 및 Horizon Cloud

Horizon Cloud 환경에 사용하는 통합 방법은 테넌트 환경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는지 또
는 단일 포드 브로커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테넌트에 대해 구성된 브로커 유형을 확인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설정 > 브로커로 이동합니다. 

[브로커] 페이지에는 테넌트에 단일 포드 브로커를 사용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확인 후 아래의 연결된 페이지에서 해당 브로커 유형에 해당하는 통합 단계를 수행합니다. 다음 목록의 링크를 확
인하고 브로커 유형과 일치하는 링크를 따릅니다.

True SSO 및 Horizon Cloud

Horizon Cloud 환경을 VMware Workspace ONE과 통합하는 것은 True SSO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
건입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True SSO가 구성된 경우 최종 사용자는 Workspace ONE 환경과 관련된 
URL에 로그인하여 인증합니다. 이와 같이 인증하면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 없이 최
종 사용자가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True SSO 구성은 테넌트 전체의 구성 유형입니다. True SSO 구성은 포드 그룹에 있는 Microsoft Azure

의 Horizon Cloud 포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True SSO를 처음 성공적으로 
구성한 후 나중에 자동화된 포드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추가 Horizon Cloud 포드를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하면 시스템은 해당하는 모든 포드에 동일한 True SSO 구성을 전송하고 해당 포드에 대해 동일한 True 

SSO 구성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
n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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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True SSO 구성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
이 항목에서는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VMware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를 Horizon Cloud 환경과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합 프로세스에서는 사용 권한
이 부여된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카탈로그에 
Horizon Cloud 할당을 추가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은 기존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테넌트와 Horizon Cloud 테넌트의 
통합을 제공합니다.

콘솔은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 통합을 지원합니다.

n Horizon Cloud 테넌트에 Universal Broker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 브로커 
페이지에서 테넌트의 현재 구성을 확인합니다.

n 모든 참여 포드가 해당하는 최소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합니다.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는 매니페스트 2474.0 이상에서 통합이 지원됩니다.

n Horizon 포드의 경우 연결 서버 7.13 및 연결 서버 2012(8.1.0) 이상에서 통합이 지원됩니다.

참고   이 기능과 관련된 다른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은 Horizon Cloud — 알려진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용어 - 사용 권한 및 할당
n Workspace ONE에서 Universal Broker 서비스부터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서비스로

의 동기화를 설명하는 데 용어 ‘사용 권한’이 사용됩니다.

n Horizon Cloud에서 할당은 리소스 및 사용 권한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서 사용자를 할당에 추가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사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절차
1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브로커] 페이지의 ID 및 액세스 탭으로 이동하여 통합 마법사를 시작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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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법사의 1단계에서 표시된 선택 메뉴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와 통합할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테넌트를 지정합니다.

n 테넌트의 URL이 드롭다운 메뉴에 옵션으로 나타나는 경우(예: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에서 이전에 
Horizon Cloud 테넌트와 통합된 테넌트) 해당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 설명서 페이지 절차의 4

단계로 건너뜁니다.

n 드롭다운 메뉴에 테넌트의 URL이 옵션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기존 클라우드 테넌트 추가를 선택하여 
기존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를 통합합니다. 이후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합니다.

참고   하나의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만 Horizon Cloud 테넌트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698



3 기존 클라우드 테넌트 추가의 경우 이 Horizon Cloud 테넌트에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를 추가
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a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에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통합 마법사를 완료하려면 이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ID 및 공유 암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클라이언트 생성
을 참조하십시오.

b Horizon Universal Console 통합 마법사의 1단계에서 기존 클라우드 테넌트 추가를 선택한 후 구성된 
해당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는 화면의 메시지를 따릅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기존 클라우드 테넌트 추가를 선택한 후 마법사의 1단계를 보여줍니다.

설정 설명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URL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의 전체 URL을 입력합니다. 예:

https://AccessTenant.myCompany.com

OAuth 클라이언트 ID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클라이언트 생성에 설명된 대로 구성한 원격 앱 액세스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ID를 
입력합니다.

공유 암호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클라이언트 생성에 설명된 대로 구성한 원격 앱 액세스 클라이언트의 생성된 공유 암
호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약관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서비스 약관을 검토하고 해당 약관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확인
란을 선택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샘플 데이터가 있는 필드를 보여줍니다. 콘솔은 동적이며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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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지정된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테넌트 검증이 성
공적으로 끝나면 콘솔에 테넌트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검증에 성공하면 마법사의 2단계를 사용하여 통합 단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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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을 지원하려면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하십시오.

a 모든 참여 포드가 지원되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항목의 시작 부분에 있는 요
구 사항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b Universal Broker와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의 통합과 호환되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신 버전에 최신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이 적용되므로 Universal Broker 및 테넌트의 포
드 사용과도 호환되는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처럼 다양한 버전의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설명서 페이지 및 해당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Broker와 호환되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버전은 v19.03.0.1입니다.

해당 커넥터 설치의 일부로 커넥터가 Workspace ONE Access 클라이언트 테넌트와 페어링됩니다. 해
당 커넥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Workspace ONE Access 및 Universal Broker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의 조합에서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Workspace ONE Access와의 Universal Broker 통합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의 레거시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된 기존 단일 포드 브로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있고 Universal Broker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따르는 경우라면 
Universal Broker로 전환하기 전에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와 연결된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가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가 v19.03.0.1 

이상인 경우 이 버전은 Universal Broker 및 Workspace ONE Access 통합과 호환됩니다. 

v19.03.0.1 Connector는 이 페이지의 단계를 거치고 7.d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
다. 해당 커넥터가 v19.03.0.1 이전 버전인 경우 이전 버전을 v19.03.0.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Universal Broker 및 Workspace ONE Access의 통합이 작동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페이지의 7.d단계에서는 콘솔의 화면 정리 지침에 따라 해당 배포에 있을 수 있는 기존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작업을 완료하면 통합된 Universal Broker,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의 최신 기능을 사용하여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그런 다음, 정리 후에 최신 수정 및 개선 사항을 얻으려면 기존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를 Universal Broker와 호환되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701

https://docs.vmware.com/kr/VMware-Workspace-ONE-Access/index.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Workspace-ONE-Access/index.html


c 설치된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와 Active Directory 간에 디렉토리 통합을 설정합니
다.

Workspace ONE Access에서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 sAMAccountName을 Workspace ONE Access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검색 특성으로 설정합니
다.

n Horizon Cloud 테넌트와 동기화된 모든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자 및 그룹도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와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Hub 카탈로그의 일
부 사용 권한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   Active Directory에서 동기화된 사용자만 Hub 카탈로그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Just-in-time 사용자 및 로컬 사용자 등의 다른 유형의 사용자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d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Horizon CloudUniversal Broker를 사용
하도록 설정한 테넌트와의 통합을 위해 사용자 특성 구성에 설명된 대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매우 구체
적인 사용자 특성을 구성합니다.

e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Horizon Cloud와의 통합을 위해 
Intelligent Hub 구성에 설명된 대로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의 필수 설정을 구성합니다.

f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Horizon CloudUniversal Broker를 사용
하도록 설정한 테넌트와의 통합을 위해 사용자 특성 구성에 설명된 대로 Workspace ONE Access 테
넌트의 필수 사용자 특성을 구성합니다.

Horizon Cloud 사용자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할당 권한을 동기화하려면 Workspace ONE Access

에서 이러한 특성을 구성해야 합니다.

5 모든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했으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통합 마법사로 돌아가서 사전 요구 사항 
완료를 확인합니다.

콘솔에서 [브로커] 페이지의 ID 및 액세스 탭으로 이동하고, 2단계를 확장한 후 나열된 모든 사전 요구 사항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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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합 마법사의 3단계에서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합 워크플로를 완료합
니다.

a 활성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활성화가 시작될 때, 진행 중일 때 및 성공적으로 완
료되었을 때 콘솔에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활성화를 완료하는 데 최고 15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b 활성화를 완료한 후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Hub 카탈로그에서 해당 Horizon Cloud 할당을 보고, 

카탈로그에서 할당된 해당 리소스에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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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orizon Universal Console브로커 페이지의 ID 및 액세스 탭에서 통합 마법사로 돌아가고, 최종 사용
자가 카탈로그에서 할당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d 이제 표시되는 콘솔의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콘솔 디스플레이는 동적이며 특정 상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표시되는 특정 화면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지시하는 작업을 식별하고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 따
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에 단일 포드 브로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와 통합되지 "않은"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와 통합하는 경우
콘솔의 화면 지침에 따라 통합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Universal Broker로 전환된 단일 포드 브로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와 통합된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를 통합하는 경우
콘솔은 레거시 통합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레거시 통합 정리에 대한 콘솔의 화면 지침을 따르십시오.

화면 지침 및 단계에 따라 레거시 통합이 Universal Broker 통합 환경으로 전환됩니다. 정리 작업이 백그라
운드에서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정리 작업이 다음 항목에 적용됩니다.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ID 관리] 페이지에서 설정한 ID 제공자 구성 항목.

n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 및 리소스 동기화 프로파일.

기억할 사항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 기능은 Workspace ONE Access, Universal Broker 및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조합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Universal Broker

와 Workspace ONE Access 통합 프로세스에서는 해당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에서 기존의 모든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콘솔의 정리 버튼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자동 정리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모든 테넌트 호스트 항목이 통합을 진행 중인 이 Horizon Cloud 테넌트에 속하는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
집에만 적용됩니다.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에 다른 Horizon Cloud 테넌트 또는 비 Horizon Cloud 호
스트에 속하는 테넌트 호스트 항목이 포함된 경우 수동으로 테넌트 호스트 항목 또는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을 적절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동 정리를 완료한 후에는 수동 정리 작업을 완료했음을 확
인하는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통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 통합 워크플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배너 메시지
가 콘솔에 나타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원할 경우 Universal Broker Horizon Cloud - 사용자 연결에 대한 Intelligent Hub 리디렉션 구성에 설명된 대
로 리디렉션 정책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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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의 통합 아키텍처
다음 다이어그램은 Universal Broker로 구성되고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
합된 Horizon Cloud 환경에서 구성 요소의 대략적인 아키텍처 및 통신 흐름을 보여 줍니다.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클라이언트

Workspace ONE 
Access

및 Hub Services

Horizon Cloud 
제어부

(Horizon Cloud 
테넌트)

Horizon Client

Unified Access 
Gateway

원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Active Directory연결 서버/
활성 포드 관리자

Universal Broker 
서비스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5

3

6

7

1

8

11

9

13

14

15

12

로컬 네트워크

10 4

2

1 활성화 워크플로 중에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가 Horizon Cloud 테넌트와 통합되도록 등록됩니
다.

2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는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를 Active Directory 사용
자 및 그룹과 동기화합니다.

3 사용자는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인증을 받고 Hub 카탈로그 로드를 요청합니다.

4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서비스는 카탈로그의 구성된 모든 소스에서 사용자의 사용 권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소스에는 Workspace ONE Access, Workspace ONE UEM, Okta 및 Universal 

Broker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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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ub 카탈로그는 사용자에 대한 통합 사용 권한 카탈로그를 제공합니다. 카탈로그에는 Universal Broker 서
비스에서 가져온 사용자의 할당 사용 권한이 포함됩니다.

6 카탈로그에서 사용자는 할당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여 연결 세션을 시작합니다.

7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서비스는 Workspace ONE Access와 통신하고 Universal Broker 

URL에 추가된 SAML 아티팩트를 생성하여 할당된 리소스에 대한 시작 URL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서비
스는 시작 URL을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클라이언트로 전송합니다.

8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클라이언트는 Horizon Client 데스크톱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시작
합니다.

9 Horizon Client는 인증 요청을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전달합니다.

10 Workspace ONE Access와의 통신을 통해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SAML 아티팩트를 확인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11 Horizon Client는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서 할당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요청합니다.

12 할당된 리소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포드를 결정한 후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해당 포드 내에서 실
행되는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연결 서버
(Horizon 포드) 또는 활성 포드 관리자(Microsoft Azure의 포드)에서 실행 중인 Universal Broker 플러그
인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또는 활성 포드 관리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에 가장 적합한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13 Universal Broker 서비스는 포드의 고유한 FQDN을 포함하는 Horizon Client로 연결 응답을 반환합니다. 

고유 FQDN은 일반적으로 Horizon 포드의 로컬 로드 밸런서 또는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의 
FQDN입니다.

14 로드 밸런서를 통과한 후에는 요청이 포드에 대한 Unified Access Gateway로 이동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는 요청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Blast 보안 게이트웨이, PCoIP 보안 게이트웨이 및 
터널 서버를 준비합니다.

15 사용자는 지정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수신하고 구성된 보조 프로토콜(Blast Extreme, PCoIP 또
는 RDP)을 기준으로 연결 세션을 설정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클라이언트 생성
기존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를 Universal Broker가 사용하도록 설정된 Horizon Cloud 환경과 통
합하려면 먼저 해당 테넌트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원격 애플리
케이션 액세스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ID 및 공유 암호를 사용하여 통합 워크플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 테넌트에 대한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기 위한 
화면으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을 구성합니다.

n 액세스 유형을 서비스 클라이언트 토큰으로 설정합니다.

n 클라이언트 ID라고도 하는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통합 워크플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클
라이언트 ID를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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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유 암호를 생성합니다. 통합 워크플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하므로 생성된 공유 암호를 기
록해 둡니다.

또한 Workspace ONE Access설명서의 원격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설명서 페이지는 
VMware Workspace ONE Access 설명서입니다. 해당 설명서 페이지를 다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설명
서 페이지에 대한 직접 링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직접 링크는 곧 404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오류로 바뀔 예정
입니다.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Horizon 
Cloud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테넌트와의 통합을 위해 사용자 
특성 구성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를 Universal Broker가 사용하도록 설정된 Horizon Cloud 테넌트와 통합하
려면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 로그인하고 필수 사용자 특성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특성을 
구성하는 것은 Workspace ONE Access 콘솔의 ID 및 액세스 관리 영역 내의 여러 영역을 사용하는 다단계 프
로세스입니다.

참고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읽고 있다고 가정합니
다.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다른 상황이나 컨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먼저 ID 및 액세스 관리 영역의 설정 영역을 사용하여 이 통합에 필수적인 추가 Workspace ONE Access 

특성을 추가합니다.

2 그런 다음, ID 및 액세스 관리 영역의 관리 영역을 사용하여 이러한 필수 Workspace ONE Access 특성을 
Active Directory 특성에 적절하게 매핑합니다.

userPrincipalName, objectGuid, sid 및 netBios Workspace ONE Access 특성은 필수이며, 다음 단계
에 설명된 대로 적절한 Active Directory 특성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또한 sAMAccountName을 Workspace ONE Access 디렉토리에 대한 디렉토리 검색 특성으로 설정해야 합
니다.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디렉토리 검색 특성을 지정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Universal Broker 및 Workspace ONE Access 통합 단계를 지원하는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서 
사용자 특성을 구성하려면 먼저 호환되는 버전의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를 설치하고 해당 통합 
단계에 설명된 대로 Active Directory로 디렉토리 통합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 페이지의 5단계는 커넥터 설치 및 디렉토리 통합이 참조되는 관련 지점입니다.

절차
1 관리자 권한으로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에 대한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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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orkspace ONE Access 콘솔 ID 및 액세스 관리 영역의 설정 부분을 사용하여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에 대해 사용자 특성이 구성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영역에서 사용자 특성 레이블을 찾습니다.

3 Workspace ONE Access 사용자 특성을 구성하는 콘솔 화면에서 기본 특성 목록 이외 항목까지 이동하여 
디렉토리와 동기화할 다른 특성을 추가할 섹션을 찾은 후 콘솔의 버튼을 사용하여 다음 특성을 추가합니다.

중요   이러한 특성은 100%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objectGuid는 대문자 uid가 아닌 소문자 uid로 입력해야 합니다.

netBios는 대문자 ios가 아닌 소문자 ios로 입력해야 합니다.

100% 대/소문자 구분 특성은 기술적으로 구현된 방식을 나타냅니다.

Workspace ONE 관리 UI에서 이러한 특성의 100% 대/소문자 구분 특성을 준수하지 못하면 Universal 

Broker와 Workspace ONE Access 간의 동기화가 중단되며 로그인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표시되어야 하
는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n objectGuid

n sid

n netBios

userPrincipalName도 이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본 특성 목록에 이미 나타나므로 여기에 추가하
지 않아도 됩니다.

4 해당 화면에서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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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orkspace ONE Access 콘솔의 ID 및 액세스 관리 영역에서 관리 영역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특
성에 Workspace ONE Access 특성을 매핑합니다.

a Workspace ONE Access 콘솔의 ID 및 액세스 관리 영역에서 관리 부분을 사용하여 디렉토리가 구성
된 화면으로 이동하고 Horizon Cloud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이 포함된 디렉토리를 클릭합니
다.

b 해당 디렉토리에 대한 화면에서 설정 동기화 화면을 열고 매핑된 특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 지정된 대로 Workspace ONE Access 사용자 특성을 Active Directory 특성에 매핑합니다.

중요   Workspace ONE Access 특성이 이름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Active Directory 특성에 매핑
되는 방식에 주의합니다.

위의 단계에서 Workspace ONE Access 특성은 100%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Workspace ONE Access의 objectGuid는 대문자 uid가 아닌 소문자 uid여야 합니다.

또한 소문자 uid로 Workspace ONE Access에 입력한 objectGuid는 소문자 UID가 있는 Active 

Directory 특성에 매핑됩니다.

Workspace ONE Access 특성 Active Directory 특성
userPrincipalName userPrincipalName

objectGuid objectGUID

sid objectSid

netBios msDS-PrincipalName

6 설정을 저장합니다.

7 Horizon Cloud 환경에 동기화되는 모든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서 디렉토리의 설정 동기화 화면에서 사용자 탭 및 그룹 탭으로 이동하여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8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서 해당 디렉토리 페이지로 돌아간 후 동기화를 클릭하여 사용자 및 그룹
을 Workspace ONE Access와 동기화하고 이제 모든 올바른 사용자 특성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
비스와 통합의 단계로 돌아간 후 사용자 액세스 구성 단계를 수행한 다음, 나머지 통합 단계를 완료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Horizon Cloud와
의 통합을 위해 Intelligent Hub 구성
최종 사용자가 Hub 브라우저에서 Horizon Cloud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Intelligent Hub에 대한 특정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Hub 브라우저 환경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가 Workspace ONE UEM와 통합된 경우 Workspace ONE Access가 Hub 카탈로그
의 소스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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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관리자 권한으로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Hub 브라우저 환경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a 카탈로그 > Hub 구성을 선택한 다음, 시작을 클릭하여 Hub 서비스 콘솔에 액세스합니다.

b 왼쪽 창에서 시스템 설정을 클릭합니다.

c 웹 환경 에서 Hub 브라우저 환경 사용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d 저장을 클릭합니다.

e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Workspace ONE Access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여 Workspace ONE 

Access 콘솔로 돌아갑니다.

참고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생성된 새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Hub 브라우저 환경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3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가 Workspace ONE UEM와 통합된 경우 Workspace ONE Access

가 Hub 카탈로그의 소스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서 ID 및 액세스 관리 > 설정 > VMware Workspace ONE UEM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Workspace ONE Access 카탈로그] 섹션에서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Workspace ONE Access

에서 가져오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 저장을 클릭합니다.

Universal Broker Horizon Cloud - 사용자 연결에 대한 Intelligent Hub 리
디렉션 구성
Intelligent Hub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Universal Broker FQDN 또는 포드 수준 FQDN에 직접 연
결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할당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카탈로그
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사용자가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연결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리디렉션 정책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하면 권한 있는 사용자
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Hub 카탈로그에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특
정 사용자가 Hub 카탈로그 이외의 포털을 통해 이러한 할당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면 Intelligent Hub 

리디렉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Intelligent Hub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Universal Broker FQDN에 연결하거나 
Microsoft Azure에 있는 Horizon Cloud 포드의 UAG(Unified Access Gateway) FQDN에 직접 연결하여 
할당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ub 카탈로그를 통해서만 할당에 대한 액세스를 적용하려면 Intelligent Hub 리디
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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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Hub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연결 시도
에 대해 서로 다른 리디렉션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사용자에 대해 Hub 카탈로그에 대한 리디
렉션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부 사용자는 브로커 수준 또는 포드 수준 FQDN을 통해 연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
다.

사전 요구 사항
시스템 환경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제어부 테넌트에 대한 Universal Broker 서비스 설정 또는 단일 포드 브로커에서 Universal 

Broker로의 전환 스케줄링 및 완료에 설명된 대로 Universal Broker가 테넌트에 대해 사용하도록 설정되고 
구성됩니다.

n Horizon Cloud 테넌트는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에 설명된 대로 VMware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완전히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 Microsoft Azure의 모든 Horizon Cloud 포드가 온라인 상태이며 정상적인 준비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n VMware SDDC의 모든 Horizon 포드에는 각 연결 서버 인스턴스와 연결된 SAML 인증자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Horizon 포드에 대한 Intelligent Hub 리디렉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Horizon Console에서 
SAML 인증자 구성(필요에 따라 문서 맨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여 Horizon 버전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내부 및 외부 사용자에 대해 고유한 리디렉션 정책을 구성하려면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에 설명된 단계도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
1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설정 > 브로커를 선택한 다음, 인증 탭을 선택합니다.

[인증] 페이지에는 Intelligent Hub 리디렉션 기능의 현재 구성이 표시됩니다.

2 Intelligent Hub 리디렉션의 구성을 변경하려면 옵션에 대한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구성을 편집하기 위한 컨트롤이 있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3 Intelligent Hub 리디렉션을 설정하려면 Intelligent Hub 리디렉션 적용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추가 구성 설정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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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연결하는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다른 리디렉션 정책을 구성하려면 내부 및 외부 
사용자에 대해 다른 Intelligent Hub 리디렉션 허용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란을 사
용하여 각 사용자 범주에 대한 리디렉션 정책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사용자에게 리디렉션을 적용하지만 외부 사용자에 대해서는 리디렉션을 해제하려면 내부 사용
자 확인란을 선택하고 외부 사용자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이러한 리디렉션 정책은 포드 수준(포드 UAG 

또는 연결 서버 인스턴스의 주소) 및 브로커 수준(Universal Broker FQDN을 통해) 둘 다에서의 연결 시도
에 적용됩니다.

참고   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먼저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IP 주소 범위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러한 네트워크 구성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나타나는 미리 알림 메시지에서 추가 링크를 클릭하고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의 지침을 따릅니다.

5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결과
구성 변경 사항이 Universal Broker 서비스 및 Horizon Cloud 포드 전체에 적용되고 새 리디렉션 동작이 완전
히 작동할 수 있도록 최대 15분 동안 기다립니다.

참고   Intelligent Hub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는 Universal Broker에 의해 브로커링되는 요청
된 Horizon Cloud 포드 리소스로 세션을 열 수 있는 Hub 카탈로그로 전달됩니다. Universal Broker 서비스가 
실패하면 사용자는 Horizon Cloud 포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게 됩니다. 해결 방법으로 Universal 

Broker 서비스가 복원될 때까지 Intelligent Hub 리디렉션을 비활성화하여 개별 포드의 UAG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자 연결을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Workspace ONE Access 
통합 삭제
이 항목에서는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의 현재 통합을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합을 삭제한 후
에는 해당 테넌트의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카탈로그에 Horizon Cloud 할당 사용 권한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할당 이외의 리소스에 대한 사용 권한은 카탈로그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절차
1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설정 > 브로커를 선택한 다음, ID 및 액세스 탭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페이지에는 통합된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의 구성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2 테넌트 통합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확인 메시지에서 삭제를 다시 클릭합니다.

테넌트 통합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최대 30분을 허용합니다.

통합이 삭제되었지만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자는 계속해서 해당 테넌
트에 대한 Workspace ONE Access 콘솔과 Hub 카탈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카탈로그에서 Horizon 

Cloud 사용 권한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712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이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려는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단계를 사용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클라우드 
호스팅 Workspace ONE Access 환경과 통합하여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의 통합된 단일 
카탈로그에서 사용 권한이 있는 포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는 클라우드 호스팅 Workspace ONE Access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이 통합을 구현하려면 Workspace ONE Access 환경을 포드와 연결하는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
를 배포해야 합니다. 이 커넥터를 통해 최종 사용자 사용 권한을 포드에서 Workspace ONE Access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Workspace ONE Access 설명서의 스크린샷은 특정 Workspace ONE Access 환경에서 표시되는 사
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배경 정보 및 용어
n 평소와 같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

을 구성합니다.

n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 환경에 통합하는 단계를 완료한 후에 포드 할당 정보를 Workspace 

ONE Access와 동기화합니다.

n 그런 후 Workspace ONE Access 관리 콘솔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
자는 Workspace ONE Access에서 할당된 리소스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에서 Workspace ONE Access 환경으로 할당 정보를 동기화하는 정기적인 동기화 스케줄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 Workspace ONE Access의 이전 이름은 VMware Identity Manager™입니다. 이 커넥터의 이전 이름은 
VMware Identity Manager™ 커넥터입니다. 이전 커넥터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 설명서 및 기술 
자료 문서에서 이전 이름이 계속 참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 Workspace ONE Access 설명서는 포드에서 Workspace ONE Access로의 커넥터 동기화를 설명할 때 
용어 “사용 권한”을 사용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할당은 리소스 및 사용 권한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는 경우처럼, 할당에 사용자를 추가하면 
해당 사용자는 할당의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대해 사용 권한을 얻게 됩니다.

n Workspace ONE Access 콘솔이 Horizon Cloud 컬렉션 용어를 사용하는 마법사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Workspace ONE Access 설명서와 Horizon Cloud 설명서 내에서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 및 Horizon 

Cloud 수집, 두 구문이 모두 표시될 수 있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713



주요 구성 요소의 개괄적 보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이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되면 Microsoft Azure의 각 개별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하여 최종 사용자 리소스가 각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상태로 Workspace 

ONE Access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Microsoft Azure의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이 적용됩니다.

n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
n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환경
n 포드 관리자 VM에 업로드된 유효한 SSL 인증서. 이 SSL 인증서는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가 

Workspace ONE Access에서 정의된 Horizon Cloud 가상 애플리케이션 수집에 대해 사용 권한 및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를 동기화할 때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가 포드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
도록 합니다.

n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가 설치되고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Workspace ONE Access와 
동기화하기 위한 설정이 지정됩니다.

n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그룹
n 포드 할당(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 및 해당 리소스에 대한 사용 권한)

n Workspace ONE Access에서 포드와의 SAML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SAML 아티팩트를 설정하기 
위한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구성 설정.

통합 프로세스 개요
다음 목록은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포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단계를 자세히 요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포드가 Microsoft Azure에 이미 배포되어 있고, Horizon Cloud 테넌트가 단일 포
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되고,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테넌트가 있어야 합니다.

1 DNS 서버에서 포드 관리자의 Azure Load Balancer IP 주소를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예: 

mypod1.example.com)에 매핑합니다.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 IP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IP 주소를 찾을 위치에 대한 그림은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의 SSL 인증
서 구성 개요(주로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의 포드가 있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사용)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2020년 7월 분기별 서비스 릴리스 이전에는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 IP 주소에 테넌트 장치 IP 

주소 레이블이 표시됩니다. 현재 레이블은 포드 관리자 로드 밸런서 IP입니다. 최근 매니페스트 포드에는 기본
적으로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용으로 배포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가 포함되며 현재 레이블은 포
드 아키텍처를 반영합니다. 1600 이하의 매니페스트 포드에는 포드 관리자 VM용으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가 배포되지 않지만 이 연결 작업에 사용해야 하는 IP 주소는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해당 
레이블 옆에 표시되는 IP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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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FQDN을 기준으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가 획득합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의 SSL 인증서 구성 개요(주로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의 포드가 있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사용)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포드 인증서 업로드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참고   SSL 인증서를 포드에 업로드하는 데 필요한 인증서 파일 형식은 포드 게이트웨이 구성에 사용되는 
PEM 파일 형식과 다릅니다.

3 Workspace ONE AccessConnector가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처럼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 직접 구성
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해당 SSL 인증서를 포드 관리자 VM에 업로드합니다.

중요   포드에 연결하려고 하는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에 제공하기 위해 설명된 대로 구성된 SSL 

인증서가 없는 경우, 커넥터가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으므로 사용 권한 및 리소스를 동기화하
기 위해 포드에 연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합니다. 포드에 연결하려면 포드의 SSL 인증서를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에서 신뢰해야 합니다. 포드에 조건을 충족하는 SSL 인증서를 업로드하기 전까지는 
Workspace ONE Access을 포드에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4 Horizon Cloud 포드 및 Active Directory 환경과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 장치를 배포합니다. 커넥터의 용도는 포드에서 리소스 및 사용 권한을 동기화하고 Active Directory 

환경의 사용자 및 그룹을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통합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 제목 아래 섹션부터 모든 커넥터 관련 전제 조건을 읽으십시오.

중요   해당 커넥터에서 구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간 소스가 포드에 대해 구성된 NTP 서버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소스가 일치하지 않으면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는 포드의 구성된 NTP 서버가 표시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5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Workspace ONE Access 제품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통합을 위한 Workspace 

ONE Access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통합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 제목 아래의 섹
션을 참조하십시오.

Workspace ONE Access 설명서 페이지의 통합 사전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6 Workspace ONE Access 제품 정보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환경에서 Workspace ONE 

Access 환경으로 데스크톱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 설명서 페이지의 VMware Workspace ONE Access에서 Horizon Cloud 

테넌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Workspace ONE Access 설명서의 단계를 따를 때 이러한 중요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n Workspace ONE Access 액세스를 위해 포드를 구성하는 아래 8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컬렉션 동기화
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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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테넌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Workspace ONE Access 화면의 호스트 필드에 포드 
관리자의 Azure Load Balancer IP 주소로 매핑한 DNS 서버의 FQDN을 지정하고 포드 관리자 VM에 
연결합니다.

이 FQDN은 Workspace ONE AccessConnector가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
록 해당 장치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처럼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 직접 구성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포드에 직접 업로드한 SSL 인증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7 구성된 Workspace ONE Access 환경을 포드의 ID 관리 제공자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설정을 입력합니
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관련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정보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를 구성하는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8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테넌트에서 컬렉션을 수동으로 동기화하면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Workspace ONE Access 관리 콘솔에서 컬렉션을 찾고 동기화를 클릭합니다.

9 Workspace ONE Access에 최종 사용자로 로그인하고 카탈로그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
여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확인합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Workspace ONE Access에서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 할당 액세스 확인을 참조
하십시오.

통합이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해당 데스크
톱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받고 액세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
스하도록 지정 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
Workspace ONE Access을 사용하여 포드 제공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
자 액세스 권한을 확인하는 단계를 통해 통합 프로세스를 완전히 완료하려면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의 SSL 인증서 구성 개요(주로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의 포드가 있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사용) 및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포드 인증서 업로드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설명
하는 것처럼 포드 관리자의 Azure Load Balancer IP 주소를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에 매핑하는 항
목이 DNS 서버에 필요합니다.

SSL 인증서에서 사용할 FQDN을 포드 관리자 Load Balancer IP 레이블 옆에 있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는 IP 주소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포드가 있으며, 포드에 대한 Workspace ONE Access 연결을 위해 
mypod-a.example.com의 FQDN을 해당 포드의 FQDN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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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의 DNS에서 mypod-a.example.com을 표시된 IP 주소인 192.168.21.4에 매핑합니다.

mypod-a.example.com    192.168.21.4

Horizon Cloud 테넌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Workspace ONE Access 화면의 단계를 수행하여 해당 
Workspace ONE Access 화면에서 호스트 필드에 대해 이 FQDN을 지정합니다.

n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사용하여 포드 관리자로 업로드한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SSL 인증서가 있는 완전히 
구성된 포드. 인증서 업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VM의 SSL 인증서 구성 개요
(주로 단일 포드 브로커 환경의 포드가 있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에서 사용)를 참조하십
시오.

n 포드에 대해 구성된 VDI 데스크톱 할당, 세션 데스크톱 할당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

n 조직의 구성된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테넌트에 대한 액세스.

클라우드 호스팅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는 경우 포드를 해당 테넌트와 통합하려면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커넥터는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사용 권한 정보를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에 전송합니다. Active Directory 네트
워크에서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Workspace ONE Access Cloud 설명서와 Workspace ONE Access와 Horizon Cloud 통합을 위한 
배포 시나리오에서 설명하는 단계를 따릅니다. 이 릴리스에 필요한 커넥터 버전에 대해서는 https://

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sim/interop_matrix.php에서 VMware 제품 상호 운용
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커넥터의 구성된 신뢰할 수 있는 시간 소스가 포드에 대해 구성된 NTP 서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기존 통합 및 VMware Workspace ONE® Access™ 커넥터 장치가 있는 경우 최신 포드 소프트웨어 
수준으로 포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커넥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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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구성된 Workspace ONE Access 환경이 Workspace ONE Access 설명서의 통합 사전 요구 사항 페이
지에 나와 있는 대로 Horizon Cloud 리소스와의 통합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절차
1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관련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정보를 사

용하여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를 구성하는 단계
Microsoft Azure의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에 통합하려면 해당 Workspace ONE Access 

정보로 포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이 정보를 구성합니다.

2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Workspace ONE Access에서 최종 사용자의 데스
크톱 할당 액세스 확인
Horizon Cloud 환경을 Workspace ONE Access 환경과 통합한 후에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에게 포드 프로비저닝된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원격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관련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정보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를 
구성하는 단계
Microsoft Azure의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에 통합하려면 해당 Workspace ONE Access 정보로 
포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이 정보를 구성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Workspace ONE AccessConnector가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를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와 통합하는 경우처럼 포드 관리자 VM에서 SSL 인증서 직접 구성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해당 FQDN을 기반으로 하는 SSL 인증서가 포드 관리자 VM으로 업로드되는지 확인합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의 3단계에 설명된 것처럼 해당 SSL 인증서는 DNS 서버에 있는 포드 관리자
의 Azure Load Balancer IP 주소에 매핑한 FQDN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 환경에서 포드 프로비저닝된 최종 사용자 리소스 및 사용 권한을 Workspace ONE 

Access와 동기화하는 데 해당 FQDN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n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의 SAML IdP(ID 제공자) 메타데이터 URL.

Workspace ONE Access 관리 콘솔의 SAML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환경의 SAML IdP 메타데이터 URL

을 가져옵니다.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설명서 페이지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SAML 인증 구성을 참조하
십시오.

해당 페이지에서 IdP(ID 제공자) 메타데이터 링크를 클릭하면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일반적으로 
https://WS1AccessFQDN/SAAS/API/1.0/GET/metadata/idp.xml 형식의 URL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WS1AccessFQDN은 Workspace ONE Access 환경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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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에 연결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에게 연결하도록 지시하는 대상 FQDN입니다.

절차
1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설정 > ID 관리로 이동한 후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다음 옵션을 구성합니다.

설정 설명
VMware Workspace 

ONE Access 메타데이
터 URL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환경의 SAML IdP(ID 제공자) 메타데이터 URL을 입력합니다. 이 메타
데이터 URL은 일반적으로 https://WS1AccessFQDN/SAAS/API/1.0/GET/metadata/idp.xml 
형식이고, 여기서 WS1AccessFQDN은 Workspace ONE Access 환경의 FQDN입니다.

SSO 토큰 시간 초과 SSO 토큰의 시간 초과로 설정할 시간(분)을 입력합니다. 미리 채워지는 시스템 기본값은 0입니다.

위치 위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포드 드롭다운을 해당 위치와 연결된 포드 집합으로 필터링합니다.

포드 이 구성이 적용되는 포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센터 드롭다운에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과 관련된 숫자가 표시됩니다. 기본값을 유지합니다.

클라이언트 액세스 
FQDN

Horizon Cloud에 연결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에게 연결하도록 지시하는 대상 FQDN을 입력합니다.

Workspace ONE 리디
렉션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액세스하도록 구성한 경우에도 이 토글을 예로 설
정하여 최종 사용자를 Workspace ONE Access 환경으로 자동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액
세스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과하도록 하는 옵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일 포드 브로커링
이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
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지정 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리디렉션을 예로 구성한 상태에서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가 Horizon Cloud에 연결
하려고 하며,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한 강제 인증을 구성한 경우 클라이언트는 포드와 통합된 
Workspace ONE Access 환경에 자동으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토글을 아니요로 설정하면 자동 리디렉션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습니다.

자동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고 강제 액세스를 구성하면 대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정보 메
시지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지정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여기에 구성된 ID 관리 제공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Workspace ONE Access 리디렉션을 사용하도
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성에 대해 이 토글을 이미 예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 토글을 예로 설정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결과
녹색 상태 표시는 구성이 성공적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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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테넌트에서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동기
화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 관리 콘솔에서 이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정의된 컬렉션을 찾고 동기
화를 클릭합니다.

중요  
n Horizon Cloud에서 리소스 또는 사용 권한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사항을 Workspace ONE Access에 전

파하려면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n 해당 커넥터에서 구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간 소스가 포드에 대해 구성된 NTP 서버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야 합니다. 시간 소스가 일치하지 않으면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포드
의 구성된 NTP 서버가 표시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
를 열 수 있습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Workspace ONE 
Access에서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 할당 액세스 확인
Horizon Cloud 환경을 Workspace ONE Access 환경과 통합한 후에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포드 프로비저닝된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원격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다음 항목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에 설명된 대로 통합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n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관련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정보를 사용
하여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를 구성하는 단계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n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자신의 데스크톱에 액세스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하려는 액
세스 방법을 구성합니다.

n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이 통합된 Horizon Cloud 포드에서 Workspace ONE Access 환경과 동기화
되는지 확인합니다. Workspace ONE Access 관리 콘솔에서 [가상 애플리케이션 구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Horizon Cloud 수집을 동기화합니다.

절차
1 조직의 Workspace ONE Access URL을 사용하여 Workspace ONE Access에 로그인합니다.

2 포털에서 사용 권한이 부여된 Horizon Cloud 데스크톱과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True SSO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Horizon Cloud 환경에 등록한 후 VMware Workspace ONE과 통합한 경우 이
에 대한 True SSO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rue SSO는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되어 사용자가 
Windows 운영 체제에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입력할 필요 없이 Horizon Cloud에서 제공하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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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싱글 사인온(SSO)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True SSO가 환
경에 대해 구성된 경우 최종 사용자는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제
공한 Workspace ONE URL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인증하면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입력하
라는 프롬프트 없이 사용자가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True SSO 구성은 테넌트 전체의 구성 유형입니다. True SSO 구성은 포드 그룹에 있는 Microsoft Azure

의 Horizon Cloud 포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True SSO를 처음 성공적으로 
구성한 후 나중에 자동화된 포드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추가 Horizon Cloud 포드를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하면 시스템은 해당하는 모든 포드에 동일한 True SSO 구성을 전송하고 해당 포드에 대해 동일한 True 

SSO 구성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사용자 환경에 사용하도록 True SSO를 구성하는 작업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개괄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을 포함하여 True SSO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설정합니다.

a 엔터프라이즈 CA가 될 Microsoft Windows Server CA(인증 기관) 설치 및 구성. 이 섹션에 있는 절차
는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의 경우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다른 
Microsoft Windows Server 버전에 대해 매우 유사한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b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
중요   True SSO 템플릿의 이름에는 ASCII 문자만 사용하십시오. 알려진 문제로 인해, True SSO 템플
릿 이름에 ASCII 이외 문자나 상위 ASCII 문자가 포함된 경우, Horizon Cloud 환경에서 True SSO를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c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서 Horizon Cloud 연결 번들 다운로드. 

연결 번들은 등록 서버를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d 등록 서버 설정
중요   등록 서버를 설정한 후에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
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에 설명된 등록 서버에 대한 포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 등록 서버 정보 추가.

구성이 완료되면 엔터프라이즈 CA와 등록 서버가 함께 작동하여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를 로그인시키는 데 사용되는 일시적인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는 특정 사용 권한이 부
여된 사용자에게 인증서의 등록 서버를 묻습니다. 등록 서버는 CA에 접속하여 요청된 인증서를 생성한 다음 해당 
인증서를 Horizon Cloud 포드에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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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True SSO를 구성하기 전에 Horizon Cloud 환경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Workspace ONE Access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장 8 VMware Workspace ONE 및 True SSO 기능과 함께 Horizon Cloud 환경 사용 정보 
설명서 항목을 참조하고 Horizon Cloud 환경의 구성에 적합한 통합 절차를 따르십시오.

절차
1 Horizon Cloud - True SSO - SSO Microsoft Windows Server 시스템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CA(인증 기관) 설정
True SSO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Microsoft CA(인증 기관)입니다. 이미 CA(인증 기관)가 설
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Microsoft Windows Server에 AD CS(Active Directory Certificate 

Services) 역할을 추가하고 서버를 Enterprise CA로 구성해야 합니다. Service Manager 마법사를 사용
하여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Horizon Cloud - True SSO -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
CA에서 인증서 템플릿을 구성해야 합니다. 인증서 템플릿은 CA가 생성하는 인증서의 기준입니다.

3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페어링 번들 다운로드
True SSO에 대한 Horizon Cloud 환경을 구성할 때 등록 서버 설정 단계를 완료하려면 이 연결 번들이 필
요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서 연결 번들을 다운로드합니다.

4 Horizon Cloud - True SSO - 등록 서버 설정
등록 서버(ES)는 True SSO용 인프라 설정의 마지막 단계로 Windows Server 시스템에 설치하는 
Horizon Cloud 구성 요소입니다. 등록 에이전트(컴퓨터) 인증서를 서버에 배포하여 이 ES를 등록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사용자 대신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한 요소로 인증합니다.

5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한 True SSO 구성 완료
등록 서버가 설정된 후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
이러한 단계를 완료하면 환경이 True SSO를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Horizon Cloud - True SSO - SSO Microsoft Windows Server 시스템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CA(인증 기관) 설정
True SSO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Microsoft CA(인증 기관)입니다. 이미 CA(인증 기관)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Microsoft Windows Server에 AD CS(Active Directory Certificate Services) 역할을 
추가하고 서버를 Enterprise CA로 구성해야 합니다. Service Manager 마법사를 사용하여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icrosoft CA를 설정하는 표준 단계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랩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간단한 형식으
로 단계를 상세화하지만, 실제 생산 시스템의 경우 CA 구성을 위한 업계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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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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 이 항목의 특정 단계는 Windows Server 2012 R2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Windows Server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CA를 호스팅하는 동일한 시스템에 
등록 서버를 설치하려면 등록 서버에 대해 지원되는 Windows Server 버전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Horizon Cloud - True SSO - 등록 서버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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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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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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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합니다.

14 [개인 키] 페이지에서 [새 개인 키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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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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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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Horizon Cloud - True SSO -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의 단계에 따라 CA에서 인증서 템플릿을 설정합
니다.

Horizon Cloud - True SSO -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
CA에서 인증서 템플릿을 구성해야 합니다. 인증서 템플릿은 CA가 생성하는 인증서의 기준입니다.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Cloud - True SSO - SSO Microsoft Windows Server 시스템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CA(인증 
기관) 설정에 설명된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절차
1 새 범용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그룹을 생성하면 사용자 대신 인증서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할당할 수 있는 단일 보안 그룹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VMware 등록 서버가 설치된 모든 컴퓨터는 이 그룹의 구성원이 되어 이러한 권한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a 시작을 클릭하고 dsa.msc를 입력합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창이 표시됩니다.

b 트리에서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Users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 그룹을 
선택합니다.

[새 개체 - 그룹]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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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룹 이름 필드에 새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True SSO 등록 서버.

d 다음 값을 설정합니다.

설정 값
그룹 범위 범용
그룹 유형 보안

e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 그룹이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창의 트리에 나타납니다.

f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g [구성원] 탭에서 등록 서버를 설치할 모든 컴퓨터를 추가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h 등록 서버를 설치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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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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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아래에 설명된 대로 창의 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탭 설정
호환성 n 결과 변경 내용 표시 확인란 선택.

n 인증 기관 - Windows 운영 체제 선택
n 인증서 수신자 - Windows 운영 체제 선택

일반 중요   True SSO 템플릿의 이름에는 ASCII 문자만 사용하십시오. 알려진 문제로 인해, True 

SSO 템플릿 이름에 ASCII 이외 문자나 상위 ASCII 문자가 포함된 경우, Horizon Cloud 환
경에서 True SSO를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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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뉴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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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N(사용자 계정 이름) 확인란 선택.

서버 CA 데이터베이스에 인증서 및 요청 저장 안 함 확인란 선택
발급 요구사항 n 등록을 위한 필수 작업 - 인증된 서명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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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에 대해 
허용을 선택합니다.

f 확인을 클릭합니다.

3 True SSO에 대한 템플릿을 발행합니다.

a Certificate Templates 폴더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 발급할 인증서 템
플릿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템플릿 사용] 창이 표시됩니다.

b TrueSsoTemplate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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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에이전트 템플릿을 발행합니다.

a Certificate Templates 폴더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 발급할 인증서 템
플릿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템플릿 사용] 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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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페어링 번들 다운로드의 단계에 따라 Horizon Cloud 연결 
번들을 다운로드합니다.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페어링 번들 다운로드
True SSO에 대한 Horizon Cloud 환경을 구성할 때 등록 서버 설정 단계를 완료하려면 이 연결 번들이 필요합니
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서 연결 번들을 다운로드합니다.

중요   True SSO 구성은 테넌트 전체의 구성 유형입니다. True SSO 구성은 포드 그룹에 있는 Microsoft Azure

의 Horizon Cloud 포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True SSO를 처음 성공적으로 
구성한 후 나중에 자동화된 포드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추가 Horizon Cloud 포드를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하면 시스템은 해당하는 모든 포드에 동일한 True SSO 구성을 전송하고 해당 포드에 대해 동일한 True 

SSO 구성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연결 번들에는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해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각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인증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rue SSO를 구성하려는 포드에 대해 해당 포드의 인증서 파일을 등록 서버에 업로드
합니다. 하나의 포드가 있으면 CRT 형식의 인증서 파일 하나가 번들에 포함됩니다. 둘 이상의 포드가 있으면 포드
당 하나씩 여러 개의 CRT 파일이 번들에 포함됩니다. 각 CRT 파일의 이름은 다음 패턴을 따릅니다.

podID_truesso.crt

여기서 podID는 포드의 요약 페이지에 표시되는 포드의 ID입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Active Directory로 이동합니다.

2 True SSO 구성 영역에서 연결 토큰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pairing_bundle.7z 파일을 가져옵니다.

3 해당 컨텐츠를 추출할 수 있는 위치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4 True SSO를 구성하려는 포드의 경우 등록 서버를 설정할 때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연결 번들의 포드 CRT 

파일을 추출합니다.

연결 번들에는 사용자 환경의 각 포드에 대한 인증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CRT 파일 이름은 
podID_truesso.crt 패턴을 따릅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의 ID 값입니다.

5 Horizon Cloud - True SSO - 등록 서버 설정의 단계에 따라 등록 서버를 설정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727



Horizon Cloud - True SSO - 등록 서버 설정
등록 서버(ES)는 True SSO용 인프라 설정의 마지막 단계로 Windows Server 시스템에 설치하는 Horizon 

Cloud 구성 요소입니다. 등록 에이전트(컴퓨터) 인증서를 서버에 배포하여 이 ES를 등록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사
용자 대신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한 요소로 인증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Cloud - True SSO - SSO Microsoft Windows Server 시스템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CA(인증 
기관) 설정, Horizon Cloud - True SSO - CA에서 인증서 템플릿 설정 및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페어링 번들 다운로드의 단계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시스템에서 이 설치에 대해 지원되는 운영 체제, 즉 Windows Server 2012 R2, 

Windows Server 2016, Windows Server 2019 중 하나를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에는 최소 4GB의 
메모리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시스템에 등록 서버를 설치합니다.

a My VMware 사이트에서 Enrollment Server.exe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 이름은 
VMware-HorizonCloud-TruessoEnrollmentServer-x86_64-7.3.0-xxxxx.exe와 비슷
합니다.

b 시스템이 이전에 언급한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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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을 선택합니다.

h 인증서 등록 대화 상자에서 등록 에이전트(컴퓨터)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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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ue SSO를 구성하려는 포드에 대해 pairing_bundle.7z 파일에서 추출된 포드의 인증서 CRT 파일을 가
져옵니다.

연결 번들에는 사용자 환경의 각 포드에 대한 인증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CRT 파일 이름은 
podID_truesso.crt 패턴을 따릅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의 ID 값입니다.

a MMC에서 VMware Horizon Cloud Enrollments Server Trusted Roots 폴더 아래 Certificates 하
위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모든 작업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b 다음을 클릭합니다.

c pairing_bundle.7z 번들에서 인증서 파일을 추출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하나의 포드만 있으면 하나의 CRT 파일만 번들에 포함됩니다. 둘 이상의 포드가 있으면 각 포드에 대한 
CRT 파일이 번들에 포함됩니다.

d 구성 중인 포드의 수에 따라 하나 이상의 인증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e 다음을 클릭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4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한 True SSO 구성 완료에 설명된 나머지 구성 단
계를 완료합니다.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한 True SSO 구성 
완료
등록 서버가 설정된 후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이전 단계 Horizon Cloud - True SSO - 등록 서버 설정을 완료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에 설명된 대
로 포드 관리자 VM 및 등록 서버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포트가 트래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 서버의 연결이 실패합니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Active Directory로 이동합니다.

2 True SSO 구성 옆에 있는 추가를 클릭합니다.

True SSO 구성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참고   등록 서버를 이미 구성했으므로 이 대화상자의 연결 토큰 다운로드 링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등록 서버 필드에 등록 서버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고 필드 옆에 있는 연결 테스트 버
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필수 필드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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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가용성을 위해 보조 등록 서버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두 번째 시스템에서 Horizon Cloud - True S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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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이제 구성 정보는 True SSO 구성 아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중요   True SSO 구성은 테넌트 전체의 구성 유형입니다. True SSO 구성은 포드 그룹에 있는 Microsoft Azure

의 Horizon Cloud 포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True SSO를 처음 성공적으로 
구성한 후 나중에 자동화된 포드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추가 Horizon Cloud 포드를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하면 시스템은 해당하는 모든 포드에 동일한 True SSO 구성을 전송하고 해당 포드에 대해 동일한 True 

SSO 구성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730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연결
9

다음 항목에서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연결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포드는 콘솔의 포드 배포 마법사를 사
용하여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에서 배포되는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입니다.

PCOIP URL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포드를 사용하는 경우
장 6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설명된 대로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 게이트웨
이 유형의 경우, HTML Access(Blast 프로토콜)가 외부 URL을 제공된 FQDN으로 구성하더라도 PCOIP URL은 
IP 주소를 대신 사용합니다. 이 동작으로 인해 PCOIP와 관련된 외부 게이트웨이와 내부 게이트웨이 유형 간에 차
이가 발생합니다.

n 외부 게이트웨이 유형: PCOIP URL이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로드 밸런서 리소스의 공용 IP로 설정됩
니다.

n 내부 게이트웨이 유형: PCOIP URL은 DNS를 사용하여 제공된 FQDN이 IP 주소인지 확인한 다음, PCOIP 

URL로 사용합니다. PCOIP URL이 제공된 FQDN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COIP URL은 내부 게이트웨이 구
성의 내부 로드 밸런서 리소스의 개인 IP 주소를 대신 사용합니다.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로드 밸런서가 최종 사용자 연결 시도의 첫 번째 끝점이 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로드 밸런서로 리디렉션하도록 설정한 추가 끝점 또는 로드 밸
런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드를 배포하거나 편집할 때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게이트웨이 구성으로 업
로드한 인증서의 경우, 네트워킹 설정에서 첫 번째 끝점의 FQDN 또는 IP 주소와 일치하도록 인증서를 구성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끝점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환경에 액세스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이 설명과 일치하여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먼저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로드 밸
런서가 아닌 끝점을 첫 번째 끝점으로 먼저 액세스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제공된 인증서로 적절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DNS 매핑이 일치하는 PCOIP URL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RDS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 세션에 표준 시간대 리디렉션 사용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제공되는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중 모니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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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Microsoft Teams에 대한 미디어 최적화의 비디오 지원
n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RDS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 세션에 표준 시간대 리디렉
션 사용
팜의 RDS 서버 VM과 최종 사용자가 서로 다른 표준 시간대에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로사용자가 RDS 세션 기반 
데스크톱에 연결하면 데스크톱에는 팜 RDSH VM의 표준 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표준 시간대 리
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로컬 표준 시간대의 시간을 세션 기반 데스크톱에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이 정책 설정은 원격 애플리케이션 세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그룹 정책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 2012, Windows 2008 및 Windows 2003 Active Directory 버전에 따라 그룹 정책 관리 콘
솔을 여는 단계가 다릅니다. 사용 중인 운영 체제 버전에 해당하는 Windows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RDS ADMX 파일이 Active Directory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단계의 예는 VMware 

Horizon 설명서의 "Horizon 원격 데스크톱 기능 및 GPO" 가이드 내에 있는 Active Directory에 ADMX 

템플릿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VMware Horizon 설명서의 "Horizon 원격 데스크톱 기능 및 GPO"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RDS 디바이스 
및 리소스 리디렉션 그룹 정책 설정을 숙지하십시오.

절차
1 Active Directory 서버에서 그룹 정책 관리 콘솔을 엽니다.

2 도메인 및 그룹 정책 개체를 확장합니다.

3 그룹 정책 설정에 대해 생성한 GPO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4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에서 컴퓨터 구성 > 정책 > 관리 템플릿 > Windows 구성 요소 > 원격 데스크톱 서비
스 > 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 디바이스 및 리소스 리디렉션으로 이동합니다.

5 표준 시간대 리디렉션 허용 설정을 사용하도록 선택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제공되는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중 모니터 지원
이 항목에서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리소스에서 여러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한 특정 지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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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는 Horizon Client의 모니터 및 화면 해상도 사용에 대한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세부 정보는 
모니터 및 화면 해상도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네트워크 상태, 대역폭 소비, 워크로드 강도 등, 그래픽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므로, 

특정 비즈니스 요구에 가장 적합한 유용성, 비용 및 성능 조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
다.

다음 표의 구성은 오피스 생산성 애플리케이션, 브라우저의 스트리밍 미디어 및 인터넷 사용의 조합과 같은 사무직 
직원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VM 크기, 사용 중인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화면 해상도, 워크로드 및 기타 요인
으로 인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 9-1. RDSH VM에 대해 지원되는 구성
VM 유형 그래픽 구동 장치 워크로드 모니터링 옵션
GPU 비지원 
RDSH VM

Microsoft Hyper-V 디스플레이 
어댑터

기본(고급 그래픽 기능 또는 
HD 비디오 재생이 필요하지 않
음)

단일 4K 디스플레이

GPU 지원 NV 시
리즈 RDSH VM

NVIDIA GRID GPU

드라이버 세부 정보는 다음을 참조
하십시오.

n https://
docs.microsoft.com/en-us/
azure/virtual-machines/nv-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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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집약적 또는 고급 그래
픽 기능이 필요함

단일 4K 디스플레이

GPU 지원 NVv4 

시리즈 RDSH 
VM

AMD GPU

드라이버 세부 정보는 다음을 참조
하십시오.

n https://
docs.microsoft.com/en-us/
azure/virtual-machines/
nvv4-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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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애플리케이션 렌더링을 위
한 것입니다(예: 3D 애플리케
이션).

단일 4K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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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VDI 데스크톱 VM에 대해 지원되는 구성
VM 유형 그래픽 구동 장치 워크로드 모니터링 옵션
GPU를 지원하지 
않는 VDI 데스크
톱 VM

VMware 디스플레이 어댑터
참고   이 드라이버는 VMware 

ESX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아닙니
다.

Microsoft 소프트웨어 렌더링은 고
급 그래픽 기능에 사용됩니다.

기본(고급 그래픽 기능 또는 
HD 비디오 재생이 필요하지 않
음)

단일 2560x1440 디스플레이
두 개의 1920x1080 디스플레이

GPU 지원 NV 시
리즈 VDI 데스크
톱 VM

NVIDIA GRID GPU

드라이버 세부 정보는 다음을 참조
하십시오.

n https://
docs.microsoft.com/ko-kr/
azure/virtual-machines/
windows/sizes-gpu#nv-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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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집약적 또는 고급 그래
픽 기능이 필요함

최대 4개의 4K 디스플레이
참고   Microsoft NV 시리즈 VM에서는 
VDI 데스크톱에 최대 4개의 4K 디스플레이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해상도 및 
워크로드 권장 사항을 확인하려면 사용 중인 
특정 GPU에 대한 NVIDIA GRI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GPU 지원 NVv4 

시리즈 VDI 데스
크톱 VM

AMD GPU

드라이버 세부 정보는 다음을 참조
하십시오.

n https://
docs.microsoft.com/en-us/
azure/virtual-machines/
nvv4-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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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애플리케이션 렌더링을 위
한 것입니다(예: 3D 애플리케이
션).

단일 4K 디스플레이
참고   여기서는 검증 테스트 및 AMD 

Radeon MI25 규격을 기준으로 단일 4K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되는 해상도 및 워크로드 권장 사항을 확인
하려면 사용 중인 특정 GPU에 대한 AMD 

Radeon Instinct MI25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Microsoft Teams에 대한 
미디어 최적화의 비디오 지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프로비저닝된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서 
Microsoft Teams용 미디어 최적화를 위한 Horizon 원격 환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원격 데스
크톱 기능 및 GPO"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가상 데스크톱 대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서 Teams 미디어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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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포드 매니페스트 2298.0 이상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 20.2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0년 8월 11일부터 Horizon Client 버전 
2006 이상을 사용하여 해당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가상 데스크톱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Mware 

Horizon 설명서에 있는 "Horizon 원격 데스크톱 기능 및 GPO" 가이드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생성하면 최종 사용자는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에 액세스할 수도 있고, Horizon HTML Access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브라우저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중인 환경을 VMware Workspace ONE® Access™ 환경과 통합한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환경으로 이동하기 
위한 최종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또는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로그
인
최종 사용자는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 연결할 때 할당된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
션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포드가 제공하는 데스크톱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중요   최종 사용자에 URL 리디렉션을 할당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Horizon Client를 설치하고 
URL 컨텐츠 리디렉션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URL 컨텐츠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명령줄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시작점으로 
Horizon Client 문서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명령줄에서 Windows용 Horizon Client 설치
n Horizon Client 외부에서 열리는 URL 링크 클릭
사전 요구 사항
n VMware Horizon Clients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숙지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Horizon Client 지원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s://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sim/interop_matrix.php에서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를 참조하고 각 설명서를 보려면 https://docs.vmware.com/kr/

VMware-Horizon-Client/index.html에서 Horizon Client 설명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조직의 DNS 정보에서 조직이 이 포드에 대한 최종 사용자 연결을 위해 DNS(Domain Name System)에서 
연결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획득합니다(예: desktops.mycorp.example.com).

예를 들어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최종 사용자 연결을 위해 Unified Access 

Gateway를 사용하도록 구성되면 조직은 배포 마법사에 제공한 FQDN을 포드의 배포된 로드 밸런서에 대한 
자동 생성 FQDN에 매핑하는 DNS CNAME 또는 A 레코드가 설정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공용 FQDN에 
대한 설명은 DNS 서버에서 매핑할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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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스템에서 기본 데스크톱 VM 또는 팜 RDSH VM의 전원을 켜야 할 때 클라이언트 재시도 기능을 구현한 
Horizon Client가 자동으로 연결을 재시도하도록 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브로커 페이지에
서 클라이언트에서 전원이 꺼진 VM을 대기하도록 허용 옵션을 예로 설정합니다. 버전 4.8 이상부터 
Windows용 Horizon Client 및 Mac용 Horizon Client에 이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절차
1 Horizon Client를 시작합니다.

2 클라이언트에서 새 서버를 추가하기 위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새 서버 구성에서 최종 사용자 연결을 위해 DNS에 추가된 이름(예: desktops.mycorp.com)을 입력합니다.

4 인증 대화상자에서 Active Directory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5 2단계 인증 구성이 있는 경우 요청 메시지가 표시되면 2단계 인증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6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된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항목에 연결합니다.

기본 데스크톱 VM 또는 팜 RDSH VM의 전원이 꺼진 경우 VDI 데스크톱 할당 또는 RDSH 팜에 구성된 전원 
관리 스케줄로 인해 시스템에서 연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VM의 전원을 켜기 시작합니다. Windows용 
Horizon Client 또는 Mac용 Horizon Client 버전 4.8 이상을 실행 중이고 테넌트 환경에 대해 클라이언트
에서 전원이 꺼진 VM을 대기하도록 허용 옵션을 예로 설정한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데스크톱이 준비되면 연
결이 설정됨을 설명하는 메시지와 예상 소요 시간을 표시합니다.

7 (선택 사항) 선택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적용되는 추가 옵션을 구성하려면 아이콘을 마우
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선택합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 조직에서 최종 사용자가 리소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
름)을 가리켜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자격이 부여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포드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톱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   VMware Workspace ONE® Access™ 환경과의 통합이 구성된 경우 최종 사용자는 해당 환경을 사용하
여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
스하도록 지정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n Horizon HTML Access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숙지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Horizon HTML Access 지원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s://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sim/interop_matrix.php에
서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를 참조하고 각 설명서를 보려면 https://docs.vmware.com/kr/

VMware-Horizon-HTML-Access/index.html에서 Horizon HTML Access 설명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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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조직의 DNS 정보에서 조직이 이 Microsoft Azure의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최종 사용자 연결을 위해 
DNS(Domain Name System)에서 연결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획득합니다(예: 
desktops.mycorp.example.com).

예를 들어, 포드를 최종 사용자 연결을 위해 Unified Access Gateway를 사용하도록 구성하면 조직의 DNS

에는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FQDN을 Azure Load Balancer의 자동 생성된 공용 FQDN으로 매핑하는 
CNAME 레코드가 있습니다. DNS 서버에서 매핑할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시스템에서 기본 데스크톱 VM 또는 RDSH VM의 전원을 켜야 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의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연결을 재시도하도록 하려면 클라이언트에서 전원이 꺼진 VM을 대기하도록 
허용 옵션을 예로 설정합니다. 이 옵션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브로커 페이지에 있습니다. 버전 
4.10 이후의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에 이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n VDI 데스크톱, 세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이 있는 사용자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
니다.

절차
1 브라우저가 https://<desktops-FQDN> 형식의 URL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여기서 desktops-FQDN

은 최종 사용자 연결을 위해 DNS에 추가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DNS가 myDesktops.example.com의 FQDN을 연결한 경우 브라우저가 https://
myDesktops.example.com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2 데스크톱 할당이 있는 사용자에 대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결과
사용자 할당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브라우저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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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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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했
던 파일 형식에 대한 파일 처리기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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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기본 처리기로 설정한 경우:

n 파일의 미리 보기 아이콘은 애플리케이션 시작 관리자 페이지에서 권한있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 됩니
다.

n 파일 형식 설명(있는 경우)은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재정의됩니다.

n 해당 유형의 파일을 두 번 클릭하면 Horizon Client가 시작됩니다.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카탈로그를 통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
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지정
이러한 단계는 Horizon Cloud 환경이 Universal Broker에 대해 구성되고 Horizon Cloud를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와 통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Horizon Cloud는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카탈로그를 통해 포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Hub 카탈로그를 통해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도록 하면 해당 Horizon 

Client를 사용하거나 HTML Access를 통해 데스크톱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적용은 
Workspace ONE 테넌트 환경에 설정된 2단계 인증 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환경이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경우 최종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
스크톱을 실행합니다.

n 브라우저에서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위해 Universal Broker URL을 로드하여 해당 URL이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브로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n Horizon Client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Universal Broker URL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새 서버 위치
로 포함하여

n Workspace ONE Hub 카탈로그에서(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에 설명된 대로 환경을 통합한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는 선택적으로 Horizon Cloud 환경을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Hub 카탈로그만 사용해야 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Universal Broker 및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를 사용하여 구성된 Horizon Cloud가 성공적으로 통
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브로커 > 인증으로 이동합니다.

2 Intelligent Hub 적용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선택 옵션을 확인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Workspace ONE Hub 카탈로그를 통하지 않고 Horizon Client를 사용하거나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직접 데스
크톱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해 봄으로써, 데스크톱 액세스가 설정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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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
도록 지정
이러한 단계는 Horizon Cloud 환경이 단일 포드 브로커링에 대해 구성되고 Microsoft Azure의 포드와 
Workspace ONE Access 환경을 통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Horizon Cloud는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포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을 통해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도록 하면 해당 Horizon 

Client를 사용하거나 HTML Access에 의해 데스크톱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적용은 
Workspace ONE Access 환경에 설정된 2단계 인증 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을 실행합니다.

n 브라우저에서, 조직의 DNS 레코드가 액세스해야 하는 포드와 연결한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위한 FQDN을 
로드합니다.

n Horizon Client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FQDN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새 서버 위치로 포함합니다.

n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에 설명된 대로 Workspace ONE Access에서 환경을 통합한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는 선택적으로 Horizon Cloud 환경을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만 사용해야 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 네트워크 외부에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회사 네트워크 내부에서 액세스하는 사용자 또는 두 가지 유형의 사용자 모두에 대해 적용을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적용이 설정될 경우 Workspace ONE Access으로 자동으로 리디렉션되도록 클라이언트를 구성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에 액세스하도록 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Workspace ONE Access 리디렉션 기능과 함께 사용됩니다.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 설정을 통해 액세스하도록 지정 Workspace ONE Access 리디렉션 설정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Horizon Cloud

에 액세스하여 해당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
션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결과

사용(예) 사용(예)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Workspace ONE 

Access로 리디렉션됩니다.

사용(예) 비활성화됨(아니요) 클라이언트가 Workspace ONE Access

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 액세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
다. 자동 리디렉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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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 설정을 통해 액세스하도록 지정 Workspace ONE Access 리디렉션 설정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Horizon Cloud

에 액세스하여 해당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
션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결과

비활성화됨(아니요) 사용(예)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
도록 Horizon Cloud 로그인 화면을 표시합
니다. Workspace ONE Access에 대한 
강제 액세스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었으
므로 자동 리디렉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됨(아니요) 비활성화됨(아니요)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
도록 Horizon Cloud 로그인 화면을 표시합
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강제 액세스 및 자
동 리디렉션 기능이 둘 다 비활성화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Cloud와 Workspace ONE Access 환경이 통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콘솔에서 설정 > ID 관리로 이동한 후 구성을 클릭합니다.

2 대화 상자에서 해당 조직의 필요에 따라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원격 사용자를 강제로 Workspace ONE 

Access로 설정
예로 설정하면 회사 네트워크 외부의 위치에서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Workspace ONE Access에 로그인한 후 해당 위치에서 데스크톱에 액세스해야 합니
다.

내부 사용자를 강제로 Workspace ONE 

Access로 설정
예로 설정하면 회사 네트워크 내부의 위치에서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Workspace ONE Access에 로그인한 후 해당 위치에서 데스크톱에 액세스해야 합니
다.

 
3 시스템에 구성을 적용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4 (선택 사항) ID 관리 구성에서 Workspace ONE Access 리디렉션을 설정합니다.

참고   [ID 관리] 페이지에서 구성된 ID 관리 URL 중 하나에 대해서만 Workspace ONE Access 리디렉션
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ID 관리] 페이지에 다른 ID 관리 URL이 있는 여러 구성만 나열되며, 이 
토글과 연결된 URL이 예로 설정된 경우 다른 ID 관리 URL에 대해 이 토글을 예로 설정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 [ID 관리] 페이지에서 리디렉션을 설정하려는 Workspace ONE Access 구성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하
고 편집을 클릭하여 해당 구성을 엽니다.

b Workspace ONE 리디렉션 토글을 예로 설정합니다.

c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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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Workspace ONE Access을 통하지 않고 Horizon Client를 사용하거나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직접 데스크톱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해 봄으로써, 데스크톱 액세스가 설정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741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왼쪽 탐색 메뉴 정보 10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의 메뉴는 Horizon Cloud 환경에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신속히 이동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메뉴는 콘솔의 왼쪽에 있습니다.

표 10-1. 콘솔 탐색 메뉴
메뉴 설명

시작 페이지를 기본 랜딩 페이지로 설정한 경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작 페이지가 표시됩
니다. Horizon Cloud 시작 마법사 - 개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아이
콘을 클릭하면 Horizon Cloud 대시보드 - 포드 그룹 및 테넌트 환경에 대한 상태 가시성 및 
인사이트가 표시됩니다.

모니터링 다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n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문제 상태, 용량 및 활용률 수준, 최종 사용자 활동 등)를 나타
내는 대시보드

n 활동 보고서 및 감사 로그
n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세션과 관련된 다양한 상세 보고서
n 알림

할당 최종 사용자에게 환경의 인벤토리에 있는 해당 할당 가능 항목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
는 할당 작업을 할 수 있는 콘솔의 할당 관련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팁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다. 콘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그룹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형, 테넌트의 지역별 클라우드부 및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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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콘솔 탐색 메뉴 (계속)

메뉴 설명
인벤토리 사용자 환경에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가 있는 경우 이 콘솔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n 기본 이미지 가상 머신 및 가상 머신이 클라우드 포드에서 가져온 기타 가상 머신(있는 경
우).

n 게시된(봉인된) 이미지
n RDSH 팜
n RDSH 팜의 원격 애플리케이션
n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테넌트 환경이 App Volumes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

우).

환경에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가 있는 경우 이 콘솔 영역은 클라우드부에서 관리되는 
이미지로 작업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설정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 영역에 대한 시스템 전체 설정과 구성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화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n Active Directory 도메인
n 역할 및 권한
n 사용 중인 환경의 용량 관련 측면
n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는 ID 관리.

n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사용되는 VM 유형 및 크기
n 환경 및 포드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구성 설정
n 시작 페이지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모니터링 메뉴 정보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할당 메뉴 정보
n 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 내 자산 보기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설정 메뉴 정보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모니터링 메뉴 정보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다양한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및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환경의 사용량, 환경의 관리자 및 사
용자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살펴보고, 시스템 알림을 확인하고, 다양한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대시보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포드 상태, 용량 및 활용률 수준, 최종 사용자 활동 등)를 표시합니다.

활동 관리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활동 세부 정보와 감사 로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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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보고서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세션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활용률, 추세 및 기간별 분석을 위한 사용자 세션 정보 모니터링을 비활성화한 경우 연결된 데이터 
보고서가 비활성화되고 [보고서]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모니터링 기능이 비활성화되면 시스
템은 해당 사용자 정보의 기간별 및 집계된 보기를 비활성화하지만 제한된 기간에 이러한 사용자 세션 정
보를 수집하고 사용자 이름을 해시하여 실시간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션 기록 보
고서와 같이 해당 데이터의 기간별 및 집계된 보기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세션 
정보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의 모니터링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알림 중요 이벤트와 같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을 표시합니다.

활동 페이지
활동 페이지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현재 이벤트와 이전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활동 페이지는 모니터링 아이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관리자 이벤트, 사용자 이벤트 및 해당 
포드에서 시작된 이벤트에 대한 감사 로그 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작업
각 활동 페이지의 탭은 다음 작업을 제공합니다.

n 각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 도구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이벤트를 필터링합니다.

n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n 보고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된 정보를 보고서 파일로 내보냅니다. 다른 탭과는 다른 감사 로그 탭은 
해당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 내보내기 버튼을 사용합니다.

관리 탭에서는 일부 관리자 관련 이벤트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리자 이벤트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활동] 페이지의 탭에서 보고서 내보내기
각 탭은 탭의 연결된 데이터가 포함된 보고서를 내보내는 작업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탭에서 보고서를 내보내면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 표시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감사 로그 탭은 다른 탭과는 약간 다른 내보내기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감사 로그 탭에서 해당 탭의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내보낸 보고서 기능을 사용하는 대신 CSV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중요   보고서 내보내기 버튼을 사용하는 탭에서 포드 필터의 모든 포드를 선택하면 보고서 내보내기 버튼이 비활
성화됩니다. 각 포드에 대해 내보내기를 수행하여 모든 포드에 대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모든 데이터를 내보낼지 또는 현재 필터링된 데이터만 내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상단에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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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수에 따라 준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는 보고서의 경
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서 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완료된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보낸 보고서 탭의 목록에서 Horizon Cloud Service를 선택하여 해당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관리자 또는 사용자 이벤트의 경우 내보낸 보고서 파일은 ZIP 파일에 포함된 CSV 파일입니다. 생성된 CSV 파일
의 데이터는 날짜별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정렬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n Excel에서 CSV 파일을 열고 날짜를 포함하는 셀의 날짜 형식을 yy/mm/dd hh:mm AM/PM으로 설정합니
다.

n Excel에서 비어 있는 새 통합 문서를 생성하고 Excel의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한 CSV 

파일을 가져옵니다.

관리자 이벤트
관리자 탭에는 관리자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벤트를 확장하면 해당 이벤트의 세부 정보와 하위 작업
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의 세부 정보와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이벤트 설명을 클릭하십시오.

열 설명
설명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상태 성공은 이벤트를 완전히 수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이벤트를 일부만 수행했거나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완료 이벤트의 현재 완료 백분율입니다.

시간 이벤트가 기록된 시간입니다.

이러한 필터링 옵션은 관리자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탭 상단의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 특정 포드 또는 특정 상태에 대한 이벤트만 표시합니다.

n 각 열의 필터 도구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표시되는 이벤트를 필터링합니다.

관리자 탭의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하고 작업 취소를 클릭하여 완료되기 전에 할당 관련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n 취소할 작업을 선택하기 전에 보기를 새로 고쳐서 표시된 작업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n 작업이 시스템에서 취소하도록 허용된 상태인 경우 취소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는 확인란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목록의 모든 작업이 취소 가능할 경우 목록 상단의 '모두 선택' 확인란을 선택하여 모든 작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작업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는 취소할 수 있는 작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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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작업이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취소 작업이 실행 중 상태에 있을 때 취소
팜 확장 지원됨

참고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됨
유의할 점:

n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
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여야
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VM 및 OS/데이터 디스크와 같이 이미 생성
된 리소스는 작업이 취소되면 삭제됩니다. 

VM이 삭제되거나 생성되지 않으면 할당의 크
기가 변경됩니다.

n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당 확장 지원됨
참고   시스템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한 경우 할당이 오프라인 상
태여야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됨
유의할 점:

n 시스템에서 RDSH 팜에 대한 확장 작업을 자
동으로 생성한 경우 팜이 오프라인 상태여야
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VM 및 OS/데이터 디스크와 같이 이미 생성
된 리소스는 작업이 취소되면 삭제됩니다. 

VM이 삭제되거나 생성되지 않으면 할당의 크
기가 변경됩니다.

n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VM을 이미지로 변환 지원됨
참고   이 작업을 취소한 후에 다시 시도하려면 먼
저 VM이 변환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확
실하지 않은 경우 VM의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지원됨
참고   이 작업을 취소한 후에 다시 시도하려면 먼
저 VM이 변환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확
실하지 않은 경우 VM의 전원을 껐다가 켭니다.

사용자 이벤트
테넌트의 포드 유형에 따라 콘솔에는 사용자(Azure) 탭, 사용자(VMware SDDC) 탭 또는 두 탭이 모두 표시됩
니다.

이러한 탭을 사용하여 해당 이벤트와 연결된 포드 유형별로 분류된 최종 사용자 이벤트에 대해 기록된 설명 및 시
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VMware SDDC) 탭을 사용하여 테넌트의 Horizon 배포와 관련된 최종 사용자 이벤트에 대해 
기록된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이러한 필터링 옵션은 다음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탭 상단의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 또는 특정 포드에 대한 이벤트만 표시합니다.

n 각 열의 필터 도구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표시되는 이벤트를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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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로그
[감사 로그] 탭에는 포드에서 관리자가 시작한 작업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로깅된 시간, 상태, 설명 및 사용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로그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탭 맨 위의 필터 도구를 사용하여 표시되는 이벤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
콘솔의 [보고서] 페이지에서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제공한 최종 사용자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세션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중요   데스크톱 상태, 활용률, Azure 동시성, 세션 및 VDI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보고서는 Microsoft Azure에 
Horizon Cloud 포드를 배포한 시점부터 또는 사용자 세션 정보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시점부터 1시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1시간의 경과 시간 외에도 활용률, Azure 동시성, 세션 및 VDI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등 4개의 보고서는 특정 협정 
세계시(UTC) 시간에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의 마지막 UTC 업데이트 시간 이후의 시간 동안 수집된 
정보가 보고서에 입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모니터링 > 보고서를 선택하여 보고서 페이지를 엽니다. 여기서 다양한 보고서 유형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
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면 결과를 필터링하고, 페이지를 수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보고서를 내보내는 옵션과 함께 
콘솔에 표시됩니다.

[보고서] 페이지에는 3개의 탭이 있습니다.

n [보고서 생성] 탭에는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 유형이 표시됩니다. 보고서 유형을 클릭하여 콘솔에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유형의 설명은 아래의 보고서 유형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스케줄] 탭에는 생성한 세션, VDI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또는 사용자 사용량 보고서의 스케줄링된 모든 내보
내기가 나열됩니다. 스케줄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고서 데이터 내보내기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n [내보낸 보고서] 탭에는 다운로드할 준비가 된 내보낸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보고서] 페이지에서 생
성된 보고서와 콘솔의 다른 위치(예: [활동] 페이지)에서 내보낸 데이터에서 생성한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n 탭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보려는 보고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 수는 테넌트의 포드 그
룹에 있는 포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n 보고서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파일이 포함된 ZIP 파일을 XLSX 형식으로 다운로
드합니다.

보고서 데이터 내보내기
보고서를 콘솔에 표시하면 내보내기 레이블이 지정된 버튼 또는 내보내기 아이콘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내보내기를 시작한 후 발생하는 시스템의 동작은 보고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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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버튼을 클릭하여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시스템은 보고서 생성 진행률을 표시합니다. 화면 지시를 따릅니
다.

주의   Microsoft Azure에 포드가 있고 이러한 포드 중 하나라도 2552 이전 버전의 매니페스트에 있는 경우 
더 큰 보고서에 대한 시스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n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보고서가 컴파일되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레코드 수에 따라 준비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개 레코드를 포함하
는 보고서의 경우 약 10분이 걸립니다.

n 준비가 완료되면 다른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보고서가 생성됨 메시지와 다운로드 버튼이 표시됩니다. 다
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이 대화상자를 닫기 전에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운로드
가 완료되기 전에 이 파일을 닫으면 다운로드가 취소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많은 수의 활동 레코드가 있는 경우 
콘솔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최대 10분까지 대기할 수 있을 때 정보를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션, VDI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및 사용자 사용량 보고서
관련 버튼을 클릭하여 내보내기를 시작한 뒤 내보낼 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다음 섹션
에서는 이 워크플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른 유형보다 크므로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
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내보낸 보고서] 탭에서 보고서 다운로드 준비가 되었
을 때 알림을 받을 메일 주소를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세션, VDI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또는 사용자 사용량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
1 보고서 테이블의 왼쪽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보고서 내보내기] 대화상자 맨 위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설명 (선택 사항) 최대 250개 단어로 구성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설명은 특정 보고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내보낸 보고서] 탭의 목록에 표시됩니다.

기간 시스템의 미리 정의된 시간 범위 중에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여 시간 범위를 정의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더라도 메뉴에 사전 정의된 가장 긴 시간 범위보다 시간을 길게 설정하지는 
마십시오. 사용자 지정 시간 범위가 메뉴에서 가장 긴 시스템 사전 정의 시간 범위보다 긴 경우 내보내기 
프로세스가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메뉴에서 가장 긴 사전 정의 시간 범위가 180일이고 사용자 지정 시간 
범위를 200일로 설정한 경우 내보내기 프로세스가 실패하고 실패 메시지가 콘솔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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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내보내기] 대화상자의 스케줄 아래에서 수행하려는 작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여기에 표시된 대로 정보 입력
보고서 즉시 내보내기 - 

반복하지 않음
n 되풀이 - 기본값 없음 유지.

n 내보내기 - 기본값 지금 유지.

미래의 선택한 시간에 보
고서 내보내기 - 반복하
지 않음

n 되풀이 - 기본값 없음 유지.

n 내보내기 - 스케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 컨트롤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보고서를 생성할 날
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주의   스케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내보내기] 대화상자 상단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도 값을 입력해
야 합니다. 스케줄을 선택하면 이름 텍스트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름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이름이 [보고
서] 페이지의 [스케줄] 탭에 있는 목록에 표시됩니다.

미래의 선택한 시간에 보
고서 내보내기 - 선택한 
날짜까지 정기적으로 내
보내기 반복

n 되풀이 - 보고서의 되풀이 주기(일별, 주별, 월별 또는 분기별)를 선택합니다.

n 그런 다음, 화면 컨트롤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해당 되풀이 빈도로 보고서를 생성할 시간 및 되풀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시작 날짜를 선택하고 특정 날짜에를 선택하여 종료 날짜를 지정합니다.

주의   되풀이를 설정한 경우에는 [보고서 내보내기] 대화상자 상단에 있는 이름 텍스트 상자에도 값을 입
력해야 합니다. 없음 외의 되풀이 빈도를 지정하면 이름 텍스트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름 텍스트 상자에 입
력한 이름이 [보고서] 페이지의 [스케줄] 탭에 있는 목록에 표시됩니다.

미래의 선택한 시간에 보
고서 내보내기 - 무한정 
정기적으로 내보내기 반
복

n 되풀이 - 보고서의 되풀이 주기(일별, 주별, 월별 또는 분기별)를 선택합니다.

n 그런 다음, 화면 컨트롤을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해당 되풀이 빈도로 보고서를 생성할 시간 및 되풀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시작 날짜를 선택하고 종료 날짜에 대해 안 함을 선택합니다.

주의   되풀이를 설정한 경우에는 [보고서 내보내기] 대화상자 상단에 있는 이름 텍스트 상자에도 값을 입
력해야 합니다. 없음 외의 되풀이 빈도를 지정하면 이름 텍스트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름 텍스트 상자에 입
력한 이름이 [보고서] 페이지의 [스케줄] 탭에 있는 목록에 표시됩니다.

4 [보고서 내보내기] 대화상자의 [알림]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보고서가 준비되면 알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
력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콘솔의 현재 세션의 로그인 자격 증명과 연결된 이메일 주
소에 알림을 보냅니다. 이 주소 외에 팀의 다른 사람에게 알림을 보내기 위해 최대 5개의 추가 메일 주소를 쉼
표로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시스템에 선택 항목을 저장합니다. 시스템에 후속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화면 지침을 따
릅니다.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준비가 되면 시스템은 내보낸 보고서에 대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알림 메일을 전송합니다. 

이 이메일에는 [보고서] 페이지의 [내보낸 보고서] 탭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는 목록으로 표시됩
니다. 콘솔에서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면 [내보낸 보고서] 탭에 액세스하려면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이 탭에서 보고서를 선택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요   대규모 배포에서는 시스템에서 생성된 CSV 파일이 너무 커서 Microsoft Excel에서 열지 못할 수 없습니
다. 이 경우 더 짧은 기간으로 내보내기를 반복하여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 된 보고서를 생성하면 해당 스케줄이 [스케줄] 탭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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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유형
사용량, 추세 및 기간별 분석을 위한 사용자 세션 정보 모니터링을 비활성화한 경우 해당 유형의 데이터와 연결된 
보고서가 비활성화되고 [보고서]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를 비활성화하면 시스
템은 해당 사용자 정보의 기간별 및 집계된 보기를 비활성화하지만 제한된 기간에 이러한 사용자 세션 정보를 수집
하고 사용자 이름을 해시하여 실시간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션 보고서와 같이 해당 데이터
의 기간별 및 집계된 보기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 옵션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해 
Cloud Monitoring Service(CMS) 사용 또는 비활성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Realize Operations Desktop Agent 옵션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옵션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이미지
를 기준으로 하는 데스크톱 인스턴스 또는 팜 RDSH 인스턴스의 사용자 세션에서 작업 관련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
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사용자 작업 및 다른 유형의 데스크톱 작업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 콘솔의 보고서에 표시
되지 않습니다. 또한 RDP 프로토콜의 경우 vRealize Operations Desktop Agent는 다른 프로토콜에 제공하
는 메트릭 중 일부만 제공합니다.

경고   vRealize Operations Manager에 데스크톱 데이터를 보내는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가 있는 경우 
CMS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데이터가 Cloud Monitoring Service로 대신 전송됩니다. vRealize Operations 

Manager를 계속 사용하여 해당 데스크톱 세션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CMS를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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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집니
다. 콘솔에서 데스크톱 할당을 수행할 때 개별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가 개별 사용자로 완료된 2개 이상의 할당과 할당된 그룹의 일부로 완료된 0개 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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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개별 사용자로 데스크톱에 매핑된 경우 [그룹 이름] 열이 비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된 그룹 구성원의 데스크톱에 매핑된 경우 [그룹 이
름] 열에 사용 권한이 부여된 그룹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데스크톱 매핑 세부 정보를 보고 [데스크톱 이름], [모델], [할당 이름], [유형], [팜], [활성 사용자], [매핑된 
사용자] 및 [매핑된 사용자 그룹]과 같은 다양한 범주를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참고   이 보고서에서 [매핑된 사용자] 열은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서만 채워집니다. 

이러한 할당의 경우 각 사용자가 특정 VDI 데스크톱에 매핑되고 로그인할 때마다 동일한 데
스크톱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매핑된 사용자는 해당 데스크톱에 할당된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팜에서 제공하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및 세션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데스크톱 VM에 매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데스크톱 할당 유형에 대한 [매핑된 
사용자] 열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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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유형 세부 정보
데스크톱 상태 데스크톱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을 할당 또는 오류 상태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실

시간 데스크톱 상태 보고서를 보려면 데스크톱을 클릭합니다.

n RDS 데스크톱의 경우 보고서에는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IOPS 및 
활성/연결 해제된 세션 등이 포함됩니다.

n VDI 데스크톱의 경우 보고서에는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IOPS, 기
간, 대역폭 및 지연 시간이 포함됩니다.

n 모든 데스크톱에 대해 매개 변수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및 디스크 지연 시
간 중 하나 이상이 설정된 임계값 이상일 때 데스크톱 상태 경고가 표시됩니다.

n 임계값은 CPU에 대해 90%,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 80%, 디스크 지연 시간에 대해 
100ms입니다.

n 이러한 매개 변수는 1분 간격으로 확인되며, 측정값이 연속해서 10분 동안 임계값 
이상일 경우 경고가 트리거됩니다.

참고   이 보고서의 데이터는 1분 간격으로 백엔드 보고 시스템의 데이터로 업데이트됩니다.

활용률 미리 정의된 기간에 배포된 용량에 대한 소비 추세를 그래픽 및 표 형식으로 봅니다.

배포에 여러 유형의 포드가 있는 경우 각 유형에 대해 별도의 탭이 표시됩니다.

n Horizon 포드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CPU, 메모리 및 디스크 활용률과 배포 수준 및 
포드 수준에서의 세션 동시성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n Microsoft Azure 포드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배포된 용량의 활용률 및 세션 동시성
이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사용량, 프로토콜 사용량, 세션 기간 분포, 액세스 유형 및 서
비스 유형을 포함하는 부수적인 세부 정보는 세션에 대해서도 제공됩니다. Microsoft 

Azure 포드의 경우 데이터를 풀 또는 팜에 대해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참고  
n 세션 데이터 설정을 비활성화한 경우 이 보고서의 고유한 사용자 요약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n Cloud Monitoring Service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이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설정은 설정 > 일반 설정 >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백엔드 보고 시스템이 특정 UTC 시간에 이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보냅니다.

n 선택한 기간인 최근 24시간 또는 최근 1주 동안 데이터가 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업데
이트는 매시 5분(UTC)에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n 다른 기간 동안에는 데이터가 일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는 오전 2시(UTC)에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Azure 동시성 할당 단위 용량 데이터, 동시 사용자, 최대 동시성 및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봅니다. 기간
별로 이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시스템이 매일 특정 UTC 시간에 이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보냅니다. 업데이트는 오
전 2시(UTC)에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시간으로 인해 
오전 2시(UTC)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세션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 날까지 이 보고서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참고  
n 이 보고서는 Microsoft Azure 포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설정 > 일반 설정 > 모니터링에서 Cloud Monitoring Service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이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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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유형 세부 정보
URL 구성 현재 구성된 URL 리디렉션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일 포드 브로커 - 

Horizon Cloud 포드 -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 생성 및 사용자에게 할당을 참조하십시
오.

에이전트 버전 각 VM에 대한 에이전트의 현재 버전을 확인합니다. Microsoft Azure 포드의 경우 이 탭에
는 에이전트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드 매니페스
트 버전이 표시됩니다.

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포드 드롭다운에서 포드를 선택하여 해당 포드에 대한 정보를 표시
합니다. 또한 할당 이름을 포함하여 모든 열의 데이터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세션 미리 정의된 기간 동안 모든 풀에 대한 사용자 이름, 포드, 포드 유형, 세션 유형(데스크톱 또
는 애플리케이션), 마지막 로그인 시간, 클라이언트 IP, 클라이언트 유형, 데스크톱 이름, 풀/

팜 이름, 프로토콜 유형, 총 세션 기간(유휴 및 연결 끊김 시간 포함) 및 세션 유휴 기간을 확
인합니다.

보고 시스템이 매일 특정 UTC 시간에 이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보냅니다. 업데이트는 오
전 2시 10분(UTC)에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시간으로 
인해 오전 2시(UTC)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세션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 날까지 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  
n 세션 데이터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사용자 이름 열이 이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n Cloud Monitoring Service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이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설정은 설정 > 일반 설정 >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내보내려면 보고서 데이터 내보내기에서 위 단계를 따르십시오.

VDI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최종 사용자가 VDI 데스크톱에서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목록과 각 애플리케이션의 총 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특정 VDI 데스크톱 할당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시스템이 특정 UTC 시간에 이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보냅니다.

n 선택한 기간인 최근 24시간 동안 데이터가 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는 매시 20

분(UTC)에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n 다른 기간 동안에는 데이터가 일 단위로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는 오전 2시 30분
(UTC)에 시작하고 완료하는 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참고   설정 > 일반 설정 > 모니터링에서 Cloud Monitoring Service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이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내보내려면 보고서 데이터 내보내기에서 위 단계를 따르십시오.

사용자 사용량 보고서 미리 정의된 기간에 포드에 대한 사용자의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량 기록을 봅니다. 

이 보고서는 사용자가 시작한 세션의 수와 총 활성 사용 시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설정 > 일반 설정 > 모니터링에서 Cloud Monitoring Service 설정 또는 세션 데이
터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이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내보내려면 보고서 데이터 내보내기에서 위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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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페이지
Horizon Cloud에서는 알림을 사용하여 이벤트 및 서비스 등록과 같은 특정 유형의 시스템 활동을 사용자에게 알
립니다.

모든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 )을 클릭하여 관리 콘솔에서 최근 알림을 볼 수 있
습니다. [알림] 페이지를 열고 모든 알림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알림은 모니터 > 알림을 클릭하여 활성 및 해제된 
알림을 모두 포함합니다.

최대 30일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 알림을 표시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치고, 검색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표 10-2. 알림 유형
알림 유형 설명
서비스 등록 서비스 등록 알림은 환경 구성 동안 발생합니다. 패키징된 서비스 중 하나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을 때 이러한 유

형의 알림이 시스템에서 발생합니다.

포드 관련 시스템이 Microsoft Azure에서 배포된 포드의 상태 변경을 감지하면 포드 관련 알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알림
에는 포드와 Horizon Cloud 클라우드부의 연결이 끊겼거나 서브넷이 가득 찬 경우의 알림이 포함됩니다. 서브넷
이 가득 차면 VM 복제와 관련된 시스템 작업이 알림을 발생시킵니다.

포드 API 관련 이러한 알림은 Microsoft Azure의 포드 리소스에 대해 생성된 클라우드부의 API 요청(예: API 느림 또는 시간 
초과)에서 감지된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기본 바인딩 계정 잠김 시스템이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실패 또는 비활성 상태임을 감지하면 이러한 알림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잠긴 경우의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긴급 액세스에 사용되
는 도메인 바인딩 계정

이 알림은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 또는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사용하여 콘솔에 로그인할 때 발생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에 설명된 것처럼 기본 및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
정에는 항상 콘솔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할당됩니다.

새 HAI(Horizon 

Agent Installer) 사용 
가능 업데이트

이 알림은 포드 소프트웨어 버전과 연결된 최신 버전의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시
스템은 7일마다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감사 로그 작업
[감사 로그] 탭에는 포드에서 관리자가 시작한 작업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로깅된 시간, 상태, 설명 및 사용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감사 로그] 탭에 보고된 이벤트 데이터의 양과 유형은 포드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제어부는 1년 동안 이벤트 데이터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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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로그
n 감사 로그를 표시하려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모니터 > 활동을 선택합니다. [활동] 페이지에서 감사 로그 탭을 클릭합니다.

n 설정 > 용량을 선택합니다. [용량] 페이지에서 로그를 볼 포드의 이름을 클릭하고 감사 로그 탭을 클릭합
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로그] 탭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포드 관련 이벤트에 대한 로그가 가장 최근 이
벤트부터 시간의 내림차순으로 표시됩니다.

n 로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려면 시간 열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내림차순으로 다시 전환하려면 머리글을 다시 
클릭합니다.

n 최근에 보고된 이벤트로 감사 로그의 표시를 새로 고치려면 새로 고침( )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사 로그 필터링
감사 로그의 표시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기간 필터에 대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필터를 적용하여 
표시되는 로그 선택을 좀 더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각 필터에는 로그 선택 범위를 좁히는 데 사용되는 작업 및 
값을 정의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n 기간 필터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작업 및 시간 값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n 추가 필터를 지정하려면 더하기 기호(+) 버튼을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필터 유형, 작업 및 필
터 값을 선택합니다. 그런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작업 및 값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필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필터 유형에 대해 심각도
를 선택하고, 작업에 대해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고, 값에 대해 성공을 선택하면 필터는 상태가 "성공" 또는 "정
보"인 모든 로그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필터를 두 개 이상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태가 같음이고 값이 성공인 로그를 표시
하는 심각도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상태가 같음이고, 값이 실패인 로그를 표시하는 추가 심각
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 로그 다운로드
참고   다운로드 기능은 Horizon Cloud 슈퍼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터링된 감사 로그 목록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운로드( )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로그는 CSV 파일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습니다.

n 다운로드 파일에는 [감사 로그] 탭에 표시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필터링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로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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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재 필터는 [감사 로그] 탭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총 1,000개의 로그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페이지에는 10개의 로그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에는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뿐만 아니
라 모든 [감사 로그] 페이지의 1,000개 로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n [감사 로그] 탭에 지정된 정렬 순서에 관계없이 다운로드 파일은 항상 로그를 시간의 내림차순으로 나열합니
다. 이 정렬 순서는 [감사 로그] 탭의 표시에만 적용됩니다.

n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파일은 이름 형식 AuditReport-<YYYY-MM-DDTHH_MIN_SEC.millisZ>(예: 

"AuditEventReport-2019-08-14T11_16_32.096Z")를 사용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할당 메뉴 정보
콘솔 탐색 막대의 할당을 사용하면 Horizon Cloud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할당 관련 워크플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팁   콘솔은 동적이며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적합한 워크플로와 설정을 반영합니다. 콘솔의 
할당 관련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이블은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그룹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 유형, 테넌트
의 지역별 클라우드부 및 특정 라이센싱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합 포드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Horizon 포드와 Microsoft Azure 포드가 둘 다 있는 경우, 테넌트의 구성된 브로커링 설정 및 테넌트가 App 

Volumes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할당을 클릭하면 다른 선택 항목이 표시됩니다.

모든 포드가 Horizon 포드인 경우
모든 포드가 Horizon 포드인 경우 할당을 클릭하면 새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고 기존 할당을 사용하기 위한 작업
을 시작할 수 있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나열된 각 할당에 대해 해당 이름을 클릭하여 할당된 대상 사용자 및 기타 
세부 사항 등, 해당 할당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할당 생성 및 관리 및 해당 하위 항목과 Horizon 포드 - VDI 데스
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포드가 Microsoft Azure에 있는 경우
Horizon 포드가 없는 경우 할당을 클릭하면 새 할당을 생성하고 기존 할당을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
는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할당 관련 페이지의 나열된 각 할당에 대해 해당 이름을 클릭하여 할당된 대상 사
용자 및 기타 세부 사항 등, 해당 할당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을 클릭하면 할당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는 것 외에도,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탭으로 이동하여 데스크톱 할당에 포함된 가상 
데스크톱의 목록을 보고 필요에 따라 해당 VDI 데스크톱에 대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포드 할당 관리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및 추가 설명서 항목에 대한 링크를 보려면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할당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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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 내 자산 보기
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에 RDSH 팜, 게시된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및 가져온 VM(가상 시스템)과 같
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최종 사용자의 할당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파생되는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인벤토리를 사용하여 이 인벤토리 및 다양한 자산에 액세스합니다.

주의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하여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처럼 기능에 대한 액세스 가용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담당자
에게 요청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콘솔의 동적 특성상 라이브 환경에서 여기에 설명된 것과 같은 항목 및 레이블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사항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은 두 가지 다른 포드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Horizon 포드는 
Horizon Connection Server를 기반으로 하는 포드 유형으로, VMware SDDC 기반 플랫폼에 배포됩니다. 

Horizon Cloud 포드는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Universal Console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 그룹에 포드 추가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포드 배포자를 사
용하여 Microsoft Azure에 배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자산
인벤토리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련 자산을 인벤토리에 추가하고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워크플로를 진행합니다. 이러
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자산에는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및 팜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Horizon Cloud 인벤토리의 애플리케이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팜 자산
인벤토리에서 RDSH 팜과 해당 RDSH VM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팜 관련 워크플로를 진행합니다. Horizon 

Cloud의 팜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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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산
인벤토리에서 이미지 관련 워크플로를 진행합니다. 콘솔에 표시되어 있는 실제 레이블 및 페이지와 해당 페이지에
서 사용 가능한 워크플로는 현재 포드 그룹에 있는 포드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포드 그룹이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만으로 구성된 경우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는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및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의 기능을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다중 포드 이미지는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 워크플
로는 클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포드 그룹에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Horizon Cloud 포드는 Horizon Cloud 인벤토리의 포드당 이미지 사용을 지원합니다. 포드당 이미지의 워
크플로를 설명하는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이미지 생성 및 하위 항목.

n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게시된 이미지 관리 및 하위 항목.

모든 Horizon Cloud 포드가 매니페스트 2632 이상이고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2021년 7월 서비스 릴리스에서는 해당 포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및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의 기
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 워크플로는 클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가져온 VM 자산
인벤토리에서 Microsoft Azure의 단일 Horizon Cloud 포드에서 기본 이미지 VM의 자동 생성 및 자동 가져오
기를 시작하고 나열된 VM에 대해 일부 작업(예: 전원 끄기 및 켜기)을 수행할 수 있는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이 페이지에 나열된 VM(가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Horizon Cloud 환경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n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
의 단계에 따라 [가져온 VM] 페이지의 가져오기 작업 버튼을 사용하여 포드별로 생성하고 가져온 VM.

n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의 단계에 따라 VM이 수
동으로 생성된 경우 포드의 podID-base-vms 리소스 그룹에서 가져온 후 VM.

VM을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해당 VM을 이미지 봉인이라고 하는 게시된 상태
로 변환해야 합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는 나열된 기본 VM을 게시됨 상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만 이 페이지의 작업을 사용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이전 이미지 자산 섹션에 설명된 이미지 관련 페이지를 사용하
여 봉인된 게시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봉인하기 전에 설치하려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드라이버가 VM에 있는
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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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페이지의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은 두 포드 관리자 간의 연결 
보안 보안을 위해 포드 관리자와 가져온 VM의 에이전트 간 키 교환을 관리하는 에이전트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키 쌍은 이러한 보안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므로 이러한 키 교환을 설명하는 데 쌍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워크플로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n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자동으로 기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포드별로 Horizon Cloud와 연결
를 사용하여 최근에 가져온 VM의 경우: 이 시나리오에서, 이 작업은 워크플로가 VM에 설치한 에이전트 소프
트웨어를 다시 시작하여 페어링을 완료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빌드한 후 Horizon Cloud로 가져오기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생
성하고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VM의 경우: 이 시나리오에서 이 작업은 워크플로가 VM에 설치한 에이
전트 소프트웨어를 다시 시작하여 페어링을 완료합니다.

에이전트 상태 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나열된 VM의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이 작업은 에이전트 소
프트웨어를 다시 시작하여 페어링 실패를 복구하고 페어링을 완료합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참고 사항:

n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프로세스가 실패하는 경우 해당 오류에 대한 알림이 
생성되고 에이전트 상태 열에 실패 링크가 표시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오류 이유를 읽을 수 있는 알림 
페이지가 열립니다.

n [가져온 VM] 페이지는 자동으로 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작업을 수행한 후에,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해 새로 고
침 작업을 클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M의 전원이 꺼졌으며 전원 켜기 작업을 선택한 경우 전원 켜
기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페이지에 진행 중이 표시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칠 때까지 해당 상태가 계속 표시됩
니다.

n 테넌트 환경에서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단일 세션 VDI 이미지에 해당하는 VM에
서 다중 포드 이미지로 이동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중 포드 이미지 워크플로 내에서 사용하
기 위해 수동으로 가져온 VM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설정 메뉴 정보
Horizon Cloud 콘솔 탐색 막대의 설정에서는 Horizon Cloud 환경의 다양한 측면(예: 환경 전체 설정, ID 관리, 

콘솔에 대한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설정, 배포된 포드 및 다양한 관련 설정 및 구성)을 사용하기 위한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여 콘솔의 다음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사항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
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현재 상태를 동적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설정]을 클릭하면 아래 설명된 것과 같은 
항목 및 레이블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넌트 환경의 최신 상황에 해당 페이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콘솔은 보기에서 페이지를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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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 설명
일반 설정 사용자 세션 정보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한 토글을 포함하여, 환경에 로그인할 수 있는 My 

VMware 사용자, 해당 역할 및 기타 유사한 설정 등과 같이 이러한 특정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전체를 적용
되는 설정을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AD(Active Directory) 세부 정보를 보고 편집하며, 환경에 대해 True SSO 기능을 구성합니다. True SSO는 최
종 사용자가 AD 자격 증명을 입력할 필요 없이 데스크톱 및 RDS 기반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
다. Horizon Cloud - True SSO -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한 True SSO 구성 완료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및 그룹 최종 사용자의 홈 사이트 할당을 관리합니다. Universal Broker의 홈 사이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역할 및 권한 역할 및 권한을 편집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
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용량 각 포드의 활용률 및 용량 사용량과 같은 배포된 포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 드릴다운하여 포드와 관련된 일부 편
집 가능한 속성(예: 지정된 NTP 해당 서버, 연결된 Microsoft Azure 구독의 애플리케이션 키 등)을 보고 필요에 따
라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 3 지원되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 유형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
을 참조하십시오.

ID 관리 콘솔은 테넌트가 Microsoft Azure의 포드 그룹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이
미 구성된 경우에만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테넌트 시나리오에서 이 페이지는 VMware 

Workspace ONE® Access™ 환경과의 테넌트 통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이센스 시트 수 및 청구 주기 수를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현재 라이센스의 세부 정보를 봅니다. 라이센스의 SID를 클릭하여 
MyVMware 구독 목록 페이지(MyVMwar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함)를 열 수도 있습니다.

VM 유형 및 크기 Microsoft Azure 포드의 팜 및 할당에 사용할 VM의 유형과 크기를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팜 및 할당의 VM 유형 및 크기 관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시작 시작 마법사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시작 마법사 - 개요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브로커 최종 사용자 세션에 대한 시간 초과를 제어하는 설정과 같이 최종 사용자에게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의 시스템 
브로커링에 적용되는 설정을 구성합니다. 테넌트가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경우 이 페이지에는 Workspace 

ONE Access 및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와의 테넌트 통합에 적용되는 설정을 구성하기 위한 탭이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가 있는 Horizon Cloud 환경 -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일반 설정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전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적용되는 설정을 수
정합니다.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
은 테넌트 환경의 현재 상태를 동적으로 반영합니다. 그 결과 [일반 설정] 페이지에 표시되는 섹션과 변경할 수 있
는 설정은 테넌트 환경의 현재 상태에 적합하고 적절한 설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모두 
Horizon 포드이고 Microsoft Azure의 포드는 없는 경우 Horizon 포드와 관련된 설정만 이 페이지에 제공됩니
다. Microsoft Azure에 하나 이상의 포드를 배포하면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해당 포드 유형과 관련된 설정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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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설정이 포함된 섹션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편집 창에 해당 섹션의 
설정이 표시됩니다. 해당 창에서 설정을 변경하고 시스템에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참고   다음 설정을 변경하면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데 최대 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n [데스크톱 할당 옵션] 섹션의 전용 데스크톱 할당 이름 사용 설정
n Horizon Cloud - 일반 설정 페이지의 도메인 보안 설정에 나열된 [도메인 보안 설정] 섹션의 설정

기본 도메인
하나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만 환경에 등록된 경우 해당 도메인의 이름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등록된 경우, 이 텍스트 상자에는 관리자가 관리 콘솔에 로그인할 때 사용한 [Active 

Directory 로그인] 페이지의 도메인 선택 목록에 처음 나타나는 기본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지정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 설정은 해당 [Active Directory 로그인] 페이지의 도메인 선택 목록에 처음 나타나는 Active Directory 도메
인만 제어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십
시오.에 설명된 대로 환경에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등록된 경우 [Active Directory 로그인] 페이지에 
도메인 선택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기본 도메인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 중 하나를 기
본 도메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본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Active Directory 로그인] 

페이지의 도메인 선택 목록에서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현재 설정을 변경하려면 편집을 클릭합니다.

My VMware 계정
사용자에게 Horizon Cloud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My VMware 계정을 추가합니다. 여
기에 해당 My VMware 정보를 추가한 후, 작업 또는 비즈니스 태스크에 적합한 역할을 자신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에 할당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
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알림 수신자
특정 비관리자 사용자 또는 그룹이 사용자의 Horizon Cloud 환경에 관한 이메일 알림을 수신하도록 허용하려면 
해당 이메일 주소를 알림 수신자 목록에 추가합니다.

앞의 My VMware 계정 목록에는 다양한 유형의 관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리자 사용자 또는 그
룹이 관리 및 스케줄링된 유지 보수 이메일 알림 등의 이메일 알림을 수신하도록 하려면 [알림 수신자] 섹션을 사용
하여 해당 이메일 주소를 추가합니다.

Horizon Cloud에서 생성된 모든 이메일 알림은 나열된 모든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세션 시간 초과
이러한 설정은 Horizon Cloud 환경에 대한 연결 시간 초과를 제어합니다.

n 관리 포털 시간 초과 설정은 관리자가 콘솔에 계속 로그인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제어합니다.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관리자의 인증된 세션이 종료되고 관리자는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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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보호
삭제 보호 설정은 각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시간별로 삭제할 수 있는 데스크톱 VM의 수를 제어합니다. 전용 데
스크톱 대량 삭제(시간당)에 대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n 무제한 - 무제한 데스크톱 VM은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n 없음 - 최대 데스크톱 삭제를 사용하여 특정 할당에 대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데스크
톱 VM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아래 참고 참조).

n 사용자 지정 - 시간별로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삭제할 수 있는 데스크톱 VM의 수입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
택하는 경우, 이 드롭다운 메뉴 오른쪽에 숫자 값도 입력해야 합니다. 최대 데스크톱 삭제를 사용하여 특정 할
당에서 추가 데스크톱 VM을 삭제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참조).

참고   없음 또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경우 할당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최대 데스크톱 삭제 설정을 편집하여 이 
제한을 호출하기 전에 특정 할당에 대한 추가 삭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데스크톱 삭제에 대해 0보다 큰 값
을 입력하면 시스템은 삭제 보호에 대해 설정한 비율에 따라 VM 수를 계산하기 전에 VM 수의 삭제를 허가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데스크톱 삭제를 값이 10인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하고 삭제 보호를 값이 1인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10개의 VM이 삭제된 후(10개가 삭제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상관없음) 시스템은 해
당 시간 이후 매시간 1개의 추가 VM만 삭제되도록 허용합니다.

삭제 보호에 대해 무제한을 선택하는 경우 최대 데스크톱 삭제 설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 데스크톱 삭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
크톱 할당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모든 VM 삭제를 방지하려면 할당 페이지에서 삭제 방지 설정을 사용합니다. 전용 데스크
톱 할당에 대한 삭제 방지 또는 삭제 허용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RDSH 팜
최종 사용자의 세션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된 Windows 세션이 팜에 구성된 최대 세션 시간
에 도달했을 때 Horizon Cloud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유예 기간
이 만료된 후에 로그인된 Windows 세션에서 사용자를 강제로 로그아웃합니다.

유예 기간 텍스트 상자에는 미리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 후에 사용자를 강제로 로그아웃하기 전에 시스템이 대기하
는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할당 옵션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할당된 가상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때 최종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표시된 가상 
데스크톱의 이름을 구성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 설정은 Microsoft Azure의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전
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 따라 프로비저닝된 가상 데스크톱에만 적용됩니다. Horizon Cloud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를 기준으로 하는 테넌트의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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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최종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하고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새로 프로비저닝된 데
스크톱이 표시되면 클라이언트에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는 특정 데스크톱 
VM(가상 시스템)이 최종 사용자에게 전용 데스크톱 VM으로 아직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최종 사용자가 처음
으로 가상 데스크톱을 시작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경우 시스템은 해당 초기 실행의 결과로 해당 사용자에게 해당 데
스크톱 VM을 전용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후속 데스크톱 실행에서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 표시되는 해당 
데스크톱의 이름은 여기에서 선택한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  
n 전용 데스크톱 할당 이름 사용 설정은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1900 이상의 포드에 적용됩니다. 포드가 1900보

다 낮은 매니페스트 버전인 경우 전환 설정과 관계없이 해당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가상 데스크톱에 대해 레
거시 동작이 유지됩니다.

n 이 설정을 변경하면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데 최대 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n 이 옵션은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연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
톱에 액세스할 경우 Workspace ONE Access는 할당 이름을 표시하고, 사용자의 Horizon Client 및 
HTML Access 포털에는 후속 데스크톱 실행에 대한 VM 이름이 표시됩니다.

n 전용 데스크톱 할당 이름 사용 토글을 비활성화하면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는 가상 데스크톱의 기본 VM 

이름이 표시됩니다. VM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 레거시 동작입니다.

n 전용 데스크톱 할당 이름 설정이 사용하도록 설정되면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후속 데스크톱 실행에도 가
상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하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이름을 계속 표시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실패 임계값] 설정은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중지되기 전에 Microsoft Azure 포드의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자동화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하도록 허용되는 VM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면 대량 실패가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3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포드 - VDI 데스크톱 할당, 팜, 게시 
이미지 및 기본 VM에 설치된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미지 관리 설정
이러한 설정은 테넌트의 포드 그룹이 하나 이상의 Horizon 포드를 포함하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Horizon 포드에 대한 IMS(이미지 관리 서비스) 기능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여 이미지 복제 프로세
스를 최적화합니다. 이미지 관리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는 클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문서 및 해당 하
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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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보안 설정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여 다양한 Horizon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이 전달되어 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연결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Active 

Directory 도메인 정보를 클라이언트로 보낼지 여부와 보낼 경우 해당 정보가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로그인 페
이지에 표시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일반 설정 페이지의 도메인 보안 설정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n 이러한 설정은 동일한 Horizon Cloud 고객 계정(테넌트)에 속하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모든 환경의 

포드에 적용됩니다.

n 여기에서 선택한 옵션을 조합해서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환경이 변경됩니다. 특히 이전 클라이언트, 명령줄 클
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경우와 작업 환경이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구성된 경우 최종 사용자가 클
라이언트 로그인 페이지에서 도메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의 요구 사항을 제한하는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클라이언트 사용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클라이언트에 따라 다릅니다. 조직의 보안 정책에 따
라 원하는 최종 사용자 환경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 일반 설정 
페이지의 도메인 보안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환경에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1273 이상으로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포드가 있는 경우 [일반 설정] 페이지에 이 [도메인 보안 설정] 섹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컨트롤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면 Microsoft Azure의 모든 포드를 이 릴리스로 업데이트하십시오.

n 모든 포드를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1273 이상으로 업데이트할 때까지 작업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전 Horizon 

Cloud 릴리스의 경우와 동일한 동작을 제공하도록 구성됩니다. 모든 포드가 이 릴리스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시스템은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을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고, 클라이언트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드롭다운 메뉴를 표시하는 레거시 동작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모든 포드 매니페스트가 버전 1273 이상인 경우 이러한 설정이 [일반 설정]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이
때 표시되는 설정은 레거시 동작(두 컨트롤이 모두 아니요로 설정됨)을 반영하며,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여 클
라이언트에 대한 도메인 정보 전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현재 매니페스트 버전을 보려면 장 3 지원되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 유형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를 사용하십시오. 이 릴리스의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 설명서 페이지에서 링크된 
릴리스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니터링
Horizon Cloud Cloud Monitoring Service(CMS)는 모니터링 및 보고 목적으로, 연결 포드에서 세션, 애플리
케이션 및 데스크톱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환경이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에 대해 구성된 경우 CMS는 
포드 인프라 구성 요소에 대한 메트릭도 수집합니다. CMS는 Horizon Cloud에 제공되는 중앙 서비스 중 하나입
니다. CMS에 대한 소개를 보려면 장 2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제공된 Cloud Monitoring Servi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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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가시성, 인사이트,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기능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CMS에서 수집한 정보는 [대시
보드] 페이지의 차트 및 [보고서] 페이지의 보고서에 사용됩니다. Horizon Cloud 대시보드 - 포드 그룹 및 테넌트 
환경에 대한 상태 가시성 및 인사이트,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 및 Horizon Cloud 환경
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포드를 참조하십시오.

n Cloud Monitoring Service 전환 옵션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loud Monitoring Service를 사용하
도록 설정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이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아래의 세션 데이터 설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n Cloud Monitoring Service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세션 데이터 전환 옵션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세션
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의 추적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에는 사용자별 로그인 상태
로 있던 시간, 세션 기간 및 평균 세션 길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선택하면 Horizon Cloud에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Horizon Cloud를 사용하는 동안 
유지합니다. 세션 데이터 전환 기능을 해제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수집은 선택 해제했지만, CMS는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두면 Horizon Cloud에서 제한된 
기간에 세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 이름을 해시하여 정보에 대한 기록과 집계된 보기를 비활성화하면서 
실시간 관리는 허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사용량 보고서와 같은 일부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연결된 포드의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과 관련된 다른 데이터도 계속 수집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
이 섹션은 테넌트 환경이 VMware Cloud Service Engagement Platform으로 온보딩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
다. 해당 플랫폼으로의 온보딩은 이 환경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입니다. VMware Cloud Service Engagement Platform으로의 온보딩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 및 
VMware Cloud Services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은 포드 인프라 구성 요소의 상태에 대한 메트릭을 수집하고 해당 메트릭을 CMS로 
전송합니다. 이 기능은 포드별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테넌트 환경을 VMware Cloud Service Engagement 

Platform으로 온보딩하려면 포드에서 이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입니
다.

참여 포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CMS가 [대시보드] 페이지에 정보를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환
경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포드을 참조하십시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화면 프롬프트에 따라 특정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합니다.

Pendo 분석 및 가이드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 방법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에 로그인한 경우에만 콘솔에서 이 섹
션이 표시됩니다. Horizon Cloud 로그인 화면에서 My VMware 자격 증명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경우 콘솔
에서 이 섹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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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은 Pendo 분석 및 가이드를 기반으로 Workspace ONE 서비스 기능의 현재 사용 상태를 나타냅니다.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 방법을 사용하여 테넌트에 로그인하면 Pendo 관련 기능이 기본적으로 사용되
도록 설정됩니다.

이러한 Pendo 관련 기능에 대해 읽어보고 필요한 경우 현재 설정을 변경하려면 편집(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콘솔은 이러한 Pendo 관련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정을 변경하기 위한 토글을 표시하
는 Workspace ONE 콘솔의 쿠키 사용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Workspace ONE 콘솔의 [쿠키 사용] 페이지의 변경 사항
을 반영하려면 [일반 설정] 페이지를 새로 고칩니다.

Horizon Cloud - 일반 설정 페이지의 도메인 보안 설정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여 다양한 Horizon Client를 사용하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Active Directory 도메
인 이름이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Horizon Cloud 환경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Horizon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전송되는지 여부, 전송될 경우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환경을 구성할 때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환경을 등록하게 됩니다.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ient를 사용
하여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경우 해당 도메인은 부여된 액세스 권한에 연
결되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분기별 서비스 릴리스 이전에는 시스템 및 클라이언트에서 기본 동작을 조정하는 옵
션 없이 기본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2019년 3월부터는 기본값이 변경되며, 필요에 따라 새 [도메인 보안 설정] 컨
트롤을 사용하여 기본값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면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데 최대 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 도메인 보안 설정
n 이전 릴리스와 비교한 이 릴리스의 기본 동작
n 포드 매니페스트 수준과의 관계
n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 시나리오 및 사용자 로그인 요구 사항
n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 시나리오 및 사용자 로그인 요구 사항
n 2단계 인증으로 구성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Microsoft Azure의 포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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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보안 설정
이러한 설정을 조합하여 클라이언트에 도메인 정보가 전송되는지 여부와 클라이언트의 최종 사용자가 도메인 선택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요   이러한 설정은 동일한 Horizon Cloud 환경 내에 있는 Microsoft Azure의 모든 Horizon Cloud 포드에 
적용됩니다. 동일한 Horizon Cloud 고객 계정(테넌트)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이러한 모든 포드
에는 동일한 조합이 적용됩니다. 포드에 연결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는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프로
비저닝하는 포드와 관계없이 이러한 설정에 따라 동작을 수신합니다.

경고   이러한 설정은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환경을 변경합니다. 버전 5.0 이전의 Horizon Client 버전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동작은 Horizon Client 5.0 이상의 경우와 다릅니다. 특히 이전 클라이언트, 명령줄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경우와 작업 환경이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구성된 경우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에서 도메인 정보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클라이언트 사용자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은 클라이언트에 따라 다릅니다. 조직의 보안 정책에 따라 원하는 최종 사용자 환경의 균형을 유
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 시나리오 및 사용자 로그인 요구 사항 및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 시나리오 및 사용자 로그인 요구 사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표 10-3. 일반 설정 페이지의 도메인 보안 설정
옵션 설명
기본 도메인만 표시 이 옵션은 사용자 인증 전에 시스템이 연결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도메인 정보를 제어합니다.

n 예 - 시스템이 리터럴 문자열 값 *DefaultDomain*만 전송합니다.

n 아니요 - 시스템이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목록을 클라이언트로 보냅니다.

도메인 필드 숨기기 이 옵션은 기본 도메인만 표시 설정을 기준으로 클라이언트에 전송되는 모든 도메인 관련 정보가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n 예 - 기본 도메인만 표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클라이언
트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에 리터럴 문자열 값 
*DefaultDomain*과 도메인 이름이 둘 다 표시되지 않습니다.

n 아니요 -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에 기본 도메인만 표시 설정에 따라 다음 항목 중 하나가 표
시됩니다.

n 기본 도메인만 표시가 예일 때의 리터럴 텍스트 *DefaultDomain*입니다. 이 조합은 강
화된 보안을 제공하면서, 버전 5.0보다 오래된 Horizon Client의 사용자 환경에 맞게 최
적화되어 있습니다.

n 기본 도메인만 표시가 아니요인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 표시되는 도메인 이름의 목록입니
다.

이전 릴리스와 비교한 이 릴리스의 기본 동작
다음 표에서는 이전 기본 동작, 새로운 기본 동작 및 조직의 필요에 맞게 동작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설정
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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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릴리스 기본 동작 이 릴리스 기본 동작
이 릴리스의 기본 동작에 대한 해당 도메인 
보안 설정 조합

시스템은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의 이름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했습니다.

시스템은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의 이름이 아니라 리터럴 문자열 값
(*DefaultDomain*)만 클라이언트에 전송합
니다.

참고   리터럴 문자열을 전송하면 도메인 이름
의 문자열 목록을 사용하도록 구현된 이전 
Horizon Client가 지원됩니다.

기본 도메인만 표시
기본 설정: 예

클라이언트는 최종 사용자가 로그인하기 전에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 목록을 제공하는 드
롭다운 메뉴를 로그인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리터럴 문자열 
*DefaultDomain*을 표시합니다.

도메인 필드 숨기기
기본 설정: 아니요

포드 매니페스트 수준과의 관계
이전 서비스 릴리스에서 생성한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의 경우 Microsoft Azure의 모든 포드가 이 Horizon 

Cloud 릴리스에 대한 매니페스트 수준으로 업데이트될 때까지 작업 환경은 이전 Horizon Cloud 릴리스와 동일
한 동작을 제공하도록 기본적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레거시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에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을 전송합니다(기본 도메인만 표시를 아니요로 설정
함).

n 클라이언트는 최종 사용자가 로그인하기 전에 도메인 이름 목록을 표시하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도메인 
필드 숨기기를 아니요로 설정함).

또한 모든 포드가 이 서비스 릴리스 수준에 있을 때까지 [일반 설정] 페이지에 도메인 보안 설정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업데이트되지 않은 포드와 이 릴리스 수준에서 새로 배포된 포드가 혼합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포드가 이 서비스 릴리스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레거시 동작에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환경의 포드가 업데이트되면 Horizon Cloud 관리 콘솔에서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업데이트 기본
값이 사전 업데이트 동작으로 설정됩니다(기본 도메인만 표시가 아니요이고 도메인 필드 숨기기가 아니요임). 사후 
업데이트 기본 설정은 새 고객 기본값과 다릅니다. 이러한 설정은 사용자가 조직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정을 변경하기로 선택할 때까지, 사전 업데이트 레거시 동작이 업데이트 후에도 최종 사용자에게 계속 나타나도
록 적용됩니다.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 시나리오 및 사용자 로그인 요구 사항
다음 표에서는 작업 환경에 2단계 인증 없는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고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ient 5.0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의 다양한 설정 조합의 동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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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Horizon Client 5.0 이상 버전을 사용하며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의 동작
기본 도메인
만 표시(사
용하도록 설
정되면 
*DefaultD
omain* 전
송)

도메인 필
드 숨기기

Horizon Client 5.0 로그인 화면 세부 정보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방법

예 예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
됩니다.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해 결과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단일 도메인이 있는 경우, 로그인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
트 상자에 다음 값 중 하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필요하지 않
습니다.

n username
n domain\username

명령줄 클라이언트 시작을 사용하고 명
령에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
됩니다. [도메인] 필드에 *DefaultDomain*이 표시됩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해 결과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단일 도메인이 있는 경우, 로그인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
트 상자에 다음 값 중 하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필요하지 않
습니다.

n username
n domain\username

명령줄 클라이언트 시작을 사용하고 명
령에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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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Horizon Client 5.0 이상 버전을 사용하며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의 동작 (계속)

기본 도메인
만 표시(사
용하도록 설
정되면 
*DefaultD
omain* 전
송)

도메인 필
드 숨기기

Horizon Client 5.0 로그인 화면 세부 정보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방법

아니요 예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
됩니다.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 
도메인 이름을 전송합니다.

참고   이 조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도메인 이름을 전
송하는 경우에도 도메인 필드를 숨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조합
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화면은 이 표의 첫 번째 행과 같이 표시되며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n domain\username

아니요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는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있
으며 표준 드롭다운 도메인 선택기에는 사용 가능한 도메인 이름이 
표시됩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고 클라이언
트에 표시되는 목록에 포함된 단일 도
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클라이언트 시작을 사용하고 명
령에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환경에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고 최종 사용자가 이전 버전의 Horizon Client(5.0 이전 
버전)를 사용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합니다.

중요   아래의 모든 조합의 경우에는 이전(5.0 이전) 클라이언트의 명령줄 클라이언트 시작을 사용하고 명령에서 
도메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령의 도메인 옵션으로 *DefaultDomain*을 사용하거나 클
라이언트를 5.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그러나 둘 이상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 
*DefaultDomain*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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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이전 Horizon Client(5.0 이전)를 사용하고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의 동작
기본 도메인
만 표시(사
용하도록 설
정되면 
*DefaultD
omain* 전
송)

도메인 필드 숨
기기

5.0 이전 Horizon Client 로그인 화면 세부 정보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방법

예 예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됩니다.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n domain\username

예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됩니다. [도메인] 필드에 *DefaultDomain*이 표시됩니
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username을 입력해야 합니다. 도
메인 이름이 포함되면 지정된 도메인 
이름이 도메인 목록에 없다는 오류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아니요 예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됩니다.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클라
이언트에 도메인 이름을 전송합니다.

참고   이 조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도메인 이름
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도메인 필드를 숨기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이 조합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화면은 이 표의 첫 번째 행과 같이 표시되며 도메인 필
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n domain\username

아니요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는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
가 있으며 표준 드롭다운 도메인 선택기에는 사용 가능한 도메
인 이름이 표시됩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고 클라이언
트에 표시되는 목록에 포함된 단일 도
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 시나리오 및 사용자 로그인 요구 사항
다음 표에서는 작업 환경에 2단계 인증 없는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고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ient 5.0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의 다양한 설정 조합의 동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사용자는 도메인 이름이 전송되고 클라이언트에 표시되는 레거시 조합을 제외하고, 사용자 이름
(예: domain\username)을 입력할 때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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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 Horizon Client 5.0 이상 버전을 사용하며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의 동작
기본 도메인
만 표시(사
용하도록 설
정되면 
*DefaultD
omain* 전
송)

도메인 필
드 숨기기

Horizon Client 5.0 로그인 화면 세부 정보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방법

예 예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
됩니다.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해 결과 로그인 화면
이 표시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n domain\username

명령줄 클라이언트 시작을 사용하고 명
령에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
됩니다. [도메인] 필드에 *DefaultDomain*이 표시됩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Windows 클라이언트에 대해 결과 로그인 화면
이 표시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n domain\username

명령줄 클라이언트 시작을 사용하고 명
령에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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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 Horizon Client 5.0 이상 버전을 사용하며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의 동작 (계속)

기본 도메인
만 표시(사
용하도록 설
정되면 
*DefaultD
omain* 전
송)

도메인 필
드 숨기기

Horizon Client 5.0 로그인 화면 세부 정보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방법

아니요 예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
됩니다.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 
도메인 이름을 전송합니다.

참고   이 조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도메인 이름을 전
송하는 경우에도 도메인 필드를 숨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조합
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화면은 이 표의 첫 번째 행과 같이 표시되며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n domain\username

아니요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는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있
으며 표준 드롭다운 도메인 선택기에는 도메인 이름 목록이 표시됩
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고 클라이언
트에 표시되는 목록에서 해당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클라이언트 시작을 사용하고 명
령에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환경에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고 최종 사용자가 이전 버전의 Horizon Client(5.0 이전 
버전)를 사용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합니다.

중요  
n 도메인 필드 숨기기를 예로 설정하면 최종 사용자가 이러한 5.0 이전 Horizon Client의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자에 도메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메인이 있고 최종 사용자가 5.0 이전 Horizon Client를 사용하
도록 지원하려는 경우 도메인 필드 숨기기를 예로 설정하여 최종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때 도메인 이
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 아래의 모든 조합의 경우에는 이전(5.0 이전) 클라이언트의 명령줄 클라이언트 시작을 사용하고 명령에서 도
메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여러 개 있고 명령줄 클라이언트 시작을 사용하려면 
경우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클라이언트를 5.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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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7. 이전 Horizon Client(5.0 이전)를 사용하고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는 경우의 동작
기본 도메인
만 표시(사
용하도록 설
정되면 
*DefaultD
omain* 전
송)

도메인 필드 숨
기기

5.0 이전 Horizon Client 로그인 화면 세부 정보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방법

예 예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됩니다.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n domain\username

예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됩니다. [도메인] 필드에 *DefaultDomain*이 표시됩니
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여러 Active Directory 도
메인이 있는 환경에서는 지원되지 않습
니다.

아니요 예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가 
표시됩니다. 도메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클라
이언트에 도메인 이름을 전송합니다.

참고   이 조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도메인 이름
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도메인 필드를 숨기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이 조합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n domain\username

아니요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에는 표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필드
가 있으며 표준 드롭다운 도메인 선택기에는 사용 가능한 도메
인 이름이 표시됩니다. 도메인 이름이 전송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텍스트 상
자에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고 클라이언
트에 표시되는 목록에서 해당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으로 구성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Microsoft Azure의 포
드 정보
포드에 대한 2단계 인증 기능 지정에 설명된 대로, 포드를 Microsoft Azure에 배포할 때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구성된 2단계 인증을 사용하여 배포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Microsoft Azure의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가 2단계 인증을 사용하여 구성된 경우 해당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인증하려고 하는 최종 사용자에게는 먼저 2단계 인증 자격 증명을 묻는 화면이 표시된 후 
Active Directory 도메인 자격 증명을 요청하는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최종 사용자의 자
격 증명이 초기 인증 화면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에만 클라이언트에 도메인 목록을 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2단계 인증이 구성되어 있으면 시스템에서 클라
이언트에 도메인 목록을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도메인 드롭다운 메뉴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사용 
중인 Horizon Client 버전 또는 보유하고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수와 관계없이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동
일한 레거시 최종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2단계 인증 암호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두 번째 
로그인 화면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초기 인증 화면에 자격 증
명을 입력할 때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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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메인 보안 설정이 Horizon Cloud 고객 계정(테넌트) 수준에서 적용되므로 일부 포드에 2단계 인증이 구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포드는 최종 사용자가 로그인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에 도메인 이
름을 전송하므로 도메인 목록을 전송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드의 2단계 인증 구성에서 사용자 이름 유지가 예로 구성되면 도메인 필드 숨기기가 아니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사용자는 시스템에 로그인 자격 증명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도메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Horizon Client의 최종 사용자 로그인 요구 사항은 단일 Active Directory 도메인 시나리오 및 사용자 로그인 요
구 사항 및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 시나리오 및 사용자 로그인 요구 사항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패턴을 따
릅니다. 2단계 인증이 구성되어 있는 포드에 연결하며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있고, 도메인 필드 숨기기
가 예로 설정되어 있으면 최종 사용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domain\username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파일 공유 페이지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파일 공유] 페이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가 표시되더
라도 페이지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의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만 있는 경우 이 페
이지가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정보 가
져오기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라이센스 관련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에는 다양한 유형의 라이센스 관련 정보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는 일
반적으로 VMware Horizon 구독 라이센스, Horizon 라이센스에 포함된 경우 VMware 기본 제품의 키, 테넌트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VMware 기본 제품의 키를 가져오기 위해서만 로그인
Horizon Cloud 테넌트의 연결된 라이센스에 vSphere, vSAN 및 vCenter와 같은 VMware 기본 제품이 포함
되어 있고, Horizon Cloud 고객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여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는 경우 콘솔
의 [시작] 페이지에서 영구 키 보기 링크를 제공합니다.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콘솔에 영구 키 보기 링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작] 페이지에서 이 영구 키 보기 링크를 볼 수 있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774



해당 링크가 표시되는 경우 클릭하면 다음을 위한 UI 화면이 열립니다.

n 이전에 Horizon Cloud 고객 관리자 역할을 가진 테넌트의 관리자 중 한 명이 생성한 제품 키 보기 및 복사.

n 로그인이 VMware Customer Connect 사용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제품 키 생성. 생성 기능을 사용
하는 VMware Customer Connect와 연결된 로그인.

키 보기 또는 복사
영구 키 보기를 클릭하면 다음 스크린샷에서 보여주는 UI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는 이 테넌트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VMware 기본 제품이 나열됩니다. UI에는 이미 생성된 키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이 표시됩니다.

이전에 생성된 키의 경우 키 행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키를 보거나 키를 복사합니다. 다음 스크릿샷에서 콜아웃 1은 
키의 가시성을 전환하는 아이콘을 가리키고, 콜아웃 2는 키를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아이콘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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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생성
표시된 영구 키 목록을 볼 때 로그인이 VMware Customer Connect 사용자의 로그인인 경우 특정 VMware 제
품에 대한 새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버전을 선택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면 사용자가 보고 해당 행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복사할 수 있는 
키가 생성됩니다.

키를 생성하려고 하지만 현재 VMware Customer Connect 사용자가 아닌 경우 UI 화면에서 VMware 

Customer Connect 사용자가 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Customer Connect 사용자가 되는 방법 학습 링크
가 제공됩니다.

테넌트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Horizon Cloud 테넌트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만 [라이센스] 페이지라는 
UI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설계상 [시작] UI 페이지를 제외하고 초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왼쪽 탐색에 있는 모든 콘솔 페이지에 대한 액세
스가 차단됩니다.

[라이센스] 페이지는 첫 번째 도메인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액세스가 차단되는 UI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테넌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도메인이 등록된 경우 콘솔의 왼쪽 탐색 설정 > 라이센스에서 [라이센스] 페이
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VMware, Inc. 776



[라이센스] 페이지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영구 키 보기 링크가 표시됩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링
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n 테넌트에는 vSphere, vSAN 및 vCenter 같은 VMware 기본 제품이 포함된 연결된 Horizon 구독 라이센
스가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고객 관리자 역할로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해당 링크가 표시되는 경우 클릭하면 다음을 위한 UI 화면이 열립니다.

n 이 페이지의 섹션 키 보기 또는 복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 생성된 제품 키를 보고 복사.

n 이 페이지의 섹션 키 생성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제품 키 생성. 생성 기능을 사용하는 VMware Customer 

Connect와 연결된 로그인.

라이센스 페이지
다음 표에서는 라이센스 페이지에 표시되는 정보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필드 설명
SID 서비스 인스턴스 ID입니다. 이 값은 각 구독에 대해 생성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 값은 VMware Customer Connect 로그인 페이지에 있는 SID의 연결된 구
독 목록 페이지를 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이기도 합니다. 이 하이퍼링
크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총 사용자 라이센스에 포함된 사용자 수입니다.

청구 청구 유형 및 총 라이센스 기간입니다. 청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지불됨 - 라이센스 시작 시 1회 청구됩니다.

n 매월 - 매달 라이센스가 청구됩니다.

n 평가판 - 평가판 라이센스이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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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유형 특정 라이센스의 유형입니다. 각 테이블 행에 대해 이 열에 표시되는 이름은 해당 

VMware 구독 라이센스와 이 테넌트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연결된 Customer 

Connect 계정의 추가 기능 라이센스(예: Horizon Service Universal, 

VMware Workspace ONE Assist for VMware Horizon 등) 중 하나입니다.

분류 라이센스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n 명명됨 - 이 분류는 이 라이센스의 총 사용자 수가 최종 사용자 이름별 사용량
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명명된 사용자의 경우 시스템에서는 이 테
넌트를 사용하여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한 고유한 최종 사
용자 수를 계산합니다. 명명된 사용자가 여러 개의 단일 사용자 데스크톱, 게
시된 데스크톱 또는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단
일 사용자로 계산됩니다.

n 동시 - 이 분류는 이 라이센스의 총 사용자 수가 동시성 기준 사용량을 포함한
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동시 사용자의 경우, 시스템이 세션당 단일 사용자 
데스크톱 연결 수를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여러 단일 사용자 데스크톱을 실행
하면 연결된 데스크톱 세션이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시작 날짜 라이센스가 활성 상태가 되는 날짜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ID 관리 페이지
이 페이지는 Horizon Cloud 환경이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
하도록 구성된 경우에 표시됩니다. 이 구성에서는 ID 관리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 Horizon Cloud 테넌트와 통합된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테넌트에 대해 필요한 ID 관리 제공자 정보를 추가, 편집 및 구성합니다.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
은 테넌트 환경의 현재 구성 및 상태를 동적으로 반영합니다. 테넌트 환경이 Microsoft Azure 포드에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콘솔에서 [ID 관리]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이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브로커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환경에 
대해 구성된 브로커링 유형을 보려면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설정 > 브로커)로 이동합니다.

참고   단일 포드 브로커 Horizon Cloud 테넌트가 v2207 서비스 릴리스 이전의 Workspace ONE Access 클
라우드 테넌트와 통합된 경우 콘솔의 ID 관리 페이지 맨 위에 연결된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테넌
트의 이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Workspace ONE Access 구성
이 섹션에서 콘솔에는 각각에 대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현재 이 Horizon Cloud 테넌트에 대해 구성된 ID 관리 
제공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n 상태 - 나열된 구성의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려면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n Workspace ONE Access URL - ID 관리 제공자의 메타데이터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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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orkspace ONE 리디렉션 - 나열된 구성에 대해 Workspace ONE Access에 대한 자동 리디렉션이 구
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테넌트당 하나의 ID 제공자에 대해서만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데스크톱 및 애플
리케이션에 액세스하도록 하는 기능과 함께 사용됩니다.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도록 옵션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n SSO 토큰 시간 초과 - 시간 초과 값(분)입니다.

n 데이터 센터 -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의 경우, 표시된 값이 이러한 특정 제공자로 구성된 특정 포드
의 포드 소프트웨어 버전과 일치합니다. 이 수는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나열된 포드의 버전 번호와 동일
합니다. 장 3 지원되는 모든 Horizon Cloud 포드 유형에 대해 클라우드 연결 포드 관리에서 포드의 세부 정
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n 클라이언트 액세스 FQDN - Horizon Cloud에 연결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에게 연결하도록 지시하는 대상 
FQDN을 입력합니다.

n 위치 - 포드의 위치입니다.

n 포드 - 이 구성이 적용되는 포드입니다.

새 구성 추가
단일 포드 브로커를 사용하는 Horizon Cloud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테넌
트를 구성하는 과정은 다단계 프로세스입니다.

n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환경의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를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을 읽습니다.

n 단일 포드 브로커링이 포함된 Horizon Cloud 환경 — 관련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정보를 사용
하여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를 구성하는 단계의 단계를 따릅니다.

구성에 대한 설정 편집
이 페이지에는 구성에 대한 정보를 편집하려면:

1 나열된 구성을 선택합니다.

2 편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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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정보를 편집합니다.

필드 설명
SSO 토큰 시간 초
과

시간 초과 값(분)입니다.

클라이언트 액세
스 FQDN

Microsoft Azure 포드의 경우 Horizon Cloud에 연결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에게 연결하도록 지시하는 대상 
FQDN을 여기에 입력합니다.

Workspace 

ONE 리디렉션
구성을 편집할 때 이 토글의 현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액세스하도록 구성한 경우에도 이 토글을 예로 설정하
여 최종 사용자를 Workspace ONE Access 환경으로 자동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도록 옵션 구성에서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액세스하도록 하는 옵션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자동 리디렉션을 예로 구성한 상태에서 최종 사용
자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가 Horizon Cloud에 연결하려고 하며, 강제로 Workspace ONE Access를 통
해 액세스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 ID 관리 제공자 구성에 지정된 Workspace ONE Access 환경에 자동으
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토글을 아니요로 설정하면 자동 리디렉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며, 대신 클라이언트
는 사용자에게 정보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참고   포드당 하나의 ID 관리 URL에 대해서만 이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URL과 동일
한 포드에 대해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도록 옵션 구성
나열된 각 제공자에 대해,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oud에서 직접 할당된 데스크톱 및 원
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또는 반드시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액세스해야 하는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면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데 최대 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구성을 클릭합니다.

2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설정을 편집합니다.

필드 설명
강제로 원격 사용자를 Workspace ONE Access에 연결 ID 관리 제공자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 사용자 액세스를 

차단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해당 제공자 상태가 녹색인 경우에
만 옵션이 표시됩니다.

강제로 내부 사용자를 Workspace ONE Access에 연결 ID 관리 제공자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 사용자 액세스를 
차단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해당 제공자 상태가 녹색인 경우에
만 옵션이 표시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통해 액세스하도록 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ID 제공자 구성
을 편집하여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Workspace ONE Access에 자동으로 리디렉션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구성에 대한 설정 편집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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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에 액세스하도록 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Workspace ONE Access 리디렉션 기능과 함께 사용됩니다.

강제로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 설정을 통해 액세스하도록 지정 Workspace ONE Access 리디렉션 설정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Horizon Cloud

에 액세스하여 해당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
션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결과

사용(예) 사용(예)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Workspace ONE 

Access로 리디렉션됩니다.

사용(예) 비활성화됨(아니요) 클라이언트가 Workspace ONE Access

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 액세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
다. 자동 리디렉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됨(아니요) 사용(예)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
도록 Horizon Cloud 로그인 화면을 표시합
니다. Workspace ONE Access에 대한 
강제 액세스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었으
므로 자동 리디렉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활성화됨(아니요) 비활성화됨(아니요)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
도록 Horizon Cloud 로그인 화면을 표시합
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강제 액세스 및 자
동 리디렉션 기능이 둘 다 비활성화됩니다.

구성 제거
구성 중 하나를 제거하려면:

1 목록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2 제거를 클릭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대한 브로커 관련 설정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브로커 페이지를 사용하여 전체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적용되는 브로커 
관련 설정을 수정합니다.

Horizon Cloud의 관리 작업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
은 테넌트 환경의 현재 상태를 동적으로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콘솔에는 이 페이지의 섹션과 테넌트 환경의 현
재 최신 상태에 적절한 설정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설정이 표시됩니다.

참고   아래 섹션에 설명된 다음 설정을 변경하면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데 최대 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n 세션 시간 초과 섹션의 설정
n 탭을 닫으면 HTML Access 자격 증명 삭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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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Broker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를 자격 있는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
소스에 브로커링하도록 테넌트가 구성되면 콘솔에 이 섹션이 표시됩니다. Universal Broker 설정이 시스템에 이
미 저장되어 있으면 해당 현재 설정이 이 섹션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Universal Broker 레이
블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화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에 설명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테넌트의 최신 구성에 따라 [브로커]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추가 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n Universal Broker에 IP 범위를 식별하는 설정으로, 클라이언트의 수신 트래픽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들어오
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n 최종 사용자 세션에 대한 클라이언트 제한 설정. 글로벌 클라이언트 제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n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의 통합. 테넌트를 Workspace ONE Access 및 
Intelligent Hub 서비스와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단일 포드 브로커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가 서비스의 클래식 포드 기반 브로커링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클
라이언트를 자격 있는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브로커링하도록 테넌트가 구성되면 콘솔에 이 섹션이 표시됩니
다. 이러한 포드는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을 실행하는 포드입니다.

v2111 서비스 릴리스 당시, 그린필드 고객 테넌트 환경에서는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컨텍
스트에서 그린필드란 콘솔의 사용 설정 절차가 테넌트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에
서 이전에 시작된 적이 없는 테넌트 환경을 의미합니다.

세션 시간 초과
이러한 설정은 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및 Workspace ONE을 사용하여 해당 끝점 디바
이스에서 수행되는 최종 사용자의 연결을 제어합니다. 사용자가 예기치 않게 Horizon Cloud에서 다시 인증
을 받아야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기 위해 이러한 시간 초과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설정은 권한 있는 최종 사용자의 끝점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와 VDI 데스크톱, RDS 세션 데스
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권한이 부여된 최종 사용자에게 프로비저닝하는 포드 간의 연결과 관련됩
니다. 이러한 설정은 해당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Windows 운영 체제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 세션
과는 별개입니다. 포드에서 이러한 설정에 지정된 조건이 발생했다고 감지되면 사용자의 인증된 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또는 Workspace ONE 연결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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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초과 설명
Client 하트비트 
간격

Horizon Client 하트비트 간 간격과 포드의 포드 관리자에 대한 끝점 연결 상태를 제어합니다. 이러한 하트비트
는 포드 관리자에게 브로커에 끝점에 대한 연결에서 경과한 유휴 시간의 양을 보고합니다. 사용자의 데스크톱 또
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의 기준이 되는 Windows 운영 체제 세션의 유휴 시간과 달리, 끝점 디바이스에서 
상호 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때 유휴 시간이 발생합니다. 대규모의 데스크톱 배포에서 활동 하트비트를 더 긴 간격
으로 설정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Client 유휴 사용
자

최종 사용자의 끝점 디바이스와 포드의 포드 관리자 간 연결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키보드 또는 마
우스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상태와 같이 최종 사용자가 연결 중 유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이 
최대값에 도달하면 포드 관리자에 대한 연결 인증이 만료되고 모든 활성 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및 Workspace ONE 원격(RDS 기반) 애플리케이션 연결이 닫힙니다.

n 포드 관리자의 SSO(Single Sign-On) 자격 증명이 삭제됩니다. 끝점 디바이스에서 연결을 다시 열고 해당 
포드 내의 포드 관리자에 연결하려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n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 세션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참고   최종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연결 끊김이 확인되지 않도록 하려면 클라이언트 유휴 사용자 시간 초과 값을 
클라이언트 하트비트 간격 설정의 두 배 이상으로 설정하십시오.

Client 브로커 세
션

최종 사용자의 끝점 디바이스와 포드의 포드 관리자 간 연결과 관련해서 연결 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또는 Workspace ONE 연결을 포드 관리자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
다. 시간 초과 카운트는 사용자가 끝점 디바이스의 클라이언트에서 포드의 인증을 받을 때마다 시작됩니다. 이 시
간 초과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현재 포드 관리자에서 할당된 기존 세션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
점 디바이스의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과 같이 포드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
우 포드 관리자에 재인증된 연결이 필요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끝점 디바이스(Horizon Client, Horizon HTML 

Access 또는 Workspace ONE)의 클라이언트에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참고   Client 브로커 세션 시간 초과 값은 Client 하트비트 간격 설정과 Client 유휴 사용자 시간 초과 값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HTML Access

탭을 닫을 때 HTML Access 자격 증명 정리 설정은 최종 사용자가 HTML Access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또
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때의 시스템 보안 및 사용 편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설정은 최종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n 보안을 강조하는 옵션인 예 값을 설정하면 다시 연결할 때 자격 증명을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최종 사
용자에게 표시됩니다.

n 사용 편리성을 강조하는 옵션인 아니요 값을 설정하면 다시 연결할 때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풀/팜 옵션
클라이언트에서 전원이 꺼진 VM을 대기하도록 허용 옵션은 클라우드에서 기본 VDI 또는 RDSH 가상 시스템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최종 사용자가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
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동작을 제어합니다. 할당 또는 RDSH 팜에 대한 전원 관리 설정의 결과로, 클라이
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가상 시스템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이 시작되
면 Horizon Cloud는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본 
가상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동안 가상 시스템의 Horizon Cloud 에이전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Horizon Client 연결 요청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시작하는 시간과 에이전트가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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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옵션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다시 시도하도록 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예상 시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클라이언트 재시도 사용 토글이 예로 
설정된 경우 클라이언트는 예상 대기 시간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1 Horizon Cloud는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클라우드의 기본 가상 시스템 전원을 켜기 
시작합니다.

2 가상 시스템의 에이전트가 가동되어 실행되는 동안 Horizon Cloud는 Horizon Client에 연결을 다시 시
도할 것을 알립니다.

3 클라이언트는 연결을 다시 시도하기 전에 예상 대기 시간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Horizon Cloud 시작 마법사 - 개요
시작 마법사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과 같이 환경을 완전히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
성 단계를 수행합니다. 시작 마법사는 처음으로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할 때 기본적으로 표시됩
니다. 하나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도메인의 Active Directory 그룹에 Horizon 

Cloud 슈퍼 관리자 역할을 지정한 후에는 콘솔의 왼쪽 탐색 모음에 액세스하여 사용자 환경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토글을 전환하여 [시작하기]를 더 이상 기본 콘솔 홈 페이지로 
사용하지 않고 [대시보드] 페이지를 기본 홈 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

n Horizon Cloud 포드는 VMware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의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구
축됩니다.

n Horizon 포드는 VMware Horizon의 연결 서버 기술을 기준으로 구축됩니다.

시작 마법사는 지금까지 수행한 작업과 수행해야 할 작업의 간략한 개요를 표시합니다. 설정 > 시작에서 마법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환경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려면 환경에 처음 배포했던 포드 유형
에 따라 다음 항목의 단계를 검토합니다. 시작 마법사에서 인증서 업로드 등의 특정 작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포드 배포자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포드 배포 중에 
포함된 첫 번째 클라우드 연결 포드의 개략적인 워크플로

n Horizon Cloud Connector에 Horizon 포드 배포: VMware SDDC에 배포한 기존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첫 번째 포드로 온보딩하는 경우의 개괄적인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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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8. 시작 마법사 섹션
섹션 설명
용량 팁   라이센스 및 역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 키 보기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VMware 제품의 영구 키를 보고 생성할 수 있는 [영구 키]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영구 키 보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포드가 온보딩되고 도메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 라이센스 및 역할 요구 사항을 충족하
면 [라이센스] 페이지와 [시작] 페이지 모두에서 해당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정보 가져오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0개의 포드가 있는 경우 이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관리 > 포드 추가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사용되는 자동화된 포
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n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Horizon Cloud Connector와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다운로
드 링크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 배포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참고  
n 관리 메뉴의 이 마법사는 Microsoft Azure VMware Solution을 포함하는 배포에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이러한 포드는 추가 버튼과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는 경로를 사용하는 
VMware SDDC 범주에 속합니다.

n 추가를 클릭한 후에는 VMware Cloud on AWS에서 Horizon 포드를 추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
명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현재 릴리스에서는 다운로드 방법만 완전히 지원됩니다.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하나 이상의 포드가 있는 경우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n 작업 환경의 포드 그룹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n 구독 정보를 편집, 추가 및 삭제하고 Microsoft Azure의 포드 관리자 기반 Horizon 포드를 삭제하
는 데 사용되는 관리 메뉴.

일반 설정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의 등록과 같은 다양한 테넌트 전체 설정의 초기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링크를 제공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 시작 마법사의 일반 설정 섹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
오.

데스크톱 할당 n 포드 그룹에 하나 이상의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 이 섹션은 Horizon Cloud 환경에 제공
되며 골든 이미지를 게시하는 데 필요한 VM(가상 시스템) 작업과 관련된 작업 페이지의 링크를 제공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이미지 생성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포드 그룹에 하나 이상의 Horizon 포드 배포가 있는 경우 이 섹션에서는 데스크톱 할당 구성과 관련
된 작업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데스크톱 할당을 사용하면 여러 클라우드 연결 포드의 데
스크톱 풀을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 환경에서 할당 생성 및 관리 및 
해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고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항목도 참조하
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할당 참고   이 릴리스에서는 포드 그룹이 Horizon 포드만으로 구성된 경우 이 섹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포드 그룹에 하나 이상의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할당과 관련
된 작업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Horizon Cloud 인벤토리의 애플리케이션 및 해당 하위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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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및 하나 이상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 그룹에 대한 슈퍼 관리자 
역할 제공에 필요한 단계를 완료한 경우 마법사를 표시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콘솔에 로그인할 때마다 마법사
를 표시하도록 전환하려면 마법사의 주 페이지 하단에 있는 슬라이더를 예로 이동합니다.

참고   이 마법사는 주로 포드를 처음 설정하는 동안에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마법사를 전환하
여 중지하지만, 일부 표준 작업 수행 시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용자
들도 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 시작 마법사의 일반 설정 섹션
Horizon Cloud 환경에 연결된 포드를 처음 구성할 때 일반 설정 섹션에 있는 선택 사항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과 같은 다양한 포드 전체 설정을 처음 구성합니다. 처음 구성 후, 일반 설정 섹션의 선택사
항을 사용하여 구성을 편집할 수 있는 콘솔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선택 설명
My VMware 계
정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의 My VMware 계정으로 콘솔이나 Horizon Cloud 환경에 로그인하기 위한 권한을 제공합니
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로그인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
직의 개인에게 관리 역할 부여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초기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하고 도메인 바인딩 및 도메인 가입 정보를 추가합니다. 콘솔 사용자에게 역할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을 비롯하여 첫 번째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려면 먼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하고 도메인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및 포드와 관련된 작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n Horizon Cloud 제어부 테넌트에 대해 첫 번째 필수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
n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추가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등록
n Horizon Cloud에서 클라우드 구성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대한 추가 보조 바인딩 계정 추가

역할 및 권한 환경을 관리할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합니다. 역할은 해당 역할이 있는 사용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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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설명
브로커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가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연결할 때 사용하도록 하려는 

브로커링 기술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브로커링된 최종 사용자 세션과 관련된 설정(예: 세션 시간 초과 설정)을 구성
합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

Horizon Cloud Cloud Monitoring Service는 모니터링 및 보고 목적으로, 연결된 포드에서 세션,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n Cloud Monitoring Service 전환 옵션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loud Monitoring Service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이 설정이 해제되면 아래의 세션 데이터 설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n Cloud Monitoring Service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세션 데이터 전환 옵션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 세션과 관
련된 사용자 정보의 추적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에는 사용자별 로그인 상태로 있던 시
간, 세션 기간 및 평균 세션 길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선택하면 Horizon Cloud에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Horizon Cloud를 사용하는 동안 유지합
니다. 세션 데이터 전환 기능을 해제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수집은 선택 해제했지만, Horizon Connection Server는 사용하도록 설정한 상태로 두면 
Horizon Cloud에서 제한된 기간에 세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 이름을 해시하여 정보에 대한 기록과 집계된 
보기를 비활성화하면서 실시간 관리는 허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사용량 보고서와 같은 일부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연결된 포드의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과 관련된 다른 데이터도 계속 수집합니다.

Horizon Cloud Cloud Monitoring Service에서 수집한 정보는 [대시보드] 페이지의 차트 및 [보고서] 페이지의 보고
서에 사용됩니다. Horizon Cloud 대시보드 - 포드 그룹 및 테넌트 환경에 대한 상태 가시성 및 인사이트 및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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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필터 필드 사용 11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의 다양한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보고서 및 활동 페이지 등에 표시되는 중간 규모 및 대
규모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페이지에서 필터 필드가 페이지 맨 위에 나타납니다. 다
른 페이지의 각 열 머리글에는 필터 텍스트 상자에 액세스하기 위해 클릭하는 필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필터링을 
제공하는 페이지의 경우, 필터 텍스트 상자에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가 들어 있는 표시된 레
코드의 하위 집합만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일부 페이지에 제공되는 필터 상자와 일부 페이지의 열에 제공되는 필터 아이콘의 예를 보여 줍니
다. 이 첫 번째 예는 [이미지]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는 [활동]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 맨 위에 있는 필터 텍스트 상자의 경우 시스템은 패턴 일치를 시작하고 필터 텍스트 상자에 3개 문자
를 입력한 후 페이지에 표시되는 레코드를 필터링합니다. 열 머리글의 맨 위에 있는 필터 아이콘의 경우 1개의 문자
를 입력하면 필터링이 시작됩니다.

[보고서] 페이지의 화면 필터링
[보고서] 페이지의 탭에서 필터링 텍스트 상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전체 시스템 레코드 집합이 아니라 사용자 인터
페이스 자체에 표시되는 항목의 수에 작동합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최대 500개 항목을 표시하도록 지원합니다. 따
라서 하나의 항목에 대해 500개를 초과하는 레코드가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최대 500개의 항목만 사용자 인터페
이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필터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면 500개의 표시된 레코드만 필터링됩니다. 필터는 전체 집
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래 상황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n VDI 플로팅 데스크톱 할당에 할당된 2000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n 사용자 이름은 vdiuser-1~vdiuser-2000입니다(예: vdiuser-500, vdiuser-501, vdiuser-502 등, 

vdiuser-2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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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하루 동안 2000명의 사용자가 모두 로그인하여 해당 할당에서 데스크톱을 사용합니다.

n 모니터 > 보고서 > 데스크톱 매핑으로 이동하면 표시된 메시지에 보고서에 500개보다 많은 항목이 있다고 나
타납니다.

n vdiuser-54, vdiuser-540, vdiuser-541~vdiuser-549 사용자에 대한 레코드를 보기 위해 필터에 
vdiuser-54를 입력하면 11개의 행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체 2000개 집합 중에서 예상된 11개 행이 필터링되어 표시되는 것이 아닌 필터 패턴과 일치하는 원래 표
시된 500개 행의 하위 집합만 [데스크톱 매핑]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전체 데이터 집합을 보려면 내보내기 기능
( )을 사용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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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환경 관리자를 위한 문제 해결 12
Horizon Cloud 환경 진행 중인 작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Horizon Cloud -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에이전트 로그 수집
n IT 또는 보안 조직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구독의 Azure Marketplace 제공 사용 또

는 Marketplace 구매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배포에서 Azure 중국을 사용하는 경우
n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디스크 크기가 증가한 경우 필요한 관리자 작업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첫 번째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할 수 없음
n 로그된 Microsoft Windows Sysprep 오류를 해결한 후에도 시간 초과 오류와 함께 이미지로 변환 작업 실

패
n Windows Server 2012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로 변환 작업이 시간 초과 오류로 실패함
n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잠긴 경우의 알림
n 새 팜이 진행 중인 상태로 유지됨
n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에 연결하려고 할 때 Windows 오류 메시지가 표시됨
n 문제 해결 - Horizon Cloud 이메일 사용자 의견 옵션이 작동하지 않음
n 중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
n True SSO가 구성되고 사용자에게 인증서의 해지 상태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n 포드를 아직 매니페스트 123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도메인 계정이 가져온 이미지로 원격 연결하

는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

Horizon Cloud -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에이전
트 로그 수집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했고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특정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해당 포드에서 가져온 VM, 팜 호스트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 대해 로그 생성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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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기술 SR(지원 요청)을 제출한 후 해당 SR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지원 팀이 문제를 진
단하는 데 특정 VM의 진단 로그 번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VMware 지원 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로그 번들을 가리켜 DCT 번들(데이터 수집 도구 번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주의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둘러보기에 설명된 대로 콘솔은 테넌트 환경의 최신 구성에 
적합한 기능을 반영하여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이 설명서에 나온 기능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 기능이 최신 Horizon Cloud 포드 매니페스트, Horizon 포드 버전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코드에 의존하는지 여부.

n 기능이 출시될 때 릴리스 정보에 언급된 것처럼 기능에 대한 액세스 가용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n 기능에 특정 라이센싱 또는 SKU가 필요한지 여부.

해당 기능이 이 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콘솔에서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능의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는지와 테넌트에서 사용 설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또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담당자
에게 요청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

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및 요구 사항
포드 관련 요구 사항

이 기능은 포드 매니페스트 2747.0 이상을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지원됩
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포드에 Horizon Cloud에서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App 

Volumes 기능과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한 staging 유형의 파일 공유가 있어야 합니다. 로그 생성 작업이 실
행될 때 시스템은 나중에 콘솔의 [보고서]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staging 파일 공유 내의 디렉토리에 
로그 번들을 씁니다. 지정된 포드에 대해 이 파일 공유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콘솔의 [용량] 페이지에서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파일 공유 필드에는 포드의 파일 공유가 존재하
고 파일이 두 개 있어야 합니다. 표시된 하이퍼링크 2를 클릭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도구 설명에 staging 유
형의 파일 공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구 설명에 이 staging 유형의 파일 공유가 있
는 것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로그 생성 작업을 수행하면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기 위한 지침을 포
함하는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VM 관련 요구 사항
로그 생성 작업은 가져온 VM, 팜 호스트 VM 및 VDI 데스크톱 VM과 같은 VM 유형에 대해 제공됩니다. 가져
온 VM의 경우 해당 VM에서 로그 생성 작업을 실행하려면 먼저 VM이 연결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
결 프로세스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이미지 생성의 연결 단계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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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통해 로그를 얻을 수 있는 VM의 Horizon Agent 최소 버전은 버전 19.1입니다. 그러나 특정 포드 
매니페스트는 특정 에이전트 버전 집합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VM의 에이전트 버전이 
포드의 매니페스트 버전과 호환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포드-에이전트 상호 운용성에 대한 개념 정보는 
Horizon Cloud 포드 업데이트 — 지속적인 에이전트 호환성 및 지원을 위한 단계을 참조하세요.

VM에 대해 로그 생성 작업을 호출할 때 VM의 에이전트가 실행 중이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솔에 VM 

에이전트 상태로 활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생성된 로그 번들 정보
생성된 로그 번들에는 Horizon Agents Installer를 통해 설치되었으며 VM에 대해 로그 생성 작업을 호출하는 
시점에 해당 VM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에이전트에 대한 로그가 포함됩니다.

VM에 대해 로그 생성 작업을 호출하면 로그 번들을 생성 및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
기 시작합니다. 이 백그라운드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콘솔의 [활동] 페이지에는 작업 진행률
이 표시되고 작업이 100% 완료되었다고 표시된 후 번들을 다운로드할 준비가 되면 콘솔에 알림도 생성됩니다. 번
들이 준비되면 [보고서] 페이지의 [로그] 탭을 사용하여 로컬 시스템에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VM에서 로그 수집 작업이 완료된 후 백그라운드 작업은 에이전트 관련 로그 번들을 포드의 Microsoft Azure 구
독 내에 있으면서 Horizon Cloud에서 App Volumes 기능과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파일 공유인 staging
에 복사합니다. 로그 번들의 평균 크기는 900MB로, 2GB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 공유에 사용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된 각 로그 번들에는 1시간의 보존 시간이 설정되며 이 시간
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합니다. [보고서] 페이지의 [로그] 탭에는 생성된 각 로그 번들의 만료 시간
이 표시됩니다.

에이전트 로그 번들 생성 및 다운로드
1 의도한 VM에 대해 로그 생성 작업을 사용합니다.

2 콘솔의 [활동] 페이지를 확인하여 로그 번들 생성 활동이 완료된 시기를 확인합니다.

3 보고서 > 로그에서 로컬 시스템으로 로그 번들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staging 파일 공유에서 공간을 절약하려면 삭제 작업을 사용하여 만료 시간 전에 번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IT 또는 보안 조직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구독
의 Azure Marketplace 제공 사용 또는 Marketplace 구매에 대한 제
한이 있거나 배포에서 Azure 중국을 사용하는 경우
이 설명서 페이지에서는 배포 및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 Azure Marketplace의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지원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VMware 지원 서비스에서 문제 
해결 jumpbox를 배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사용자나 IT 또는 보안 조직이 Azure Marketplace 제공 또는 Azure Marketplace 주문 사용에 관한 
제한 사항을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구독에 설정한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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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zure 중국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있는 경우 이 페이지의 섹션 Azure 중국 - 특
별 고려 사항에 설명된 대로 VMware 지원 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
2022년 초부터 이 서비스는 VMware가 Azure Marketplace에서 제공하는 VMware 제공을 프로그래밍 방식
으로 사용하기 위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자 및 업그레이드 코드를 개선했습니다.

이 향상된 기능을 통해 초기 배포 프로세스 및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더 빠르게 실행되어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다운타임이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 향상된 기능을 통해 App Volumes 기능에 사용되는 1개의 스토리지 계정 외에 추가 스토리지 계정을 사용하
지 않고 배포 및 업그레이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Azure Marketplace와 배포, 업그레이드 및 지원 Jumpbox 간 관계
배포 및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동안 배포자 및 업그레이드 코드는 API 호출을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Azure 

Marketplace에서 vmware-inc라는 VMware publisherID에 해당하는 VMware 제공 약관을 수락하려고 시
도합니다.

관련 엔티티 publisherID offerID planID

포드 관리자 vmware-inc euc-hcs-podmgr euc-hcs-podmgr

Unified Access 
Gateway

vmware-inc euc-hcs-uag euc-hcs-uag

jumpbox, 문제 해결을 위
한 VMware 지원이 필요한 
경우

vmware-inc euc-hcs-jumpbox euc-hcs-jumpbox

참고   Azure Marketplace로 이동하여 Azure Portal을 통해 이러한 제공을 보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VMware에서는 API 호출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공을 게시합니다.

서비스의 API 호출 요구 사항
이 프로그래밍 방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Azure 구독이 다음 
섹션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배포자 및 업그레이드 API 호출이 이전 표에 나열된 VMwarepublisherID, offerID 및 planID에 
해당하는 Azure Marketplace의 VMware 제공 약관에 동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구독과 자체 구독에 배포될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구독 모두에 적용됩니다.

Azure 구독에서 다음 항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공 약관을 수락하기 위한 배포자 및 업그레이드 코드의 API 호출
이 실패하여 다음 결과가 발생합니다.

n 해당 구독과 관련된 새로운 배포 실패
n 해당 구독에 이미 배포된 포드 관리자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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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원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VMware 지원 서비스에서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 Jumpbox를 해당 구독에 배
포하지 못함

한 가지 특별한 상황은 Azure 중국에 있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시나리오입니다. 

Azure 중국에서 Microsoft는 서비스의 API 호출에 필요한 Microsoft.Marketplace.Ordering 리소스 유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Azure 중국에 상주하는 경우 섹션 Azure 중
국 - 특별 고려 사항의 지침을 읽으십시오.

배포의 서비스 주체가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는 경우의 요구 사항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역할에 다음 사용 권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read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write

n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 또는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새 배포에서 UI의 배포 마법사는 서비스 
주체가 구독에서 해당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유효성 검사가 실패하면 UI에서 배포를 시
작할 수 없습니다.

n 업그레이드의 경우 시스템 사전 검사는 서비스 주체가 구독에서 해당 사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사용 권한이 없으면 사전 검사는 업데이트 차단 오류를 보고합니다. 해결 방법은 이러한 
사용 권한을 사용자 지정 역할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n VMware 지원 서비스에서 지원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문제 해결용 jumpbox를 배포해야 하는 경우 
jumpbox 배포 프로세스에서 VMware 지원 서비스에 사용 권한이 누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VMware 지원 팀에게는 구성된 구독에 마켓플레이스 이미지 제공을 사용할 수 있는 읽기 
사용 권한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업그레이드를 계속할 수 없음. 구성된 구독에 마켓플레이스 이미지 제공
을 사용할 수 있는 쓰기 사용 권한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업그레이드를 계속할 수 없음과 같은 패턴으로 기
록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zure Policy가 구독에서 허용되는 Azure 리소스 유형을 제한하는 경우의 요구 
사항
일부 IT 조직의 Azure Policy는 이름으로 명시적으로 허용된 특정 리소스 유형을 제외하고 Azure 리소스 유형의 
모든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IT 또는 보안 조직이 조직의 Azure 구독에서 허용되는 Azure 리소스 유형의 유형을 제한하는 Azure Policy를 
설정한 경우 Azure Policy의 AllowedResourceTypes 집합에는 리소스 유형 
Microsoft.MarketplaceOrdering/*에 대한 허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독의 Azure Policy에 Microsoft.MarketplaceOrdering/*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VMware 지원 팀
에게 다음과 같은 패턴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PublisherId: 'vmware-inc', OfferId: 'euc-
hcs-xxxxx'의 제공을 유효성 검사 오류로 인해 구매할 수 없습니다. 게시자 'vmware-inc'의 제공 
'euc-hcs-xxxxxx'의 Sku 'euc-hcs-xxxxxx'을(를) IT 관리자가 설정한 정책에 따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xxxxx는 이전 표에 나온 planID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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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MarketplaceOrdering/* 리소스 유형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면 배포자 및 업그레이드 코드
가 사용하는 Azure Marketplace의 VMware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제공을 수락하기 위해 
API 호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T 또는 보안 팀이 구독에서 이 리소스 유형에 대한 허용을 거부하는 경우 옵션을 사용하여 다음 섹션 엔터프라이
즈의 Azure 개인 저장소 수집에 VMware 제공 추가에 설명된 작업을 수행하여 VMware 제공 SKU를 엔터프라
이즈의 Azure 개인 저장소에 추가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의 API 호출은 여기에서 
VMware 제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관리자가 Azure Enterprise 테넌트에 대한 Azure Marketplace 
구매를 해제한 경우의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엔터프라이즈 관리자는 엔터프라이즈 Azure 테넌트의 모든 Azure 구
독에 대해 Azure Marketplace 구매를 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Azure Marketplace 구매가 Microsoft 게시자의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이 제한된 구매는 
vmware-inc publisherID에서 VMware 제공을 가져오기 위한 서비스의 API 호출을 차단하므로 해당 API 호출
이 필요한 배포 및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차단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VMware 지원 팀에는 다음과 같은 패턴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구독 등록으로 인해 
Marketplace 유료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구매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Azure 등록 관리자는 유
료 Marketplace 제품 구매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엔터프라이즈 관리자에게 개인 Azure Marketplace 수집을 생성 및 관리하고 엔터
프라이즈의 Azure 개인 저장소 수집에 VMware 제공 추가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VMware 제공을 추가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의 Azure 개인 저장소 수집에 VMware 제공 추가
Microsoft Azure는 구독에서 사용할 개인 Azure Marketplace 수집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인 Azure Marketplace 생성 및 관리에 설명된 대로 이 기능을 통해 IT 관리자는 사용자가 전역 Azure 

Marketplace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사 솔루션을 미리 승인, 조정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전 문장에 연결된 
Microsoft 설명서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Marketplace 관리자 역할은 개인 저장소를 관리할 관리자에게 할당되
어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Azure 테넌트에 대해 개인 저장소가 생성되면 Marketplace 관리자 역할이 있는 관리자는 
VMware 제공을 개인 저장소 수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의 개인 저장소에 VMware 제공을 추가하면 배
포 및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VMware 제공을 얻기 위한 서비스의 API 호출이 수행됩니다.

Microsoft는 개인 저장소 수집에 특정 게시자 제공을 추가하기 위한 PowerShell 명령을 제공합니다.

개인 Marketplace에 제공 추가에서 PowerShell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에 대한 Microsoft 설명
서 참조를 따르십시오. 해당 Microsoft 페이지에서는 Microsoft가 이 용도로 제공하는 PowerShell 명령에 대해
서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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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된 후 해당 개인 저장소에 VMware 제공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Microsoft PowerShell 명령을 보여 줍니다. 첫 번째 Get-AzMarketplacePrivateStore가 
Azure 테넌트의 privateStoreId를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Set-
AzMarketplacePrivateStoreOffer가 해당 개인 저장소에 VMware 제공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Get-AzMarketplacePrivateStore

1 Get-AzMarketplacePrivateStore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 집합에서 사용할 Azure 테넌트의 
privateStoreId를 가져옵니다.

Get-AzMarketplacePrivateStore

2 Set-AzMarketplacePrivateStoreOffer 명령에서 반환된 privateStoreId를 사용하여 euc-
hcs-podmgr, euc-hcs-uag 및 euc-hcs-jumpbox에 대한 VMware 제공을 추가합니다.

n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대한 제공을 추가합니다.

Set-AzMarketplacePrivateStoreOffer -privateStoreId your-tenant-privateStoreID -offerId 
vmware-inc.euc-hcs-podmgr -SpecificPlanIdsLimitation @("euc-hcs-podmgr")

n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제공을 추가합니다.

Set-AzMarketplacePrivateStoreOffer -privateStoreId your-tenant-privateStoreID -offerId 
vmware-inc.euc-hcs-uag -SpecificPlanIdsLimitation @("euc-hcs-uag")

n 문제 해결을 위한 Jumpbox 인스턴스에 대한 제공을 추가합니다.

Set-AzMarketplacePrivateStoreOffer -privateStoreId your-tenant-privateStoreID -offerId 
vmware-inc.euc-hcs-jumpbox -SpecificPlanIdsLimitation @("euc-hcs-jumpbox")

3 이제 VMware 제공이 테넌트의 개인 저장소에 나열되는지 확인합니다.

Get-AzMarketplacePrivateStoreOffer -PrivateStoreId your-tenant-privateStoreID

Azure 중국 - 특별 고려 사항
Microsoft는 Azure 중국에서 Microsoft.Marketplace.Ordering 리소스 유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Azure 

Marketplace의 VMware 제공에 대한 API 호출을 사용하는 서비스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Microsoft.Marketplace.Orderingtype은 Azure 중국 리소스 제공자에 대한 Microsoft 설명서 참조에 나열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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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위해 Azure 중국에서 구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특별 
고려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n Azure 중국의 기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해당 배포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VMware 지원 서비스에서 지원을 받아 Azure Marketplace에 대한 API 호출 없이 이전 업그레이드 방법을 
사용하도록 Horizon Cloud 테넌트를 구성합니다.

n Azure 중국에 배포를 계획하는 경우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VMware 지원 서비스에서 지원을 받아 배포자가 
Azure Marketplace에 대한 API 호출 없이 이전 배포 방법을 사용하도록 Horizon Cloud 테넌트를 구성합
니다.

n VMware 지원 서비스에서 Azure 중국에 있는 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Jumpbox를 배포해야 하는 
경우 VMware 지원 서비스는 Azure Marketplace에 대한 서비스의 API 호출 없이도 임시 jumpbox를 구
독에 배포할 수 있도록 Horizon Cloud 테넌트를 일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Jumpbox가 배포된 후 테넌트의 일부 포드가 Azure 중국 이외 지역에 있는 구독에 배포된 경우 VMware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의 API 호출에 대한 기능을 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Azure Marketplace를 사용하지 않고 배포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경우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또한 이러한 배포 및 업그레이드에서는 Azure Marketplace의 VMware 제공을 사용하는 대신, 임시 Jumpbox

를 사용하여 배포 및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구독의 스토리지 계정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API 

호출이 Horizon Cloud 제어부에서 검색할 이미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디스크 크기가 증가한 경우 필요한 
관리자 작업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OS 디스크 크기 값을 늘리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해당 팜 또는 할당에 있는 각 VM의 OS 디스크가 해당 크기로 생성됩니다. 그러나 Microsoft 

Azure에 있는 VM의 기본 동작으로 인해, VM의 디스크가 확장된 경우에도 C 드라이브가 포함된 파티션이 전체 
디스크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지 않습니다. 새 공간을 포함하도록 C 드라이브 파티션을 확장하기 위해 VM에서 조치
를 취할 때까지 VM 디스크의 새 공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Microsoft는 전체 디스크를 포함하도록 파티션을 확장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 Powershell 명령은 
VMware에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확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 예로만 제공
됩니다. 조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size = (Get-PartitionSupportedSize -DiskNumber 0 -PartitionNumber 2)
Resize-Partition -DiskNumber 0 -PartitionNumber 2 -Size $size.SizeMax

이 예시에서는 디스크 번호가 0이고 파티션 번호가 2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Powershell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https://docs.microsoft.com/en-us/powershell/module/storage/resize-partition?view=win10-

p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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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첫 번째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할 수 
없음
VMware Cloud services가 유지 보수 중인 경우 Horizon Cloud의 관리 콘솔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
https://cloud.horizon.vmware.com에서 Horizon Cloud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https://

console.cloud.vmware.com에서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으로 리디렉션됩니다. 로그인 화면에 이유
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첫 번째 로그인 화면에 유효한 계정 자격 증명을 입력하면 이러한 로그인 시도가 실패합니
다.

원인
로그인 인증은 VMware Cloud Services를 사용하여 계정 자격 증명을 인증하는 데 의존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인증 요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콘솔에 로그인하지 못합니다.

해결책
u 콘솔의 주 로그인 화면에 로그인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VMware Workspace ONE 상태 페이지 내 

Horizon Cloud 시스템 상태(https://status.workspaceone.com/)에서 페이지를 확인하여 최신 시스템 
상태를 봅니다.

이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수신을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된 Microsoft Windows Sysprep 오류를 해결한 후에도 시간 초
과 오류와 함께 이미지로 변환 작업 실패
이미지 VM을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할 때 Microsoft Sysprep 문제를 방지하는 단계를 수행했더라도 후속 시도
에서 변환 작업이 시간 초과됩니다.

문제
이미지를 게시하려는 첫 번째 시도에서 [활동] 페이지에 appx 패키지와 관련된 Microsoft Sysprep 문제로 인해 
시간 초과 오류가 발생하여 이미지 변환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표시됩니다.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에 설명된 최적화 단계를 수행하고 Microsoft Sysprep 오류 로그에 설명된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이
미지 변환을 시도합니다. 이 두 번째 시도에서 [활동] 페이지에 "가상 시스템의 전원이 꺼질 때까지 20분 동안 대
기함: 이미지를 다시 가상 시스템으로 변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원인
이 상황은 Microsoft Sysprep 프로세스를 실행하려는 두 번째 시도가 정지되었거나 응답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책
1 Microsoft Sysprep 오류 로그의 오류 메시지와 Microsoft KB 2769827에 따라 Microsoft Sysprep 문

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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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VM에서 VMware Horizon Agent 서비스를 검토하고 해당 시작 유형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가 1600 이전의 매니페스트를 사용하는 포드에 있는 경우 VM에 VMware DaaS Agent 서비스도 포
함됩니다. VMware DaaS Agent 서비스의 시작 유형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이미지 VM을 재부팅합니다.

4 재부팅된 VM에서 변환 프로세스를 다시 시도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로 변환 작업이 시간 초
과 오류로 실패함
경우에 따라 게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Windows Server 2012 이미지 VM에 설치하여 
해당 이미지를 사용자 지정하고 나면 20분 후 시간 초과에 대한 오류 메시지와 함께 게시 프로세스가 실패합니다.

문제
애플리케이션을 Windows Server 2012 이미지 VM에 설치하고 VM에서 로그오프한 후 게시 워크플로우를 시
작하면 경우에 따라 Microsoft 시스템 준비(Sysprep)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VM의 전원이 꺼지면서 워크플
로우가 실패합니다.

해결책
1 Sysprep 오류 로그의 오류 메시지와 Microsoft KB 2769827에 따라 Sysprep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이미지 VM에서 VMware Horizon Agent 서비스를 검토하고 해당 시작 유형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가 1600 이전의 매니페스트를 사용하는 포드에 있는 경우 VM에 VMware DaaS Agent 서비스도 포
함됩니다. VMware DaaS Agent 서비스의 시작 유형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VM을 재부팅합니다.

4 재부팅된 VM에서 변환 프로세스를 다시 시도합니다.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잠긴 경우의 알림
Horizon Cloud가 잠긴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으로 인한 인증 실패를 감지하는 경우, 관리 콘솔에 계정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시스템에서는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서비스 계정으로 사용하여 
AD(Active Directory) 서버에 연결하고 Active Directory를 쿼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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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콘솔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할 때마다 시스템은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실패 또는 비활성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시스템에서 계정이 실패 또는 비활성 상태임이 확인되면 알림이 생성됩니다. 알림이 생성되면 [알림] 

페이지에 추가되고 콘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에 알림 수가 반영됩니다( ). 종 모양 아이콘을 클
릭하거나 [알림] 페이지로 이동하여 알림 세부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과 AD 서버 간 연결의 연결 상태는 15분 동안 캐시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잠
금 상태가 되는 시간부터 알림이 콘솔에 반영될 때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솔에 로그인
한 후 AD 서버에서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수동으로 잠근 경우 콘솔에 알림이 표시될 때까지 최대 15분이 걸
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솔에서 잠금 알림을 확인한 후 AD 서버에서 해당 계정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 후 최
대 15분 동안 콘솔에 계정 잠금 알림이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잠기면 시스템은 구성된 활성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을 사용하도록 폴백되어 Active 

Directory 서버에 대한 연결을 인증합니다.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이 잠겨 있다는 알림이 표시되면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의 상태를 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연결이 계속 성공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 팜이 진행 중인 상태로 유지됨
[팜] 페이지에서 새 팜 생성을 시작하면 시스템에서는 팜 및 해당 RDSH VM(가상 시스템) 생성을 시작합니다. 그
러나 30분이 지난 후에도 페이지에 팜 상태가 계속 진행 중으로 표시됩니다. 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
면 VM 중 하나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팜에 있는 다른 VM이 온라인 상태를 표시하더라도 한 VM이 계속 오프라인 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에 팜 생성 프로
세스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원인
네트워크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지면 Horizon Cloud에서 VM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표시되며 팜 생성 워크플로
를 완료할 수 없게 됩니다.

해결책
1 팜의 [세션 호스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2 오프라인 VM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VM이 삭제됩니다. 그러 다음, 몇 분 후에 시스템에서 해당 VM을 자동으로 다시 생성하면 해당 서버 VM이 온
라인 상태가 되고, 팜이 온라인 상태로 변경됩니다.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에 연결하려고 할 때 Windows 
오류 메시지가 표시됨
최종 사용자가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에 연결하려고 할 때 Windows에서 시스템 이벤트 알림 
서비스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라는 Windows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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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용자에게 이 메시지가 표시되고 사용자가 표시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
에 따라 확인을 클릭한 후 사용자가 데스크톱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을 클릭한 후 사용자가 데
스크톱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할 수 있고 두 번째 시도가 성공합니다.

원인
이 문제는 answers.microsoft.com의 이 페이지에 설명된 알려진 Microsoft Windows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 Horizon Cloud 이메일 사용자 의견 옵션이 작동하지 않음
이 문서는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하이퍼링크가 콘솔의 사용자 의견 기능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첩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조직 구성 단위를 사용하기 위한 고
려 사항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만들 경우 컴퓨터 OU 필드를 사용하여 
팜의 VM 또는 VDI 데스크톱 VM이 배치될 Active Directory OU(조직 구성 단위)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컴퓨터 OU 필드에서 조직이 사용할 중첩된 OU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Microsoft에서는 개별 OU를 64자 이하로 제한합니다. 64자보다 길지만 64자를 초과하는 개별 OU가 없
는 OU 경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 OU는 64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콘솔의 [Active Directory] 페이지에 있는 기본 OU 필드와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컴퓨터 OU 필드
에서 항목의 OU=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 64자 길이의 OU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조직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버에서 중첩된 OU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Active Directory 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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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솔의 컴퓨터 OU 필드에 고유 이름 정보를 입력합니다.

문자열의 OU= 부분만 필수입니다. DC= 부분은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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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SSO가 구성되고 사용자에게 인증서의 해지 상태에 대한 메시지
가 표시되는 경우
True SSO가 구성된 경우 CRL이 올바르지 않으면 로그인하는 동안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문제
데스크톱 실행 시 최종 사용자 화면에 “시도한 로그온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용자 이름 또는 인증 정보 때
문입니다. 인증에 사용된 인증서의 해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줄이 표시됩니다.

원인
True SSO가 구성된 경우 이 문제는 CRL URL 끝점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CRL URL에 직접 액세스하여 구성된 CRL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True SSO로 인증할 때 
생성된 인증서에서 구성된 CRL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액세스가 실패하면 URL이 올바른지와 해당 해지 목록을 
제공하는 서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드를 아직 매니페스트 123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도메
인 계정이 가져온 이미지로 원격 연결하는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
Microsoft Azure 포드에 대해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123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도메인 계정이 에이전트 소프트
웨어가 설치된 이미지 가상 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1230 이전에는 도메인 가입 VM

에 설치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때문에 도메인 계정이 해당 VM에 직접 연결될 수 없습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1230부터, 도메인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이미지 VM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가 1230 이
전의 매니페스트에 있는 경우 이러한 단계를 사용하여 도메인 계정이 가져온 이미지에 원격으로 연결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요구에 맞게 이미지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Microsoft Azure에 있는 해당 이미지의 가상 머신
에 원격으로 연결하고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VM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고 조직
에 도메인에 가입된 VM에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 경우, 이미지 사용자 지정에 
사용하려는 해당 도메인 계정으로 DaaS Direct Connect 사용자 로컬 그룹을 구성해야만, 이미지 VM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됩니다.

RDP(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의 이미지 VM에 연결합니다. 이미지 
VM을 생성하는 전체 프로세스의 일부로, 다음 항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n VM은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 이전의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생성될 때 항상 도메인
에 가입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VM을 수동으로 생성하고 도메인에 명시적으로 가입하거나, 2019년 12월 서비
스 릴리스 이후에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생성한 후 해당 마법사 옵션을 선택하여 도메인
에 가입한 경우에도 VM이 도메인에 가입됩니다. 2019년 12월 서비스 릴리스 이전에는 [가상 시스템 가져오
기] 마법사를 통해 VM이 항상 도메인에 자동으로 가입되었습니다.

n Horizon Agent 소프트웨어는 VM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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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VM의 로컬 관리자 계정 외의 계정을 사
용하여 VM의 게스트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 대해 RDP를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로컬 관리
자 그룹의 멤버인 도메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이미지 VM에 대해 RDP를 수행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연결이 수
행되더라도 Microsoft Windows 세션이 시작될 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직
접 연결이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일부 조직에는 일반적으로 도메인에 가입된 VM에서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있
습니다. RDP를 수행하고 로그인하여 이미지 VM을 사용자 지정하는 기능을 도메인 계정에 제공하기 위해 에이전
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DaaS 직접 연결 사용자라는 로컬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그룹에는 로컬 관리 권한이 없
습니다. 에이전트는 이 그룹의 도메인 계정이 직접 RDP 연결을 사용하여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
다. DaaS 직접 연결 사용자 그룹은 빈 상태로 생성됩니다. 이미지를 사용자 지정하는 데 사용하려는 해당 도메인 
계정에 RDP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도메인 사용자를 DaaS 직접 연결 사용자 로컬 그룹에 추가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머신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VM에서 로컬 사용자 
및 그룹 창의 DaaS 직접 연결 사용자 그룹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로컬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여 VM에 직접 연결할 수 없는 경우 Active Directory 환경의 GPO(그룹 정책 개체) 

정책을 사용하여 도메인 계정을 DaaS 직접 연결 사용자 그룹에 추가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도메인에 가입된 
VM의 DaaS 직접 연결 사용자 그룹에 멤버를 추가하기 위해 GPO 정책의 제한된 그룹 - 멤버 방법을 사용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1 Active Directory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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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합니
다.

4 제한된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그룹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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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 추가] 상자에 DaaS 직접 연결 사용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속성 대화상자에서 이 그룹의 멤버 영역 및 해당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이미지 VM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해당 도메인 계정을 추가합니다.

7 이 그룹의 멤버 영역으로 계정 추가 작업을 마치면 확인을 클릭하여 속성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8 그룹 정책 관리 편집기 및 그룹 정책 관리 콘솔을 닫습니다.

9 새로 생성한 GPO를 이미지 VM에 사용되는 동일한 도메인에 연결합니다.

새 GPO가 도메인에 연결된 후에, 지정된 해당 도메인 계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미지 VM에 대해 RDP를 수행하
고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VM의 Windows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및 해당 하위 항목에 설명된 단계
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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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록 — 변경 로그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및 온보딩된 포드 그룹 관리 13
이 설명서 항목에서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및 온보딩된 포드 그룹의 관리" 에 대한 실제 변경 사항의 기
록을 제공합니다.

참고   2019년 12월 12일부터는 가이드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중요 변경 사항만 제공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의 수
정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타 수정 등의 사소한 컨텐츠 수정 사항, 목록을 표로 전환
하는 것과 같은 형식 변경 사항 및 이와 같은 사소한 변경 사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개정 설명
2023년 5월 4일 2023년 5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3년 4월
개정 설명
2023년 4월 27일 2023년 4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3년 1월
개정 설명
2022년 1월 11일 2023년 1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업데이트 섹션에 해당하는 새 기능 업데이트.

2022년 12월
개정 설명
2022년 12월 
05일

IT 조직이 Azure Marketplace 제품 또는 마켓플레이스 구매를 사용할 때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행할 단계를 설명하는 
새 설명서 페이지(IT 또는 보안 조직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구독의 Azure Marketplace 제공 사
용 또는 Marketplace 구매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배포에서 Azure 중국을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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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개정 설명
2022년 10월 
20일

2022년 10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또한 알려진 문제로 인해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 구성의 Syslog 설정에 대한 콘솔 기능의 이전 참조가 제거되었
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 관련 알려진 문제에서 알려진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2022년 9월
개정 설명
2022년 9월 12일 배포된 게이트웨이 구성 및 고가용성 정보를 포함하도록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고가용성 특성 페

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개정 설명
2022년 8월 9일 2022년 8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2년 6월
개정 설명
2022년 6월 28

일
Microsoft의 Horizon Cloud 포드 및 관련 서비스 기능에 대한 DNS 요구 사항에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 대한 새 필
수 DNS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2022년 6월 26

일
Horizon Universal Console 로그인을 설명하는 설명서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2022년 6월 26일 업데이트에 해당합니다. 이제 콘솔 로그인에 VMware Cloud Services를 사용
한 인증이 포함됩니다.

2022년 6월 23

일
Microsoft의 Horizon Cloud 포드 및 관련 서비스 기능에 대한 DNS 요구 사항에 필요한 새 DNS 이름
(monitor.horizon.vmware.com)에 대한 행이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개정 설명
2022년 5월 26

일
2단계 인증이 구성된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Universal Broker 인증 흐름에서 Windows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두 번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내용이 Universal Broker 기능 고려 사항 및 알려진 제한 사항 페이지에 추가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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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개정 설명
2022년 4월 26

일
2022년 4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Universal Broker 및 Workspace ONE Access 통합에 대해 Workspace ONE Access 콘솔에 필요한 사용자 특성
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수정하여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특성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n Workspace ONE Access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 Horizon Cloud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설정
한 테넌트와의 통합을 위해 사용자 특성 구성

2022년 3월
개정 설명
2022년 3월 28일 일부 CMS(Cloud Monitoring Service)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CMS가 도입된 페이지를 수정했습

니다.

n 장 2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제공된 Cloud Monitoring Service의 통합 가시성, 인사이트,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기능 소개

2022년 3월 9일 2022년 3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2년 2월
개정 설명
2022년 2월 8일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려면 가져온 모든 기본 이미지가 Azure Marketplace에서 

제공되는 Windows 기반 VM에서 빌드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 참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원본
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고 콘솔의 워크플로 내에서 해당 이미지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다음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이미지 생성
n 구성된 이미지 VM을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

2022년 2월 3일 2022년 2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11월 30일
개정 설명
2021년 11월 30일 2021년 11월 30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10월 12일
개정 설명
2021년 10월 12일 2021년 10월 12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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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7일
개정 설명
2021년 9월 7일 2021년 9월 7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8월 10일
개정 설명
2021년 8월 10일 2021년 8월 10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7월 27일
개정 설명
2021년 7월 27

일
[역할 및 사용 권한] 페이지에서 Horizon Cloud 역할에 할당할 수 있는 고유한 Active Directory 그룹의 최대 수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항목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그룹의 사용자에 대해 
활성화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영역을 제어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역할 할당입니다.

2021년 7월 15일
개정 설명
2021년 7월 15일 2021년 7월 15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7월 9일
개정 설명
2021년 7월 9

일
이 워크플로 동안의 서비스 활동에 대한 추가 사전 요구 사항 및 정보로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고
가용성 사용 항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또한 Horizon Cloud의 App Volumes에 대한 알려진 제한 사항 에서 알려진 제한 사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거
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개정 설명
2021년 6월 29일 2021년 6월 29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명시된 이유로 포드 인프라 경고에 대한 이메일 기능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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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
개정 설명
2021년 6월 9

일
Europe-3(독일)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패턴 query-prod*의 DNS 이름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도
록 다음 항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해당 query-prod* DNS 이름에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n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n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또한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항목을 수정했습
니다. kinesis.* 패턴의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DNS 이름에 대한 테이블 행의 소스 서브넷은 포드의 관리 서브넷입니다. 

이전에는 해당 테이블 행에 테넌트 서브넷이 소스 서브넷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개정 설명
2021년 5월 20일 2021년 5월 20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4월 14일
개정 설명
2021년 4월 14일 2021년 4월 14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3월 30일
개정 설명
2021년 3월 30일 2021년 3월 30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3월 25일
개정 설명
2021년 3월 25일 2021년 3월 25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3월 9일
개정 설명
2021년 3월 9일 2021년 3월 9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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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
개정 설명
2021년 3월 1일 도메인 가입 계정이 슈퍼 관리자 역할이 있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의 해결과 관

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포드 그룹에 1600.0보다 오래된 매니페스트가 실행되는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의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2월 23일
개정 설명
2021년 2월 23일 2021년 2월 23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 업데이트.

2021년 1월 7일
개정 설명
2021년 1월 7일 2021년 1월 7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 업데이트.

2020년 12월 15일
개정 설명
2020년 12월 15일 2020년 12월 15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 업데이트.

2020년 12월 9일
개정 설명
2020년 12월 9일 2020년 12월 9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0년 11월 30일
개정 설명
2020년 11월 30일 2020년 11월 30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0년 11월 24일
개정 설명
2020년 11월 24일 2020년 11월 24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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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4일
개정 설명
2020년 11월 4일 2020년 11월 4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0년 10월 8일
개정 설명
2020년 10월 8

일
2020년 10월 8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또한 다음과 같은 업
데이트도 있습니다.

모든 수동 데스크톱 풀(관리 또는 관리되지 않는)이 Horizon 포드를 기준으로 하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할 수 없음
을 나타내는 정보를 다음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n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적합한 데스크톱 풀 생성
n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데스크톱 풀 준비
n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2020년 7월 9일 — 2020년 10월 7일
개정 설명
2020년 9월 
15일

관리되지 않는 수동 데스크톱 풀이 Horizon 포드를 기준으로 하는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참여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다음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n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적합한 데스크톱 풀 생성
n Horizon 포드 -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데스크톱 풀 준비
n Horizon 포드 - VDI 데스크톱의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2020년 9월 8

일
이 가이드를 2020년 9월 9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에 나열된 새로운 항목과 고객 피드백에 응답하기 위해 다음 항
목에 추가된 정보에 맞게 업데이트했습니다.

n 새로운 구독 관리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항목: Horizon Cloud —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 삭제, 편집 및 추가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대한 세부 정보 보기
n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

2020년 9월 2

일
이 가이드를 2020년 9월 1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에 나열된 새로운 항목과 고객 쿼리에 응답하기 위해 다음 항목
에 추가된 정보에 맞게 업데이트했습니다.

n Horizon 포드 - 연결 서버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n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요구 사항
n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의 VM에 대한 기본 네트워크 보안 그룹 규칙

2020년 8월 
18일

설명서 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가 다음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구성
n 생성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의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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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설명
2020년 8월 
10일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업데이트를 수행했습니다.

n 최적의 원격 환경을 위한 골든 이미지 구성에 대한 다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팜 및 데스크톱에서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단계

n 여러 항목이 각 항목의 컨텍스트에 적절한 기본 이미지와 골든 이미지를 채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n 큰 보고서 내보내기에 대한 새로운 콘솔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한 다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보고서] 페이지
2020년 7월 9

일
2020년 7월 9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0년 3월 17일 — 2020년 7월 8일
개정 설명
2020년 6월 9일 2020년 6월 9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항목에 맞게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시작 메일에 표시

되는 지역 이름이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을 사용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다음 문서 항목도 해당 변경 사항에 맞게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2020년 5월 27

일
2020년 5월 27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맞게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5월 12

일
2020년 5월 12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서비스 업데이트에 맞게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또한 에이전
트 관련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 대한 테이블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2020년 5월 5일 Horizon Cloud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한 외부 및 포리스트 트러스트 지원 정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2020년 4월 28

일
업데이트된 항목:

n 두 문서 항목 수동 생성 가상 시스템에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치 및 Horizon Cloud와 연결 및 더 이
상 사용되지 않음 - 매니페스트가 1600보다 낮은 포드의 경우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본 가상 시스
템에 설치에서 직렬 포트 리디렉션 및 스캐너 리디렉션 옵션에 대해 잘못된 설명이 포함된 단락을 제거했습니다.

2020년 4월 14

일
업데이트된 항목:

n 포드를 프록시로 구성했을 때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참고 사항을 제
거했습니다. 포드를 프록시로 구성했을 때 마법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전 제한 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n Microsoft가 이제 표준 전역 지역 집합에 독일어 지역을 포함하고 별도의 Azure 독일 클라우드 환경 사용을 중단했
으므로 포드 배포 마법사에 Azure 독일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선택 항목이 표시되더라도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이 중
단된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VMware 기술 자료 문서 77121을 참조하십시오.

n Universal Broker에 대해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7

일
2020년 3월 17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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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 2020년 3월 16일
개정 설명
2020년 2월 24

일
이 소개 페이지에서 오래된 그래픽을 제거하여 Cloud Pod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하는 브로커링에 대한 설명을 제거하고, 

시스템의 기본 유지 appx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할 때 Windows 스토어 애플
리케이션 제거 옵션 사용 문서 항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1월 13

일
업데이트 내용:

n Horizon Universal Broker 기능에 대한 정보. 이 기능은 이제 클라우드 연결 Horizon 7 포드에 대한 초기 가용성에 
포함됩니다. 이 기능은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세부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 5 

VMware Horizon Service Universal Broker 소개 항목 및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대한 다중 클라우드 할
당과 관련한 모든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구성에 명확한 [주의 및 참고] 노트가 더해져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이 관련 기능과 함께 활성화된 경우에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옵션을 볼 수 있으며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기능을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해당 기능에 대
한 액세스를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옵션은 기본적으로 테넌트에서 비활성화됩니다.

2019년 12월 12

일
2019년 12월 13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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