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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및 포드 온보딩
"배포 및 포드 온보딩" 페이지 모음에서는 첫 번째 포드를 1세대 테넌트에 배포하기 전의 0일 차 작업과 첫 번째 포
드를 1세대 테넌트에 온보딩하는 1일 차 작업을 설명합니다. 이 특정 페이지는 이 모임의 진입 페이지 역할을 하며 
Horizon 구독 라이센스와 1세대 테넌트 계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팁   테넌트에 해당 포드 그룹에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이미 있는 경우, 이 온보딩 항목 집합 대신에 함
께 제공되는 관리 페이지 모음에서 2일 차 작업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시작 이메일, 초기 라이센스 구매자 및 새 클라우드부 테넌트
다음은 라이센스 구매 관점에서 기록됩니다. 평가판 요청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순서를 따릅니다.

1 초기 구매자는 Horizon 구독 라이센스 중 하나를 구입합니다. 이 초기 구매자는 사용자 자신이거나 구매를 처
리하는 조직의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2 제어부에서 VMware는 새 테넌트 계정을 설정하고 초기 구매자의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및 
구매한 라이센스 정보와 연결합니다.

구매가 VMware Cloud 서비스 조직 또는 Workspace ONE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 VMware는 테
넌트 계정을 해당 정보와 연결합니다.

3 이 새 테넌트 계정에서 VMware는 지역 Horizon Cloud 제어부 인스턴스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라이센스 
구매 또는 평가판 요청의 정보는 테넌트 계정에 적합한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
한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는 Horizon Cloud Service 설명 및 서비스 수준 계약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
비스 설명 문서에 설명된 대로 클라우드 제어부를 호스팅하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 VMware는 VMware Horizon 서비스 시작 이메일을 초기 구매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초기 구매 주문 또는 평가판 요청과 연결된 주소입니다. 이 시작 이메일의 예는 다음 스크린샷을 참조
하십시오. 다른 정보 중에서 이메일은 테넌트 계정에 연결된 계정 및 지역을 명시합니다. 언급된 지역은 USA, 

Europe, Australia, USA-2, Europe-2 및 Australia-2 문자열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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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메일에는 주요 대상의 정보와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URL을 클릭하면 테넌트 환
경 포털(Horizon Universal Console 또는 간단히 콘솔이라고 함)과 Horizon Cloud Connector 소프트웨
어 다운로드 위치, 온라인 설명서로 연결됩니다.

구독 라이센스
Horizon 라이센스의 구독 유형은 초기 요구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VMware에서 테넌트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
스의 클라우드부에서 테넌트 환경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는 포드에서 클라우드부 서비스와 구독 라이센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1일차 온보딩 
흐름은 Horizon 구독 라이센스를 이용하고 기존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하여 클라우드부 서비스를 사용하고, 

Microsoft Azure에서 새 Horizon Cloud 포드를 배포하고 VMware Horizon® Cloud Service™에서 현재 클
라우드 연결 포드에 제공하는 모든 클라우드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n Horizon Cloud 포드는 포드의 가상 데스크톱과 함께 Microsoft Azure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VMware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에서 실행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Microsoft Azure에 
Horizon Cloud 포드를 온보딩하여 해당 포드 유형을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구독에 배포합니다.

n Horizon 포드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됩니다. 이 포드 유형에는 VMware 

SDDC가 온 프레미스 vSphere 인프라인지 또는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와 같은 클라우
드 기반 VMware SDDC 환경인지와 관계없이 포드의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VMware SDDC 인프라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포드는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클라우드부에 온보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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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Inc. 6



새 클라우드부 테넌트 계정 정보
클라우드부 테넌트 계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존 Horizon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한 것이 
유일한 사용 사례이며 포드에서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넌트 계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테넌트 계정이 다음 두 가지 작업 모두에 사용되기 때문입니
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및 관리 포털에 로그인. Horizon Cloud Connector 포털은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Horizon 포
드를 온보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Horizon 포드의 초기 온보딩을 완료한 후에는 언제든지 Horizon Cloud 

Connector 포털에 로그인하여 커넥터 자체의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Universal Console 또는 간단히 콘솔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포
털에 로그인. 이 관리 콘솔에서 다른 관리자를 더 추가하여 라이센스 및 액세스 권한이 연결된 초기 계정 외에
도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및 구성 포털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콘솔은 Cloud 

Monitoring Service의 모니터링 대시보드 및 보고서와 같은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와 Microsoft Azure에 
배포하기 위한 포드 배포 마법사에 액세스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클라우드부 테넌트를 초기 구매자의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또는 VMware Cloud 서비스 계정과 연결
일반 구매이든 평가판 주문이든 간에 처음에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데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 계정은 새로 
생성된 테넌트 계정 및 환경에 등록되고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의 포털에 대한 인증에 사용됩니다. 테넌트 
계정이 생성되면 VMware Horizon Service 시작 이메일이 초기 구매자에게 전송됩니다.

참고   테넌트가 프로비저닝될 때 조직의 Horizon 배포에 대한 관리자로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원래 라이
센스 취득자에게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관리자로 추가하도록 요청하거나 KB 문서 
2006985의 단계를 사용하여 Customer Connect Support에서 비기술적 지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
원 요청에서 계정의 도메인은 초기 구매 또는 평가판 주문의 도메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초기 구매자이자 평가판 요청자이며 조직의 Horizon 배포 관리자인 경우 이메일을 수신하면 테넌트 환
경 포털에 로그인하고 포드 온보딩 및 테넌트 관리 작업에 연관시킬 조직의 기타 관리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테넌
트에 관리자를 더 추가하면 조직 전체에 대한 액세스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에 대한 액세스는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시 구성하는 것과 같은 관련 워크플로를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포드 온보딩
에도 필요합니다. 관리자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로그인하기 위한 관리자 추가의 단계를 사용하여 테넌
트 액세스에 대한 추가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시작 이메일의 샘플을 보여 주며 계정이 참조되는 위치를 설명합니다. 이메일에는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다운로드를 안내하는 유용한 링크 및 관리 콘솔을 열기 위한 링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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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이름 My VMware는 VMware Customer Connect의 이전 이름입니다. 두 이름은 Horizon Service에 대
한 이메일, 설명서 및 콘솔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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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클라우드부 테넌트에 액세스
초기 구매자는 VMware에서 환영 이메일을 받은 즉시, 이메일에 명시된 계정은 테넌트에 있는 클라우드 연결 포
드가 0개이더라도 새로 생성된 클라우드부 테넌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Horizon 배포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음에 구매하거나 평가판 주문을 한 경우 관리자가 될 사용자가 새 테넌트 환경에 로그인하도록 승인해 
달라고 지원 서비스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려면 KB 문서 2006985의 단계에 따라 조직의 기존 테
넌트 레코드에 추가해 달라는 비기술적 지원 요청을 Customer Connect Support에 제출합니다. 이 방식으로 
추가하려면 계정의 도메인이 초기 구매 또는 평가판 주문의 도메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조직의 사용자가 테넌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은 해당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VMware Cloud 서비스의 조직에 속하거나 Workspace ONE와 통합된 Horizon Cloud 환경에 속하는 경우입
니다.

새로운 테넌트 환경에서는 단일 Horizon Universal Console 화면과 이 화면 내의 일부 클라우드 호스팅 워크플
로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테넌트 계정이 처음 생성된 시점의 콘솔을 보여 줍니다.

팁   로그인한 후 일반 설정 표시줄을 클릭하여 아래에 나열된 주요 작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포드를 온보딩하기 전에 이 화면의 행에서 다음 주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용량 섹션
테넌트 및 로그인이 라이센스 및 역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콘솔의 시작하기 페이지에서 영구 키 보기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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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링크를 클릭하면 테넌트와 연결된 기본 VMware 제품의 영구 키를 보고, 복사하고, 생성할 수 있는 UI 화
면이 표시됩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정보 가져오기에서 테넌트와 연결될 수 있는 VMware 

기본 제품의 키를 보고, 복사하고, 생성하는 작업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Mware SDDC 행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Horizon 포드를 클라우드 테넌트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면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이 유형의 포드에서는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어 있어야 이 소프
트웨어를 클라우드부 테넌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행에서 추가를 클릭한 후 화면에 표시되는 다운로드 링
크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하는 경우의 개략적인 워크플로에 설명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단계는 사전 요구 사항, DNS 및 포트 요구 사항, 따라야 하는 정확한 단계 순서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링크를 포함하므로 가장 원활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Azure 행
Microsoft Azure 구독으로 Horizon Cloud 포드 배포를 자동화하는 자동화된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포드는 VMware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설정 섹션 - My VMware 계정
먼저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및 구성 포털과 Horizon Universal Console(테넌트 환경에 대한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려는 관리자 집합을 추가합니다. 초기 라이센스 구매자의 계정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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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미리 채워집니다. 그 결과 녹색 확인 표시가 있는 행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이 표시되는 이유
는 테넌트 환경이 생성될 때 테넌트 계정과 연결된 초기 계정 1개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팁   회사 또는 조직을 퇴사한 직원의 경우처럼 여러 이유로 비활성화된 초기 구매자 계정 때문에 테넌트 환경
과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및 구성 포털에 액세스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포드를 처음으로 
온보딩하기 전이더라도 Horizon 서비스 시작 이메일이 초기 구매자에게 전송되는 즉시, 첫 번째 관리자 집합
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구매자가 조직의 Horizon 배포 관리자가 아닌 경우 관리자가 될 한 명 이상
의 사용자가 새로운 서비스 테넌트 계정에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을 승인해 달라고 지원 서비스
에 요청해야 합니다. 권한이 부여된 후에는 이 My VMware 계정 행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후 기타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려면 KB 문서 2006985의 단계에 따라 비기술적 지원 요청을 제출합
니다.

일반 설정 섹션 - CMS(Cloud Monitoring Service)

[일반 설정] 섹션에서 원하는 Cloud Monitoring Service(CMS) 설정을 확인합니다. CMS는 기본적으로 사
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녹색 확인 표시가 있는 행이 표시됩니다. 이때 포드를 온보딩하기 전에도 해당 기
능을 비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위의 4가지 외의 작업 및 워크플로를 해당 포털에서 액세스하려면 온보딩된 포드가 있어야 하고, 해당 포드가 
작동 중이고 온라인 상태이며 클라우드 관리부와 통신해야 하며, 테넌트 환경에 등록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 있어야 합니다. 콘솔은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워크플로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관리 작업에 대한 액세
스를 차단합니다. 이 워크플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환경에서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
인 등록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배너 -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온보딩
Horizon Cloud 테넌트 레코드가 VMware Cloud Service Engagement Platform에 대한 온보딩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테넌트가 VMware Cloud 서비스의 조직에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경우, 창 위쪽에 해당 온보딩 프로
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파란색 배너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테넌트 레코드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 줍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11

https://kb.vmware.com/s/article/2006985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CBAA1736-2B10-4875-B19A-64520C63572D.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CBAA1736-2B10-4875-B19A-64520C63572D.html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Cloud Services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을 참조하십시
오. Horizon Cloud 타일을 클릭하여 Workspace ONE 환경에서 이 포털에 액세스하는 경우 해당 파란색 배너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테넌트 레코드가 플랫폼으로의 온보딩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파란색 배너가 표시
되지 않습니다.

온보딩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초기 포드 온보딩이 Horizon 포드 배포인 경우 구독 라이센싱 또는 기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장 4 1세대 Horizon Cloud 제어부가 있는 VMware Horizon 포드 -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 2023년 5월 4

일 서비스 릴리스에 맞춰 적절하게 업데이트됨의 항목을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클라우드부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전 요구 사항 요소를 설
명합니다.

초기 포드 온보딩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인 경우
장 3 2023년 4월 27일 서비스 릴리스부터 시작된 새 포드 배포에 대한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에서 항목을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전 요구 사항 요소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온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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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정 기록 — 변경 로그 — Microsoft Azure 및 Horizon 포드용 Horizon Cloud에 온보딩를 
참조하십시오.

대상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숙련된 데이터 센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n VMware Horizon 및 VMware Horizon Connection Server

n VMware Horizon Cloud Connector

n VMware Unified Access Gateway™
n VMware Workspace ONE® Access™
n 가상화 기술
n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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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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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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을 사용하여 VMware 지원팀에 온라인으로 지원 요청을 제출하거나 전
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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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콘솔에서  > 지원을 클릭하면 해당 KB 2144012에 대한 링크도 표시됩니다.

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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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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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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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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샷 정보
일반적으로 스크린샷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전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의 일부만 표시하며 반드시 전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표
시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분을 설명하는 설명서 텍스트에 해당합니다.

n 데이터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되는 부분을 흐리게 처리합니다.

n PDF 형식에서 6인치보다 큰 스크린샷 이미지의 크기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가 PDF 

형식에서는 흐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병렬 HTML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전체 크기로 보려면 스크린샷을 클
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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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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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보려면 http://www.vmware.com/support/pubs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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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및 Horizon 제어부 서비스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1
포드를 온보딩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Horizon Cloud 또는 Horizon 제어부 서비스 사용을 준비할 때 
다음 정보 및 연결된 문서를 사용하십시오. 제어부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이 정보를 다시 참조하십시오.

설정 전제 조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용자 설정 지속성, 제품 설명서 
및 유용한 추가 리소스
설정 전제 조건

Microsoft Azure 배포의 경우,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설정 전제 조건을 검토합니다.

n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n Microsoft Azure로 Horizon Cloud 포드 배포 준비
라이센스 서비스를 포함한 클라우드부 서비스에 대해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하려면 포드에서 사용 중인 배포 
아키텍처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온보딩 지침을 검토합니다. 다음 위치에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n 장 5 해당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 또는 제어부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Horizon 포드 온보딩 - 클라우드부
에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n VMware Digital Workspace Tech Zone의 Horizon 참조 아키텍처 페이지. 

techzone.vmware.com/search#browser에서 시작하고 Horizon > 참조 아키텍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하려는 배포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n 포드의 연결 서버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른 설치 및 릴리스 정보 설명서:

n 버전 7.13 - Horizon 7 설명서에 제공됩니다.

n VMware Horizon 8 버전 - Horizon 설명서에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VMware Customer Connect에서 해당 환경에 대해 원하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다
운로드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설치하는 옵션이더라도, 사용 사례 시나리오에 따라 특정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조하고, 최신 서비스 릴리
스 날짜를 확인한 후 해당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합니다. 동일한 페이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행이 
표시되며 다운로드로 이동을 클릭하여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및 VMware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를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VMware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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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버전이 어떤 Horizon Connection Server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테이블은 Horizon 포드 - 연
결 서버에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설정 지속성
모든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폴더 리디렉션과 함께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사용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에 대한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다운로
드 페이지에서 이 릴리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고, 이 특정 릴리스에 대한 다운로드 링크를 찾습니다.

제품 설명서 및 유용한 추가 리소스
다양한 배포 모델에 대한 모든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려면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설명서 랜딩 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용한 팁을 구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제품 페이지의 리소스 섹션에
서 기술 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 두면 유용한 0일차 정보
배포 유형을 수행하기 전

n Horizon Cloud 환경이 Workspace ONE 환경과 통합되지 않은 경우 클라우드 기반 콘솔에 대한 로그
인 인증에서 VMware Cloud services 플랫폼의 계정 자격 증명 인증이 사용됩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
요한 인증 요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콘솔 로그인이 실패합니다. 콘솔의 첫 번째 로그인 화면에 로그인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https://status.workspace.com의 [VMware Workspace ONE 상태 
페이지]에서 최신 시스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수신을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n 콘솔의 포드 배포자 마법사를 사용하여 포드를 배포하고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연결하는 경우 특정 DNS 이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이 허용
되어야 합니다. 연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및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제어부에 연결되고 동일한 고객 계정과 연관된 각 포드는 해당 포드에 연결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과 통신할 수 있고 이 통신에 대한 단방향 또는 양방향 신뢰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포드가 있으며 이 중 하나가 Microsoft Azure에 있고, 하나는 온 프레미스에 있고, 하나는 
VMware Cloud on AWS에 있는 경우 이러한 각 포드는 동일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집합과 통신
할 수 있고 Active Directory 도메인 집합에 대한 단방향 또는 양방향 신뢰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 배포 실행 전
n 구독 및 포드 수: 단일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하는 포드 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각 포드를 대규모

로 실행하려는 경우에 특히 유의합니다. 여러 개의 포드를 하나의 지역에 배포하든, 여러 지역에 분산시키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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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포드 수, 각 포드 내의 팜 및 할당 수, 각 포드 내의 서버 수, 각 할당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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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수 등과 같은 여러 변수 및 변수 조합으로 인해 이러한 제한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드를 대규모
로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Microsoft Azure 계정에서 여러 포드가 있는 여러 구독을 유지하는 방
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Microsoft Azure 고객은 구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
에 이 방식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구독당 단일 포드를 배포하고, 해당 구독을 단일 
기본 계정에서 롤업하며, 단일 구독에 적용되는 Microsoft Azure 제한에 도달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
습니다.

n 배포의 포드 관리자 VM에서 사용하는 Microsoft Azure VNet(가상 네트워크)에서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프록시 기반 인증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해 지원됩니
다.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프록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드 배포의 경우, 특정 DNS 이름에 연결
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연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을 참조하십시오.

n 서브넷 크기 조정: 포드를 배포한 후 포드 서브넷의 크기를 확장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결과
적으로, 운영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큰 서브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n 관리 서브넷: 2019년 3월 현재, 포드를 배포할 때 포드의 관리 서브넷은 최소 CIDR /27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이전 릴리스에서 허용된 최소 CIDR /28보다 더 낮습니다. 이는 서브넷의 사용 가능한 IP 

주소 부족으로 인해 포드 업데이트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변경되었습니
다. /27의 CIDR은 32개의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n VM 서브넷 - 기본: 예상된 VDI 데스크톱, RDS 이미지 및 포드 RDS 팜의 모든 서버에 대한 VM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범위의 CIDR을 사용합니다. 포드 관리자 VM 및 Unified Access 

Gateway VM에는 이 서브넷의 일부 IP 주소(두 가지 유형의 게이트웨이가 포함된 HA 지원 포드에 
대한 청-녹 업데이트를 수용하기 위한 총 12개의 주소)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4 ~/21의 범위는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 사용됩니다. 참고: 경우에 따라 이 VM 서브넷을 데스크톱 서브넷 또는 테넌트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n 2020년 7월 서비스 릴리스 및 포드 매니페스트 2298.0부터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VDI 데스크톱 
및 RDS 팜 VM에 대한 추가 테넌트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서브넷은 포드 또는 
피어링 VNet과 동일한 VNet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의 포드에서는 이러한 
추가 서브넷을 포함하도록 포드 구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본 VM 서브넷을 사용하는 
대신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정의에 이러한 추가 테넌트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
다. 팜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 대해 이러한 보조 서브넷을 사용하면 어떤 테넌트 서브넷 및 
VNet에 어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이 있는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간소해집니다.

n 이 기능을 활용하여 외부 게이트웨이를 자체 VNet에 배포하려면 VNet은 피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
라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서브넷을 수동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의 VNet에서 관
리 서브넷 및 백엔드 서브넷은 각각 동일한 최소 CIDR /27을 준수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포드를 연결하기 전
n 새 배포는 VMware Customer Connect에서 제공되고 포드의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

웨어 버전과 호환되는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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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을 사용하면 최신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와 
Horizon Connection Server 간의 호환성 매트릭스를 보려면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에
서 VMware Horizon Cloud Connector 및 VMware Horizon에 나열된 두 솔루션 이름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가 서비스의 클라우드부와 통신하고, 특히 라이센싱 세부 정보를 수신하려면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특정 DNS 이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포트 및 프로토
콜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연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n 두 번째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하기 전에 Horizon Cloud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Horizon Cloud Connector의 온보딩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첫 번째 Horizon 포드를 연결한 후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여러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하는 경우, 콘솔에 로그인하여 도메인 등록 프로세스를 시
도하면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알려진 문제로 인해 온 프레미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사용하여 VMware Cloud on AWS에서 
포드를 서비스하는 경우 온 프레미스 Active Directory 도메인과 VMware Cloud on AWS의 포드 간
에 네트워크 지연 시간 또는 네트워크 정체로 인해 액세스 시간이 느려져서 도메인이 시간 초과될 수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연 시간의 증상에는 시간 초과 전에 로그인을 완료하지 못한 Active Directory 로
그인 화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각 클라우드 내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
터)에서 쓰기 가능 도메인 컨트롤러를 구성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의 작동 이메일 정보
2021년 4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지정된 VMware 고객 계정 담당자와 연결된 모든 고객 레코드에 대해 일부 시스
템의 작동 이메일에는 기본적으로 지정된 VMware 고객 계정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가 BCC 필드에 포함됩니다. 이
러한 이메일의 BCC 필드에 VMware 고객 계정 담당자를 포함하는 이유는 더 효과적인 온보딩 및 무중단 업무 운
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BCC 필드에 VMware 고객 계정 담당자가 포함되는 작동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서비스에 대한 고객 레코드를 처음 만들 때 고객 이름 및 이메일 주소가 새로 생성된 고객 레코드에 소유자로 
지정됩니다. 환영 이메일이 소유자 고객 이름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n 업데이트된 이메일 주소처럼 해당 소유자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알림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n 고객 레코드의 Horizon 라이센스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알림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Horizon Cloud — 사용 가능한 환경, 운영 체제 지원, VMware 에코시스템 내 긴밀한 통합 및 호환성 정보
n Windows 11 게스트 운영 체제 지원 - 고려 사항, 알려진 제한 사항 및 알려진 문제
n 1세대 테넌트 - 기존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사용하는 현재 고객의 경우 - Horizon Cloud Service 릴리스 정

보
n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서비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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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ctive Directory 도메인 구성
n Horizon Cloud — 알려진 제한 사항
n Horizon Cloud — 알려진 문제

Horizon Cloud — 사용 가능한 환경, 운영 체제 지원, VMware 에코
시스템 내 긴밀한 통합 및 호환성 정보
이 설명서 항목에서는 Horizon Cloud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및 운영 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항목
에서는 Horizon Cloud와 VMware 에코시스템 간의 긴밀한 통합과 VMware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에 대한 편리
한 포인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Microsoft Azure Cloud 환경
Microsoft Azure 배포의 경우, 현재 다음과 같은 Microsoft Azure Cloud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n Microsoft Azure(상업용)

n 중국의 Microsoft Azure

n Microsoft Azure 독일(공용)

n Microsoft Azure Government(미국 정부 버지니아, 미국 정부 애리조나, 미국 정부 텍사스)

지원되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서비스의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Azure Marketplace의 다음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에디션 및 
버전은 이 릴리스에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배포하든 수동으로 배포하든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지원됩니다.

n Windows 10 또는 11 이외의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VMware 기술 자료 문서 78170을 참조하십시
오.

n 지원되는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VMware 기술 자료 문서 70965를 참조하
십시오.

또한 이 서비스는 확장된 보안 업데이트가 있는 Windows 7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기술 미리보기 지원을 제공합
니다. 이 운영 체제를 기준으로 하는 가상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경우 Horizon Windows 클라이언트, RDP 8.x 

프로토콜, Horizon 원격 환경 기능인 USB 리디렉션 및 헬프 데스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7에 
대한 이 기술 미리보기 지원에는 GPU 지원 VM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에서 
Windows 7 및 GPU 지원 VM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11에 대한 서비스의 지원에는 현재 몇 가지 알려진 고려 사항, 제한 사항 및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Windows 11 게스트 운영 체제 지원 - 고려 사항, 알려진 제한 사항 및 알려진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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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에코시스템 내 긴밀한 통합
보다 광범위한 VMware 에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음 제품에서 Horizon Clou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Mware Carbon Black

VMware Carbon Black Cloud와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팜 및 VDI 데스크톱에서의 
VMware Carbon Black 센서 사용 간 통합에 대한 내용은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와의 VMware Carbon Black 상호 운용성(KB 81253)을 참조하십시오.

VMware Workspace ONE® Hub 서비스 및 VMware Workspace ONE® Access™ Cloud

이 통합을 사용하여 VMware Horizon® Service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여 브로커링되는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VMware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카탈로그에 자동으로 동기화하
고, 최종 사용자가 보고 실행할 Hub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릴리스에서 이 통합은 브라우저 기반 
Hub 카탈로그, Windows용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및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for macOS와 같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에 필요한 Windows 

및 macOS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의 최소 버전은 21.05입니다.

VMware Workspace ONE® UEM

Workspace ONE UEM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된 Microsoft Windows 10 전
용 VDI 데스크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Workspace ONE UEM 및 전용 VDI 데스크톱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VMware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을 통해 Horizon Cloud 관리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있는 헬프 데스크 도구에서 직접 원격 지원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여 관리자는 가상 데
스크톱에서 원격 보기 및 제어 기능으로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orkspace ONE 

UEM 제품 설명서에 있는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 및 Horizon Cloud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과 통합하려면 관련된 VDI 데스크톱의 아웃바운드 통신에 대
한 추가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용 Workspace ONE 및 
Horizon Cloud용 Workspace ONE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VMware NSX-T™ Data Center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버전과 NSX-T Data Center 버전 간의 호환성은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에 대한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https://

interopmatrix.vmware.com)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에 호환 가능
으로 표시되는 버전에 따라 Horizon Cloud 설명서에는 최신 구성 단계가 표시됩니다.

버전 2010 이전의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버전에 제공되는 매니페스트를 아직 실행 
중인 포드가 있으며 이러한 포드에서 NSX-T Data Center 2.4 또는 2.5를 사용하도록 이미 구성한 경우 구
성은 계속 작동합니다. 그러나 Horizon Cloud 시스템의 콘솔에 해당 포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표시되면 
이러한 포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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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Horizon Cloud는 Microsoft Azure에 있는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NSX 

Advanced Load Balancer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NSX Advanced Load Balancer에서는 현재 
VMware의 일부인 Avi Networks의 Avi Vantage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조 설계, 단계 순서 
및 해당 구성 정보는 Horizon Cloud on Azure 배포에서 UAG 로드 밸런싱이라는 Avi Networks 문서에 
제공됩니다.

참고   Horizon Cloud 포드와 이처럼 통합하려면 전반적인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을 시작하기 전에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Customer 

Connect에 지원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VMware KB 2006985)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Service 

팀에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합니다.

VMware Horizon® Client™ 제품 라인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의 포드로 브로커링되는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는 특정 버전의 
Horizon Client 제품 라인을 보려면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포드 유형에 따라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또는 VMware Horizon을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VMware Horizon Client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Horizon Client 및 VMware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버전이 모든 사용 
사례에 동일한 기능 또는 프로토콜 집합을 반드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n VMware Horizon HTML Access 클라이언트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사용될 경우 특정 기능을 지원하
지 않습니다. 또한 Horizon Client가 클라이언트의 로컬 시스템과 기본 제공 VM 사이에서 텍스트 복사 
및 붙여넣기를 지원하더라도 웹 클라이언트의 경우 이 기능을 구성해야만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n VMware Horizon Client for Mac에서는 R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메뉴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n Horizon Client는 RDSH 애플리케이션에서 RDP 프로토콜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Horizon Client 및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간에 지원되는 기능 매트릭스를 다운로
드하려면 VMware KB 문서 Horizon Cloud on Azure에 대한 Horizon Client 기능 매트릭스(80386)를 
참조하십시오. 현재로서는 이 매트릭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  
n VDI 세션의 게스트 운영 체제 내에서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같은 디스플레이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공식

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VMware 모범 사례는 원격 데스크톱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및 디스플레이 크
기를 사용자 지정하는 Horizon Client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Horizon Windows Client

의 경우 이 페이지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해상도 및 디스플레이 크기 조정 사용자 지
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제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n Universal Broker에서 제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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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별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에서 브로커링되는 원격 리소스에 액세스할 경우 
다음 클라이언트 버전이 지원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Universal Broker에 대한 연결 FQDN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연결 FQDN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n 해당 운영 체제에 대해 Horizon Client 5.4 이상.

n Windows 사용자는 Windows 5.3 이상에 대해 Horizon Client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Horizon HTML Access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를 통해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웹 기반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최종 사용자가 브로커링된 데스크톱을 시작
하면 표준 브라우저의 '안전하지 않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설정 로드 밸런서의 이름이 해당 로드 밸런서의 이름과 정확하게 일
치하지 않거나 알려진 CA(인증 기관)에서 서명되지 않은 SSL 인증서로 구성된 경우

n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있으나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설정은 없는 경우 
최종 사용자는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 포드에 Unified Access Gateway 설정이 전혀 없는 경우
인증서의 일반 이름과 인증서가 설치된 호스트 이름 간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

support.dnsimple.com/articles/what-is-common-name/을 참조하십시오.

VMware Horizon®개 포드
Horizon 포드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에서 구축된 포드 유형입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이러한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의 새 배
포는 N, N-1, N-2를 사용하여 지원됩니다. 여기서 N은 최신 일반 공급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입니
다.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번호는 Horizon Cloud Service 

릴리스 정보 문서의 맨 위에 표시됩니다.

N, N-1, N-2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해당하는 Horizon 포드 소프트웨어의 매트릭스에 대해
서는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의 이점을 얻으려면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소프트웨어가 있어
야 합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다운로드 페이지의 Horizon Cloud Connector 섹션으로 이
동하여 최신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및 VMware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를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1년 1월부터 1.6.x 이전 버전의 모든 Horizon Cloud Connector는 클라우드 제어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2020년 후반에는 이전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배포가 있는 모든 기존 테넌트의 커넥터를 업데이트
하라는 지침이 제공되었습니다.

다른 VMware 제품과의 호환성
이 제품과 다른 VMware 제품 간의 호환성에 대한 최신 정보는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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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사용 정보
Horizon Cloud에서는 IPv6의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TLS 1.2 및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정보
Microsoft Azure에 새로운 Horizon Cloud 포드를 배포하면 TLS 1.2가 서비스 오퍼링의 일부로 배포된 포드 스
토리지 계정 및 Azure PostgreSQL 서비스 모두 최소 TLS 버전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계정 및 
Azure PostgreSQL 서비스는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와 같은 서비스 구성 요소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포드의 
TLS 1.2 사용은 Microsoft Azure 구독의 고객 관리형 아티팩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환경
클라우드 기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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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면 콘솔에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한 정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위해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및 Microsoft Edge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Windows 11 게스트 운영 체제 지원 - 고려 사항, 알려진 제한 사항 및 
알려진 문제
Windows 11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 제한 사항 및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고려 사항
n 포드는 v2204 릴리스 이상의 매니페스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n 골든 이미지는 Horizon Agent Installer v22.1.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n Gen 1/Gen 2 및 Windows 10/Windows 11에 대한 지원 매트릭스.

Azure VM 모델 Windows 10 Windows 11

Gen 1 VM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
Gen 2 VM 지원되지 않음 지원됨

제한 사항
n 콘솔 기반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캡처 워크플로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11 VDI 데스크

톱에서 Azure의 App Volumes를 사용하려면 Windows 10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여 콘솔 기반 캡처 워크
플로를 실행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합니다. 그런 다음, Windows 11 기반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

n Windows 11 이미지를 수동으로 가져오려면 Azure Marketplace에서 직접 소스로 가져와야 합니다. 

SIG(Shared Image Gallery), Azure 관리 이미지, Azure VM 스냅샷 등의 다른 소스에서 Windows 11 

VM을 가져오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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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TPM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n AMD 드라이버를 실행하는 VM에서 Windows 11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알려진 문제점
n GPO를 사용하여 표준 시간대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깜박이는 데스크톱 및 탐색기 프로세스 충돌

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B 88086을 참조하십시오.

Windows 11 다중 세션 VM에 대해 표준 시간대 동기화 GPO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알려진 문제를 방
지합니다.

1세대 테넌트 - 기존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사용하는 현재 고객의 경우 - 
Horizon Cloud Service 릴리스 정보
이 페이지의 정보를 1세대 Horizon Cloud Service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과 함께 사용합니다. 릴리스 정보 
문서에 나열된 항목 외에도, 이 페이지는 이미 최신 서비스 새로 고침 날짜 이전에 작업 환경에 온보딩된 기존 클라
우드 연결 포드가 있으며 Horizon Cloud 기능 및 워크플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
다. 이 페이지에서는 새로 공개된 기능과 변경 사항이 사용자와 해당 포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
다. 기능 및 워크플로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만 설명됩니다. 워크플로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관리 콘솔의 새 레이
아웃 및 색 구성표와 같은 사소한 변경 사항은 여기에 자세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1세대 서비스에 대한 가장 최근의 서비스 새로 고침 날짜가 서비스의 릴리스 정보 문서에 나열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워크플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Horizon Cloud Service 설명서 
페이지에서 연결된 개별 가이드에 나와 있는 설명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섹션은 2019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 대한 유사한 정보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   이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보려면 이 페이지의 정보를 읽기 전에 릴리스 정
보 문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정보 문서에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되는 포드에 대한 최신 포드 매니
페스트 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섹션에 설명된 주요 사실은 모든 Horizon 

Cloud 릴리스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Horizon Cloud 릴리스에 대한 6가지 주요 사실
n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수준,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수준 또는 Horizon 포드 버전 수준이나 제어

부 지역 차이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새로운 클라우드부 기반 기능은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 모두에게 자동으
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부와 포드 간의 API 호출에 대해 새로운 API를 사용하지 않거나 Horizon 

Cloud Connector와 관련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은 아래에 설명되거나 제품 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
존 고객이 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솔의 향상된 피드백 제출 기능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피드백 아이콘은 
2020년 7월 9일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2020년 7월 9일 이전, 포드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를 최
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있었던 테넌트 환경에서도 해당 아이콘과 흐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팀은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수준 또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수준이나 Horizon 포드 버전 수준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클라우드부 기반 기능을 정기적으로 특정 주에 계
속 발표합니다. 릴리스 정보 문서에는 해당 기능의 출시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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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클라우드 제어부에 해당 매니페스트 버전이 처음 도입되는 날부터 Microsoft Azure에 포드를 배포하기 위한 
포드 배포자는 항상 최신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에서 포드를 배포합니다.

n 클라우드부에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이 처음 도입되는 날 전에 서비스 테넌트에 존재하던 기존에 배포된 포
드는 해당 릴리스의 최신 매니페스트로 업데이트될 때까지 기존 매니페스트 버전에서 계속 실행됩니다. 다음 
사실이 적용됩니다.

n 최신 매니페스트 수준이 필요한 API에 전혀 종속되지 않는 새 서비스 기능을 해당 기존 포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최신 매니페스트 수준에서 API에 의존하는 새 서비스 기능은 해당 포드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기존 포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n 일부 새 서비스 기능은 테넌트 계정이 있는 클라우드부 지역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해당되는 경우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용 Horizon Cloud 및 Horizon 포드로 
배포 및 온보딩에 설명된 대로 고객 계정이 생성될 때 전송되는 Horizon Service 시작 이메일에 제어부 
지역이 명시됩니다.

n 콘솔의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는 포드 매니페스트에 내장된 HAI(Horizon Agents 

Installer)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최신 매니페스트 버전에 배포된 포드에는 최신 HAI가 내장되며 [VM 가져오
기] 마법사를 실행하고 최신 수준에서 포드를 선택하면 해당 최신 HAI의 에이전트가 설치됩니다. 최신 매니페
스트 수준으로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은 포드의 경우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는 해당 포드 매
니페스트가 생성될 때 적용된 HAI 버전을 사용합니다.

n Horizon 포드는 두 가지 기본 사용 사례를 위해 Horizon Cloud에 온보딩됩니다. 하나는 해당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Horizon Cloud에서 Horizon 포드에 제공하는 클라우
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포드는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온보딩됩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Horizon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Horizon 7 버전 7.6 

환경 및 Horizon Cloud Connector 1.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각 새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가 새 버전의 Horizon Connection Server와 결합하면 최신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과 페어링된 최신 Horizon Connection Server 버전을 실행하는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추가 클라
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의 새 배포는 N, N-1, N-2를 사용
하여 지원됩니다. 여기서 N은 최신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입니다. 새 기능과 보안 및 복원력 픽스
를 활용하려면 N-2 버전보다 이전 버전인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을 아직 사용 중인 배포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N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는 릴리스 정보 문서
의 상단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현재 지원되는 Horizon 포드 소프트웨
어 버전의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매트릭스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및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의 조합을 실행
하는 경우 지원되는 조합을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하십시오.

2023년 5월
2023년 5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3년 5월 릴리스 정보에 설명된 기능을 사
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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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설정되는 기능의 사용 설정을 요청하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
로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5월에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새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입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v2.4의 새로운 기능
n 이제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구성된 Horizon Connection Server 자격 증명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등록된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 이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SSL 오프로드가 구성된 경우 제어부에 대한 연결을 허용하도록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인증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CA 서명 인증서 구성을 참조하십시
오.

n 장치는 인증서 만료 날짜에 도달하기 전에 Kubernetes 클러스터 인증서를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또한 
UI에 만료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됩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 인증서 주의 및 시스템의 자동 갱신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2023년 4월 - v2303

2023년 4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3년 4월 및 v2303 릴리스에 대한 릴리
스 정보에 설명된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요청을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설정되는 기능의 사용 설정을 요청하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
로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4월에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위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HAI(Horizon Agents 

Installer)의 새 버전.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매니페스트 버전 4136 이상의 포드에서 [가져온 VM] 페이지의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고 [이미지 - 다

중 포드] 페이지를 사용하여 다중 포드 이미지를 게시할 때 비즈니스용 Skype 옵션이 에이전트 옵션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Windows v2303용 Horizon Agent의 새로운 기능에 설명된 것처럼 비즈
니스용 Skype에 대한 VMware 가상화 팩으로 알려진 이 기능은 v2303 Horizon Agent부터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새 항목
다음 Windows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n Windows 10 Enterprise 22H2

n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22H2

n Windows 11 Enterprise 22H2

n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22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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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indows Server 2022 Data Center

2022년 10월 - v2210

2022년 10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2년 10월 및 v2210 릴리스에 대한 릴리
스 정보에 설명된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요청을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설정되는 기능의 사용 설정을 요청하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
로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에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위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Horizon Cloud Connector

의 새 버전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의 새 버전.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이제 관리자는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서 사용되는 NTP 설정을 상속하도록 게이트웨이 배포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NTP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 이전에 테넌트에 있던 
게이트웨이 구성이 포함된 포드의 경우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이 기능을 사용하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에 사용된 NTP 설정을 상속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n API 문제로 인해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Syslog 서버를 구성하는 v2201 콘솔 기능이 API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제되
었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기능을 해제하면 기능이 콘솔에 반환될 때까지 기능에 대한 
참조가 Horizon Cloud Service 설명서에서 제거됩니다.

IMS(이미지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새 항목
Horizon 8 2209부터 Horizon 포드 배포의 경우 원하는 골든 이미지 관리 방식에 따라 풀 및 팜의 골든 이미
지 및 스냅샷 소스를 vCenter에서 이미지 카탈로그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새 기능을 활용
하려면 기존 풀 및 팜을 편집하기 위한 VMware Horizon Console 작업과 인스턴트 클론 유지 보수를 사용
하여 관련 소스 엔티티를 변경합니다.

n 자동화된 전체 복제 데스크톱 풀 생성 및 관리
n 인스턴트 클론 팜 유지 보수
n 인스턴트 클론 데스크톱 풀 유지 보수

Universal Broker 및 Horizon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Unified Access Gateway 버전 2209의 Unified Access Gateway 관리 콘솔의 기능 향상으로 인해 

Horizon 배포에서 해당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JWT 설정에 대한 UI 레이블이 약간 변경됩니다. 배포에 
Unified Access Gateway 버전 2209 이상이 포함된 경우 적절한 요소를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설명서 페이지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 사용할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업
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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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 v2207

2022년 8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2년 8월 및 v2207 릴리스 정보에 설명
된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요청을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설정되는 기능의 사용 설정을 요청하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
로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v2207에서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를 위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이제 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Unified Access Gateway 시스템에 연결할 때 수락될 암호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 이전에 테넌트에 존재했던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 포드의 경우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사용하여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에 구성된 암호 그룹을 검토합니다.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
하여 구성된 암호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 중에 최종 사용자 세션 중단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최적화하는 데 Unified Access 

Gateway 세션 수가 사용되었습니다.

n Jumpbox라고도 하는 임시 포드 배포 엔진은 새로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및 업
데이트를 위해 아키텍처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임시 Jumpbox의 용량은 지원 요청을 열고 VMware 지
원에서 해당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감독 하에서 지원 관련 Jumpbox VM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판단
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n Microsoft Azure Cloud의 예정된 일부 VM 모델 폐기의 영향을 방지하고, GPU 지원 VM을 보다 원활
하게 가져오고, 단일 포드 및 다중 포드 이미지 가져오기에 대한 VM 모델을 표준화하기 위해 v2207 릴
리스부터 서비스의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VM 모델
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마법사에서 단일 포드 이미지 및 다중 포드 이미지 모두에 표시된 대로 다음 모델을 사용합니다. 포
드의 Azure 구독에서 VM 제품군 할당량을 확인하여 마법사를 사용하여 생성하려는 이미지에 대해 사용 
가능한 할당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가 다음을 생성합니다.

n 비 GPU, 비 Windows 11, Standard_DS2_v2 VM

n Windows 11을 사용하는 비 GPU, Standard_D4s_v3 VM

n GPU 지원, Standard_NV12s_v3 VM

추가 참고 사항
n 모든 구독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추가할 수 있는 Workspace ONE Access 테

넌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Horizon Universal Console 내에서 새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 생
성이 필요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VMware 비즈니스 작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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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 v2204

2022년 5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2년 5월 릴리스 정보에 설명된 기능을 사
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요청을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설정되는 기능의 사용 설정을 요청하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
로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v2204에서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위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새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Windows 11은 이제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게스

트 운영 체제입니다. 서비스에서 Windows 11을 사용할 때의 알려진 고려 사항, 제한 사항 및 문제에 대해
서는 Windows 11 게스트 운영 체제 지원 - 고려 사항, 알려진 제한 사항 및 알려진 문제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이상을 실행하는 포드가 필요합니다.

이 Windows 11 지원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 사항:

n 수동 가져오기 방법을 사용하여 Windows 11에서 VM을 가져오는 경우 HAI(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 22.1 이상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Windows 11을 지원하려면 HAI 

v22.1에서 제공하는 최소 에이전트 버전이 필요합니다.

n Windows 11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콘솔의 App Volumes 캡처 워크플로 사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Windows 10 골든 이미지를 사용하여 패키지를 캡처한 다음, 해당 패키지
를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하여 할당된 Windows 11 단일 세션 또는 다중 세션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새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는 항상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배포될 수 있습
니다.

n 이제 다중 포드 이미지는 고객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미지 작업(예: 자동화된 [마켓플
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구성된 프록시 설정을 활용합니다.

n AMD GPU 및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Azure Marketplace에서 VM을 수동으로 가져오고 가져온 
이러한 VM을 골든 이미지에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사용하려면 Azure VM 모델 
Standard_NV4as_v4 및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이상을 실행하는 포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n 기존 전용 할당에서 이제 개별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 프로비저닝된 VM의 워크로드 CPU, 메모리 또는 
디스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풀 유형이 혼합 유형으로 변경됩니다. 이 기능은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이상을 실행하는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이제 콘솔의 [용량] 화면에 권장되는 Horizon Agents Installer 버전이 표시됩니다. 에이전트를 최신 상
태로 유지하기 위한 알림으로 정기적인 알림이 생성됩니다. 이 기능은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이상을 실
행하는 포드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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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게스트 운영 체제 종료로 인해 중지됨 상태로 전환되는 서비스 생성 Microsoft Azure VM은 청구가 계
속되지 않도록 할당 취소됨 상태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이 기능은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이상을 실행
하는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App Volumes 영역의 기능 개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포드에서 이 릴리
스의 매니페스트 수준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n 이제 사용자가 데스크톱 및 시작 메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여 실행할 때 주문형으로 애플리케
이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과 동작은 애플리케이션이 Windows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이미 설치된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 설정은 새로 생성된 패키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Microsoft Azure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v2204 서비스 릴리스부터 서비스의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가 비 GPU Windows 10 OS 이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용
하는 VM 모델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고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KB88343을 참조하십시
오.

이 마법사는 이 v2204 릴리스에 새로 추가된 Windows 11 지원을 위한 특정 모델도 사용합니다.

이제 마법사에서 다음 모델을 사용합니다. 포드의 Azure 구독에서 VM 제품군 할당량을 확인하여 마법사
를 사용하여 생성하려는 이미지에 대해 사용 가능한 할당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포드 이미지 -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가 다음을 생성합니다.

n 비 GPU Windows 10 OS 또는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단일 포드 이미지, 
Standard_DS2_v2 VM

n 비 GPU Windows Server OS VM 단일 포드 이미지, Standard_D2_v3 VM

n GPU 지원 Windows-10 OS,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또는 Windows Server OS 단
일 포드 이미지, Standard_NV6 VM

n 비 GPU Windows 11 OS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단일 포드 이미지, 
Standard_D4s_v3 VM

n GPU 지원 Windows 11 OS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단일 포드 이미지, 
Standard_NC6s_v3 VM

n 비 GPU Windows 7 OS 단일 포드 이미지, Standard_DS2_v2 VM(GPU는 Windows 7에서 지원되
지 않음)

다중 포드 이미지 -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가 다음을 생성합니다.

n 비 GPU Windows-10 OS,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또는 Windows Server OS 다중 
포드 이미지, Standard_DS2_v2 VM

n GPU 지원 Windows-10 OS,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또는 Windows Server OS 다
중 포드 이미지, Standard_NV6 VM

n 비 GPU Windows 11 OS 또는 Windows 11 OS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다중 포드 이미지, 
Standard_D4s_v3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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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PU 지원 Windows 11 OS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OS 다중 포드 이미지, 
Standard_NC6s_v3 VM

n 비 GPU Windows 7 OS 다중 포드 이미지, Standard_DS2_v2 VM(GPU는 Windows 7에서 지원되
지 않음)

추가 참고 사항
n Horizon 온 프레미스 포드에 대한 IMS 지원:

n 이미지 복사본에 대해 대상 포드의 vCenter Server에 있는 데이터스토어 및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n 이제 다중 클러스터링된 vCenter Server에서 IM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이제 게시가 실패할 때 게시를 다시 시도하는 다시 게시 옵션이 이 포드 유형에 제공됩니다.

2022년 3월 - v2203

2022년 3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2년 3월 릴리스 정보에 설명된 기능을 사
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요청을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설정되는 기능의 사용 설정을 요청하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
로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이 v2203 릴리스에서 공식 출시된 Horizon Agents Installer, Horizon Cloud Connector 및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v2203에서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배포 마법사에서 Microsoft Azure에 배포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
전. 이 매니페스트는 출시된 기능 일부를 사용할 때 포드 관리자에게 필요한 백엔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말고
도 안정성에 대한 플랫폼 코드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VDI 데스크톱 할당의 [요약] 탭에 있는 새로운 편집 버튼을 사용하면 할당 세부 정보를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n 팜의 [요약] 탭에는 팜 생성 날짜 및 시간, Azure 리소스 그룹 이름 및 팜 ID와 같은 유용한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n 포드 배포자는 포드 배포 중에 더 이상 Azure Key Vault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드 추가] 마법사
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디스크 암호화 기능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에 Registered 상태의 
Microsoft.KeyVault 리소스 제공자가 있는지 계속 검증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디스크 암
호화 기능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때 포드 관리자의 리소스 그룹에 Key Vault를 생성해야 합니다.

중요   기존 고객은 VMware 지원 팀의 지시가 없는 한, 해당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
포에 있는 Key Vault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Key Vault를 수동으로 삭제하면 배포가 지원되지 않는 상
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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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SA SecurID는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2단계 인증 구성을 위한 옵션입니다. 이미 배포된 게이트웨
이 구성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포드에서 매니페스트 3139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2022

년 3월 중순에 [포드 추가] 및 [포드 편집] 마법사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이때 해당 마법사에 옵션이 
표시됩니다.

추가 참고 사항
n Horizon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orizon 포드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참조가 설명서에서 제거됩니다. (Horizon 포
드는 연결 서버를 실행하는 포드입니다.)

2022년 2월 - v2201

2022년 2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2년 2월 릴리스 정보에 설명된 기능을 사
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이 v2201 릴리스에서 일반 공급 Horizon Agents Installer, Horizon Cloud Connector 및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v2201에서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배포 마법사에서 Microsoft Azure에 배포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
전. 출시된 기능 일부를 사용할 때 포드 관리자에게 필요한 백엔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이 매니페스트
에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플랫폼 코드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이제 테넌트에 Active Directory 환경을 등록할 때 LDAPS를 프로토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은 테넌트가 명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모든 포드가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수준을 실행 중
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정을 요청하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지
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n 포드에 업그레이드가 스케줄링된 동안, 콘솔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포드 및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한 후 RADIUS 서버에 구성된 IP 주소를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NIC에서 허용된 클라이언트 연결로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 경우 포드가 새 매니페스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될 때도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업그레이드가 스케줄링된 기간 동안 콘솔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게이트웨이 구성이 RADIUS 설정을 구성한 경우 게이트웨이 NIC가 사후 업
그레이드를 사용할 IP 주소에서의 클라이언트 연결을 허용하도록 RADIUS 서버 구성이 업데이트되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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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이미지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새 항목
n 이제 다중 포드 이미지를 복사할 포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모든 포드에 

복사되었습니다.

Universal Broker와 관련된 새 항목
n 헬프 데스크 도구의 로그온 세그먼트 분석이 Universal Broker를 통해 연결하는 사용자의 세션 데이터

에 표시됩니다.

n Universal Broker 및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함께 사용할 경우 Dynamic 

Environment Manager는 이제 스마트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
다.

n Horizon 포드의 경우 이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워크플로에서 Windows Server 2019를 실행하는 
풀을 지원합니다.

2021년 11월 - v2111

2021년 10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이번 달의 릴리스 서비스에 출시된 기능을 사
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서비스 배포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새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를 비롯한 새 버전의 핵심 바이너리가 2021년 11월에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이제 기존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VM 모델 유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서 이 릴리스의 매니페

스트 수준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n 이제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에서 다중 세션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다중 포드 이미지에서 
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서 매니페스트 2915.x 이상을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n 단일 포드 브로커로 사용하도록 설정된 테넌트에서는 이제 동일한 Horizon Cloud 포드에서 프로비저닝
된 VDI 데스크톱 할당 간에 개별 VM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테넌트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포드에서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수준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지원 요청을 제출하여 테넌트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n 이제 에이전트가 중지되고 VM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자동 에이전트 업데이트 영역에서 불완전하
거나 실패한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서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수준이 실행되
고 있어야 합니다.

n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App Volumes 영역의 기능 개선. 포드에서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수준
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n 이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마지막 할당 사용자가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시스템에서 
로그오프하므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이전에는 패키지를 분리하기 위해 VM

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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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제 App Volumes는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가 있는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지원합니다.

n App Volumes 배치 파일을 사용하여 App Volumes 워크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App Volumes 워크플로를 위한 스크립트 배치" 페이지의 App Volumes 관리 가이드에서 다룹니
다.

n 이제 RunAsUser.exe 유틸리티가 App Volumes Agent에 포함되므로 App Volumes 고급 구
성 배치 파일에서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치 파일의 코드는 시스템 범
위에서 실행되며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컨텍스트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
습니다. 이 기능은 "App Volumes 일괄 처리 스크립트용 RunAsUser 사용" 페이지의 App 

Volumes 관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n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에서 인쇄 스풀러 다시 시작 동작이 개선되었습니다.

Universal Broker와 관련된 새 항목
이 릴리스부터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Universal Broker 그린필드 배포의 경우 기본적으로 
브로커가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현재 고객을 위한 추가 참고 사항
n 이제 테넌트에서 경고 및 알림을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를 테넌트 관리자 역할

과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능 이전에는 테넌트 관리자만 이메일을 통해 경고 및 알림을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n 테넌트의 Horizon 범용 라이센스에 VMware vCenter, vSAN 및 vSphere 같은 VMware SDDC 구
성 요소에 대한 라이센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해당 키를 검
색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검색할 키의 버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당 키를 볼 수 있습니다. 콘
솔을 사용하여 키를 생성하려면 테넌트에서 슈퍼 관리자 역할이 있고 이 테넌트와 연결된 EA에서 
Customer Connect 사용자여야 합니다.

n 테넌트 수준에서 Workspace ONE 리디렉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있는 FQDN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Hub로 적절히 리디렉션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최종 사용자 연결이 데스크톱을 직접 획득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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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 v2110

2021년 10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이번 달의 릴리스 서비스에 출시된 기능을 사
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이 v2110 릴리스에서 일반 공급 Horizon Agents Installer, Horizon Cloud Connector 및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배포 마법사를 통해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드 매니페스트 버
전은 3000.x로 유지됩니다. 중요 수정 사항이 필요한 경우 3000.1, 3000.2 등과 같은 패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
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이제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는 기본 제공되는 사전 정의된 역할에 데스크톱 할당 및 팜 범위

를 좁히는 권한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테넌트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모
든 Horizon Cloud 포드에서 매니페스트 2915.x 이상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VMware KB 문서 
2006985에 설명된 대로 지원 요청을 제출하여 테넌트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n 이제 관리자는 [새 포드] 워크플로 및 [포드 편집] 워크플로에서 포드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
턴스에서 Blast Extreme의 TCP 포트로 8443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이전에는 Blast 

Extreme TCP 포트가 기본적으로 443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변경하는 마법사 옵션이 없었습니다. 포
트 8443은 클라이언트-게이트웨이 트래픽의 성능이 향상되고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Blast Extreme TCP 포트에 8443을 사용하면 인스턴스
의 CPU 정체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트래픽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기존 게이트웨이 구성의 Blast Extreme TCP 포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n 다중 세션 데스크톱이 있는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해당 패키지에 마지막으로 할당된 사용
자가 로그오프하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분리됩니다. 이제 볼륨을 분리하기 위해 기본 팜 VM을 종료하
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VM을 종료할 때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분리가 발생했습니다.

Universal Broker와 관련된 새 항목
n 이제 Universal Broker 및 다중 클라우드 할당은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를 사용하

여 포드에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브로커링을 지원합니다.

n 이제 Universal Broker는 가상 데스크톱, 게시된 데스크톱,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의 시작을 특정 클라이
언트와 버전으로 제한하고 클라이언트에 주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n 이제 Universal Broker는 최종 사용자가 Windows 기반 데스크톱에서 사용하기 위한 옵션으로 RDP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Horizon Clients 내에서 RD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VDI 데스크톱 및 게시된 데스
크톱에 연결하도록 지원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및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Google Cloud Platform의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0 기본 바이너리가 출시되면서 클라우

드부에서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와 함께 배포된 Horizon 포드로 제공되는 모든 클라우드부 서비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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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포드에서 지원됩니다. 이러한 포드는 관리 구성 요소에 Google Cloud Platform을 사용하고 데스
크톱 구성 요소에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지원을 받으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0을 사용하십시오. 현재 IMS(이미지 관리 서비스)는 온 프레미스 
Horizon 포드에서만 지원되고 클라우드 기반 Horizon 포드 배포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n Amazon EC2의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0 기본 바이너리가 출시되면서 클라우드부에서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와 함께 배포된 Horizon 포드에 제공하는 모든 클라우드부 서비스가 이러한 포드
에서 지원됩니다. 이러한 포드는 관리 구성 요소에 Amazon EC2를 사용하고 데스크톱 구성 요소에 
VMware Cloud on AWS를 사용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최소 버전 2.0의 Horizon Cloud 

Connector가 필요합니다. 새 배포의 경우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IMS(이미지 관리 서비스)

는 온 프레미스 Horizon 포드에서만 지원되고 클라우드 기반 Horizon 포드 배포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
다.

n 이제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0 OVA를 Horizon on VMware Cloud on Dell EMC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드는 일체형 SDDC 배포입니다. CMS(Cloud Monitoring Service) 및 
IMS(이미지 관리 서비스)를 제외하고, 클라우드부에서 일체형 SDDC 배포의 Horizon 포드에 제공하는 
클라우드부 서비스는 해당 배포 유형을 지원합니다.

2021년 9월 - v2109

2021년 9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1년 9월 릴리스 정보에 설명된 기능을 사
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이 v2109 릴리스에서 일반 공급 Horizon Agents Installer, Horizon Cloud Connector 및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v2109에서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배포 마법사에서 Microsoft Azure에 배포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
전. 출시된 기능 일부를 사용할 때 포드 관리자에게 필요한 백엔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이 매니페스트
에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플랫폼 코드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이제 Horizon Agent 업데이트로 할당 내 개별 데스크톱에 있는 해당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있

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수준으로 실행 중인 포드가 필요합니다.

n 테넌트의 Universal Broker 설정에 2단계 인증이 포함되지 않는 한, 포드 배포 마법사 및 포드 편집 마법
사에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마법사에서 하나 이상의 Unified 

Access Gateway를 포드에 사용하도록 실행했습니다.

n 테넌트가 단일 포드 브로커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되면 이제 RD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VDI 데스크톱 또는 
팜 기반 세션 데스크톱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매니페스트 3000.x 이상에서 실행되는 포드에 
대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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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단일 포드 브로커 테넌트를 Universal Broker로 전환하는 시스템 요구 사항에는 다음 시나리오를 제외
한 모든 포드에 하나 이상의 내부 또는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
다.

n 전환 스케줄링 마법사의 Universal Broker 설정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마법
사에서 Universal Broker에 대해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전환 시 테넌트의 포드 그룹 
내의 모든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있어야 합니다.

n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Horizon 포드도 포함되어 있고 콘솔의 [브로커] 페이지에 이미 Universal 

Broker 구성에 2단계 인증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환하려면 
테넌트 포드 그룹 내의 모든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있어야 합니다.

n 다중 세션 데스크톱이 있는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해당 패키지에 마지막으로 할당된 사용
자가 로그오프하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분리됩니다. 이제 볼륨을 분리하기 위해 기본 팜 VM을 종료하
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VM을 종료할 때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분리가 발생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및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이제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vSphere의 고가용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문서화된 단계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vSphere 고가용성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온 프레미스 및 일체형 
SDDC 포드 아키텍처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배포 아키텍처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는 
vSphere 인프라에 배포됩니다.

n 이제 Google Cloud Platform 및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를 사용하는 페더레이션된 
배포 설계로 배포된 Cloud Monitoring Service 및 포드의 사용이 지원됩니다.

n [관리됨 상태로 변경] 마법사에는 테넌트의 Universal Broker 설정에 2단계 인증이 포함되지 않는 한, 

더 이상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포드에
서 하나 이상의 Unified Access Gateway가 사용되었습니다.

Universal Broker와 관련된 새 항목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경우 Universal Broker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가상 데스크톱 및 원
격 애플리케이션(VDI 및 RDSH) 간에 직접 연결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으로 이러한 내부 연결을 위해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부 클라이언트의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지원하려면 콘솔의 브로커 > 네트워크 
범위를 사용하여 Universal Broker에서 지정된 범위를 내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송신 NAT 주소의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2021년 8월 - v2108

2021년 8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1년 8월 릴리스 정보에 설명된 기능을 사
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이 v2108 릴리스에서 일반 공급 Horizon Agents Installer, Horizon Cloud Connector 및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v2108에서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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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배포 마법사에서 Microsoft Azure에 배포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
전. 이 매니페스트에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플랫폼 코드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설명된 대로 서비

스 주체가 구독에서 사용해야 하는 작업 집합에 두 가지 추가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추
가 작업은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미리 구성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서비스가 새 포드 배포 
및 포드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향후 예정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 
주체가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역할에는 이러한 두 가지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
능이 필요합니다.

n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할 때 마법사에 더 이상 OS 제품군 선택 메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유형의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VM에서 캡처된 패키지가 이러한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Windows 운영 체제 유형을 실행하는 데스크톱과 호환되기 때문에 할당에 대한 OS 제품군을 지정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기능을 손실하지 않으면서 마법사에서 메뉴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내용은 이 릴리스 이전에 생성된 App Volumes 할당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존 App Volumes 할당을 편집할 경우 해당 할당 생성 시 OS 제품군을 선택했더라도 시스템에서 OS 

제품군 옵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필드가 편집 창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n 자동화된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보고 영역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었습니
다. 포드가 이 릴리스의 새 매니페스트 버전을 실행하는 경우 다운로드 가능한 CSV 보고서는 이제 프로세
스가 실패한 데스크톱 VM의 이름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성공하거나 생략된 데스크
톱 VM의 이름도 제공합니다.

현재 고객을 위한 추가 참고 사항
새 VMware 제품인 VMware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과의 통합을 통해 Horizon Cloud 관
리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헬프 데스크 도구에서 직접 원격 지원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리
자는 최종 사용자가 직면하는 가상 데스크톱 세션과 관련된 작업 및 문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VMware 

Workspace ONE Assist for Horizon은 VMware Workspace ONE UEM 제품의 일부입니다. 이 새 제
품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은 Horizon용 Workspace ONE 및 Horizon Cloud

용 Workspace ONE 문서의 'Workspace ONE Assist를 포함하는 Horizon Cloud 요구 사항'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워크플로나 사용 사례 또는 시스템 작업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Horizon Universal Console [일반 설정] 페이
지의 [연락처 정보] 섹션이 제거되었습니다.

2021년 7월 - v2106

2021년 7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1년 7월 릴리스 정보에 설명된 기능을 사
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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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배포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새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를 비롯한 새 버전의 핵심 바이너리가 2021년 7월에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와 관련된 새 항목 및 Horizon 포드에서의 해당 사용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0은 라이센스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추가

합니다. 이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관리 가이드 항목 Horizon Cloud Connector 2.0 - 클러스터 및 서비
스 수준 Fault Tolerance와 해당 하위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0에는 SNMP를 사용하여 장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원이 추가되
었습니다. 관리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표준 기반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라이센싱, 업그레이드 및 커넥터 수명 주기와 같은 중요한 커넥터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경
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관리 가이드 항목 Horizon 

Cloud Connector 2.0 - SNMP를 사용하여 장치 모니터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를 사용하면 단일 세션 VDI 이미지를 Microsoft Azure에 있는 둘 이상의 

Horizon Cloud 포드에 쉽게 게시 및 복제하고, 단일 작업으로 여러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를 사용하는 다중 포드 이미지 관리의 기능은 VDI 다중 클라우드 할
당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테넌트 및 매니페스트 2632.x 이상을 실행하는 Horizon Cloud 포드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클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및 해당 하위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 자동화된 에이전트 업데이트 영역의 향상된 기능:

n 이제 시스템은 스케줄링된 에이전트 업데이트 전에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대해 
선택된 VM을 자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자동화된 다시 시작은 에이전트 업데이트 작업을 실행하
기 전에 VM과 해당 운영 체제 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알려진 상태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 자동화된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보고가 개선되었습니다. 할당에 대
해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에도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실패한 
데스크톱 VM의 이름에 대한 CSV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SV 보고서는 포드에서 이 릴
리스의 새 매니페스트 버전을 실행 중일 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 v2105

2021년 5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1년 5월 릴리스를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
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이 v2105 릴리스에서 일반 공급 Horizon Agents Installer, Horizon Cloud Connector 및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v2105에서 다음 키 바이너리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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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배포 마법사에서 Microsoft Azure에 배포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
전. 이 매니페스트에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플랫폼 코드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와 관련된 새 항목 및 Horizon 포드에서의 해당 사용
Universal Broker는 이제 VMware SDDC의 Horizon 포드에 대해 게시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
원합니다. 이 지원을 사용하려면 포드에서 VMware Horizon 8 소프트웨어 버전 2103 이상과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 21.03 이상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 4월 - v2104

2021년 4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2021년 4월 릴리스를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
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이 v2104 릴리스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및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버전은 변
경되지 않습니다. 해당 구성 요소의 2021년 3월 버전을 테넌트 환경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v2104에서 다음 키 이진 파일의 새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n 서비스의 배포 마법사에서 Microsoft Azure에 배포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이 매니페스트에는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플랫폼 코드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n 새 HAI 버전에는 Horizon Agent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Cloud Monitoring Service와 관련된 간헐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고서 2742816).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콘솔을 사용하여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간에 App Volumes 패키지를 이동하기 위한 지원. 새로 가져
온 패키지를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현재 고객을 위한 추가 참고 사항
일부 기능은 제한된 가용성 기능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요청에 따라 테넌트별로 사
용하도록 설정됩니다.

2021년 3월 - v2103

2021년 3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새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
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서비스 배포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새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를 비롯한 새 버전의 핵심 바이너리가 2021년 3월에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와 관련된 새 항목 및 Horizon 포드에서의 해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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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10은 수정 사항 및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n Universal Broker 및 다중 클라우드 할당은 이제 Microsoft Azure에 있는 기존 Horizon Cloud 배포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콘솔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기본 유지 보수 기간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유지 보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포드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해 선호되는 시간 및 요일을 시스템에 알릴 수 있
습니다.

n 이 릴리스의 포드 매니페스트부터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App Volumes는 
이제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을 지원하므로 여러 사용자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사용하여 개별 세션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술 미리보기에서 Horizon Cloud 포드
에 대한 App Volumes와 함께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
다. 이 기능은 이 릴리스의 포드 매니페스트와 이 릴리스의 App Volumes Agent 버전으로 시작하는 배
포에서 지원됩니다.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용 App Volumes를 사용하고 App Volumes 명령줄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로 가져오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캡처하는 
고객을 위해 App Volumes Manager 콘솔이 필요 없는 패키징 애플리케이션과 VHD 형식 및 MSIX 애
플리케이션 연결 형식 패키지로 작업할 수 있는 기타 도구를 제공하는 App Volumes 4 버전 2103을 포
함하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 Volumes 4 버전 2103 릴리스 정보의 새로
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고객을 위한 추가 참고 사항
일부 클라우드부 기반 기능은 v2103 릴리스 이전 주에 출시되었습니다.

Universal Broker 및 다중 클라우드 할당은 이제 Azure AVS(VMware 솔루션)에서 Horizon 포드를 지원
합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및 다중 클라우드 배포 전반에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의 통합 브로커링을 사용하
도록 설정하여 Microsoft Azure의 Horizon 포드와 Horizon Cloud 포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콘솔이 새 이름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반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일부 기능은 제한된 가용성 기능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요청에 따라 테넌트별로 사
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이 릴리스의 경우 Horizon 포드에 대한 관리 콘솔(Horizon Console)에서 클라우드 브로커링 옵션이 작동되
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VMware Horizon 8 버전 2103(8.2)을 실행하는 클라우드 관리 Horizon 포드에 대
한 RDS 데스크톱 풀 설정 및 애플리케이션 풀 설정에 나타납니다. 클라우드 브로커링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
해도 이 Horizon Cloud 릴리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 v2101

2021년 1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새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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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배포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새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를 비롯한 새 버전의 핵심 바이너리가 2021년 1월에 새
로 출시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와 관련된 새 항목 및 Horizon 포드에서의 해당 사용
n Horizon Cloud Connector 1.9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의 네트워크 세부 구성이 더 간단해졌습니다. 업그

레이드하려면 할당되지 않은 고정 IP 주소를 새 장치에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1.9는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안전한 
액세스 방법을 지원합니다. 장치 루트 사용자의 SSH 액세스가 비활성화되고 새로운 사용자 지정 사용자
(ccadmin)를 SSH 액세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암호 자격 증명 대신 SSH 공개 키 사용이 지원됩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이제 포드는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실패하는 경우 전용 데스크톱을 이전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롤백하는 기능
과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나머지 데스크톱을 건너뛰도록 해주는 페일 페스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구
성 가능한 실패 임계값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이전 기존 포드와 함께 사용하려면 먼저 해당 포드를 매니페
스트 2632.0 이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현재 고객을 위한 추가 참고 사항
일부 클라우드부 기반 기능은 v2101 릴리스 이전 주에 출시되었습니다.

포드 매니페스트 2474.0 이상의 경우, 테넌트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메인 가입 계정의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있는 모든 포드에 대한 도메인 가
입 관련 작업에 동일한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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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정에 대해 더 줄어든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의 집합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작업에 필
요한 서비스 계정 및 도메인 가입 계정의 사용 권한에 대한 업데이트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몇 가지 새로운 용어를 반영하도록 콘솔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온-프레미스 vSphere 설치 또는 
VMware Cloud on AWS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를 
참조할 때 온-프레미스 및 VMware Cloud on AWS와 같은 레이블이 콘솔에 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하는 포드입니다. AVS(Azure VMware Solution)

의 Horizon 포드 및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의 Horizon 포드와 같은 추가 클라우드 호스
팅 VMware SDDC에서 Horizon 포드 배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테넌트 포드 그룹의 그러한 멤버를 나
타낼 때 VMware SDDC 레이블을 사용하도록 콘솔이 개선되었습니다.

Microsoft Windows Server 2019에서 등록 서버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등록 서버는 
True SSO 기능에 사용됩니다.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에 등록 서버를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 v2010

2020년 10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기존 고객이며 새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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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배포 포드에 대한 새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 새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Universal Broker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 및 HAI(Horizon Agents Installer)를 비롯한 새 버전의 핵심 바이너리가 2020년 10월에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와 관련된 새 항목 및 Horizon 포드에서의 해당 사용
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8은 OVA 및 VHD 양식 둘 다에서 릴리스되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1.8에서는 구독 라이센스 지원이 있을 때만 또는 Horizon Cloud 기능과 함
께 사용하도록 설정할 배포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장치를 배포하는 동안 수행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는 이제 AVS(Azure VMware Solution)에 배포된 Horizon 포드를 지원
합니다. 현재 이 지원은 해당 배포와 함께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의 
전체 집합이 이러한 배포 유형에 대해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Microsoft Azure의 서비스 배포 포드와 관련된 새 항목
포드의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는 이제 포드 배포 또는 게이트웨이 배포 중에 사용자 지정 
Azure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포드 배포자는 포드 배포자가 생성하는 리소스 그룹에 지
정된 태그를 적용합니다. 포드 배포자가 생성하는 리소스 그룹에 대한 설명은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
드에 대해 생성된 리소스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이 새 기능은 포드 매니페스트 버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 v3.1

2020년 7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으며 새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
용하십시오.

기존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해당되는 내용
Horizon Cloud Connector 1.7 출시.

Microsoft Azure의 기존 포드에 해당되는 내용
다음 새 기능을 이전의 기존 포드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해당 포드를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
여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n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할 다중 테넌트 서브넷입니다. 이 기능은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테넌트에 사용되는 다중 클라우드 데스크톱 할당에서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n RDSH 팜에 대해 고급 세션 로드 밸런싱을 사용합니다.

n 대기 중 또는 실행 중 상태인 데스크톱 및 팜 확장 작업을 모두 취소할 수 있으며, 자동 데스크톱 할당 및 
팜 크기 조정이 지원됩니다. 이 기능은 Universal Broker로 구성된 테넌트에 사용되는 다중 클라우드 데
스크톱 할당에서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n 향상된 최종 사용자 로그인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VM이 전원이 꺼져 있는 포드 프로비저닝된 데스크톱 
VM에 대해 에이전트 준비 상태로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데스크톱에 대한 최종 사용자 요청을 이행
하기 위해 전원을 켜야 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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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pp Volumes 기능 사용 — 포드를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고객 계정은 
다음 Horizon Cloud 제어부 지역 USA-2 (PROD1_NORTHCENTRALUS2_CP1), Europe-2 
(PROD1_NORTHEUROPE_CP1) 또는 Australia-2 (PROD1_AUSTRALIAEAST_CP1) 중 하나에 위치해야 
합니다. 제어부 지역은 Horizon Cloud Service 시작 이메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드에 이전 릴리스의 Standard_A4_v2 VM 크기 외의 게이트웨이 구성을 배포하는 경우, 이제 각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더 많은 vCPU를 제공하는 Standard_F8s_v2 VM 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옵
션이 제공됩니다. 기존 포드의 경우 포드를 편집하여 해당 포드에 새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할 때 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을 위한 추가 참고 사항
이제 기존의 모든 고객을 위한 제품 피드백 제출 기능을 콘솔의 머리글 표시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고가용성) 기능이 있을 수 있는 포드는 이제 Microsoft Azure 정부(미국 정부 버지니아, 미국 정부 애리
조나, 미국 정부 텍사스)에 대해 지원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는 기존 포드가 Microsoft Azure 정부에 있
는 경우 해당 사용 가능 여부를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020년 3월 - v3

2020년 3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으며 새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
용하십시오.

기존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해당되는 내용
새로 출시된 Horizon Cloud Connector 1.6.x는 Horizon Cloud Connector가 포드를 Horizon Cloud에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Horizon 포드 시스템 구성 요소 및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줄 
진단 도구를 제공합니다. 웹 기반 구성 포털에 로그인하고 포드 구성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이 진단 도구를 
실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견된 문제가 있으면 도구에서 구성 
요소 이름, 세부 정보 및 권장 업데이트 적용 단계를 보고합니다.

Microsoft Azure의 기존 포드에 해당되는 내용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 새 기능을 이전의 기존 포드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해당 포드를 매니페스트 
1976.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n 고급 배포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리소스를 포드 배포자에서 생성된 기본 리소스 그룹이 아닌 고객이 생
성한 기존 리소스 그룹에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포드에서 이러한 새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
려면 먼저 포드를 매니페스트 버전 1763 이상(2019년 12월 매니페스트)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해당 VNet을 포드의 VNet과 피어로 연결하고 해당 구독에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도의 구독, VNet 및 사용자 지정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문
서화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포드의 기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삭제하고, 콘솔의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기존 외부 게이트웨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가 성공적으로 완
료되면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기존 리소스 그룹에 배치하는 
새 옵션을 사용하여 외부 게이트웨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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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관리자 지원으로 데스크톱 VM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VDI 데스크톱 VM이 최종 사용자에게 할당된 후에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이름이 표시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
종 사용자가 특정 VDI 데스크톱 VM을 요청한 후 클라이언트에서 기본적으로 데스크톱 VM의 이름을 표
시하여 이 동작을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해도 Workspace ONE Access로 이동되는 최
종 사용자 연결에 대해 표시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Workspace ONE Access는 항상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이름을 표시하며,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에서 데스크톱 VM을 실
행하면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데스크톱 이름이 표시됩니다. [일반 설정] 페이지에 이 기능의 옵션이 
표시되지만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포드에서 매니페스트 버전 1976.0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n 포드 매니페스트 1976.0 이상에서는 관리자가 VM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 팜 VM

을 유지 보수 모드로 전환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VM별 유지 보수 모드를 설정하려면 포
드에서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콘솔의 알려진 문제로 인해, 이 기
능 옵션이 콘솔의 팜 서버 탭에 표시되더라도 해당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은 팜 VM의 에이전트에서 버
전 20.1.0 이상이 실행될 때까지 이 모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객을 위한 추가 참고 사항
콘솔의 보고서 페이지 및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의 향상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데이터는 Cloud Monitoring Service에서 제공됩니다. 기존 포드는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
습니다.

2019년 12월 - v2.2

2019년 12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으며 새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
용하십시오.

기존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해당되는 내용
이 릴리스부터 다음이 적용됩니다.

n 일부 항목이 컨트롤 내에 포함되었으므로 vCenter 환경의 데이터스토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업데이트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처럼 Cloud Connector의 작동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부터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대해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이러한 항목이 콘솔에서 
식별되므로 해당 항목을 해결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n 이제 VMware Cloud on AWS에 배포된 Horizon 포드에 대한 Horizon Cloud Connector의 자동 업
그레이드가 지원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성공 화면의 향상된 기능에는 커넥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상태 표시
와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장치의 SSH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한 옵션이 포함됩니
다.

Microsoft Azure의 기존 포드에 해당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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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 새 기능을 이전의 기존 포드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해당 포드를 매니페스트 
1763.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n 고급 배포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포드 배포자는 다음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n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별도의 VNet을 사용하여 포
드의 VNet 및 코어 포드 요소와 분리. VNet은 피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n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여 코어 포드 요소에 사용되는 
구독과 분리. VNet은 구독으로 범위로 제한되므로 별도의 구독 배포 시나리오가 별도의 VNet 시나
리오이기도 합니다. VNet은 피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n 기존 포드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먼저 포드를 매니페스트 1763.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
다. 그런 다음,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해당 VNet을 포드의 VNet과 피어로 연결하는 것을 비
롯하여 별도의 VNet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문서화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포드
의 기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삭제하고, 콘솔의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기존 외부 
게이트웨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새 옵션
으로 외부 게이트웨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n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부터 VDI 데스크톱 할당 및 RDSH 팜에 대한 SSD 디스크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n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부터 VDI 데스크톱 할당 및 RDSH 팜에 대한 OS 디스크 크기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포드 매니페스트에서는 해당 OS 디스크 크기가 게시된 기본 이미지와 동일하게(기본
값 127GB) 설정되었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n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인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에는 결과 VM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 가입을 생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토글이 표시됩니다. 이전에는 이 워크플로가 기본적으로 
VM을 도메인에 가입했으며 해당 동작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새 토글은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
전 이전의 기존 포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이 릴리스의 [용량] 페이지가 재설계되면서 유형 보기가 제거되었습니다. [용량] 페이지의 [유형] 보기가 
제거되면서, 이전에 해당 보기에서 액세스했던 항목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는 구독
의 Microsoft Azure 제한에 대한 포드의 현재 사용량을 보기 위한 작업이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
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보기에 존재했던 구독 제거 작업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현재 고객을 위한 추가 참고 사항
n 관리 콘솔의 보고서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의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데이

터는 Cloud Monitoring Service에서 제공됩니다.

n 개선된 Horizon Cloud 관리 콘솔의 용량 페이지 기능. 이제 포드의 구성 가능한 세부 정보를 수정하거나 
테넌트 환경에서 포드를 삭제하기 위해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드릴다운하지 않고도, [용량] 페이지 
자체에서 포드 편집 및 포드 제거 워크플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설계로 인해 이전에는 [용량] 

페이지의 위치 보기를 사용하여 수행했던 위치 정보 수정 작업을 위한 워크플로가 포드 편집 워크플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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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옵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위치 이름을 지정하려면 포드에서 편집 작업을 사용하고 새 위
치 이름을 포드 편집 워크플로의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독 관련 포드가 삭제되었을 때 저
장된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이전 위치 보기의 워크플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
니다.

n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 이름 VMware Identity Manager가 이제 VMware Workspace ONE™ 
Access로 변경되었습니다.

n Horizon Agents Installer는 더 이상 유휴 DaaS Agent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 HAI는 
DaaS Agent의 MSI를 게스트 운영 체제에 설치했지만, 이는 유휴 상태이고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릴리스에서는 MSI가 전혀 설치되지 않습니다.

2019년 9월 - v2.1

2019년 9월 이전 날짜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으며 새 기능을 사용할 때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정보를 사
용하십시오.

기존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에 해당되는 내용
이 릴리스부터 다음이 적용됩니다.

n 이제 자동 업데이트가 Cloud Connector 버전 1.3 및 1.4에서 지원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이전 버
전의 Cloud Connector를 사용하는 고객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n Horizon Cloud Service의 일부로 세션 사용량 세부 정보와 함께 CMS(Cloud Monitoring Service)가 
제공됩니다.

Microsoft Azure의 기존 포드에 해당되는 내용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 새 기능을 이전의 기존 포드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해당 포드를 매니페스트 
1600.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n 이 릴리스에서는 포드 아키텍처가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9월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의 포드는 포드
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및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 인스턴
스(5세대 메모리 최적화 계층)를 유지합니다. 즉, 기존 포드를 이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전에 기존 네트워킹 구성이 포드의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및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 인스턴스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DNS, 포트 및 프로토콜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을 차단하는 방화벽 또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 있는 경우 현
재 네트워킹 구성을 다음 항목의 정보와 비교하고 그에 따라 네트워킹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DNS 요구 사항
n 2019년 9월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수준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

항
n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작업이 필요한 포드 업데이트 오류에 대한 개선된 경고가 이 릴리스에

서 제공됩니다. 완전히 제어되는 일부 항목은 성공적인 포드 업데이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드의 연결된 구독에 코어가 부족하여 포드 업데이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jumpbox VM을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릴리스부터 이러한 항목은 콘솔에서 식별되므로 해당 항목을 해결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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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 릴리스부터 이미 배포된 포드에서 2단계 인증 설정을 포함하지 않은 게이트웨이에 2단계 인증 설정 추
가, 게이트웨이 2단계 인증 설정 편집, 게이트웨이의 세션 브로커 시간 초과 설정 변경과 같은 게이트웨이 
관련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포드가 처음 배포될 때 RADIUS 2단계 인증을 구성
해야 했으며 해당 설정을 나중에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이미 배포
된 포드에서 게이트웨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새 포드를 배포하여 해당 Azure 로드 밸런서에 공용 IP 주소
가 없는 대신 해당 로드 밸런서에 개인 IP 주소가 있는 외부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새 전용 또는 부동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거나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에 대한 새 팜
을 생성할 때 Microsoft Azure 리소스 태그를 정의하도록 지원합니다.

n 이제 고가용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에서 포드 고가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PostgreSQL 서비스(업데이트된 5세대 메모리 최적화 계층),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 및 가
용성 집합에 Microsoft Azur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포드 아키텍처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릴
리스에서 새롭게 배포된 포드의 경우, 배포 시점에 해당 포드에 대해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나중에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 이전에 존재했던 포드의 경우 이러한 포드
의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먼저 1600.0 매니페스트 이상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포드의 이
미지,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있는 에이전트를 이 릴리스 수준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포드 업데이
트 및 에이전트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관리 콘솔의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포드를 편집하여 포드에서 
고가용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에는 포드에서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서브넷
을 사용하고 포트 5432에 대한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기 위해 포드 관리 서브넷의 Microsoft.SQL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당시, Microsoft Azure 포드에 대한 이 HA(고가용성) 기능은 Microsoft Azure 상업용 지
역(표준 전역 지역)에 배포된 포드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포드 HA 기능은 현재 Microsoft Azure 중
국, Microsoft Azure 독일 및 Microsoft Azure 정부(미국 정부 버지니아, 미국 정부 애리조나, 미국 정
부 텍사스)에 배포된 포드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VMware 팀은 위에 나열된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
서 포드에 대한 HA 기능 지원을 추가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HA를 사용하지 않고 이 릴리스의 매니페
스트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는 기존 포드가 Microsoft Azure 중국, Microsoft Azure 독일 또는 
Microsoft Azure Government에 있는 경우 VMware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표준 Microsoft Azure 전역 지역 중 하나에 있는 기존 포드를 매니페스트 160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기 
전에 새 포드 아키텍처가 PostgreSQL 서비스용 Microsoft Azur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
음 항목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 포드가 사용자 지정 관리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 포드 업데이트 프로세스 전에 해당 관리 서브넷에 
Microsoft.SQL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에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n 방화벽 규칙 및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 관리 서브넷을 통한 Microsoft Azure PostgreSQL 데이터베
이스 서버로의 포드 통신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에 대한 DNS 요구 사항에서 TCP 포트 5432에 대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포드의 연결된 구독에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생성하여 필요한 서비스 주체 생성, 8단계에 나열된 리소
스 제공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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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Agent 연결 프로세스의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해 이 릴리스는 DaaS Agent 함수를 Horizon 

Agent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DaaS Agent가 Horizon Agent에 통합되었
습니다. 이전 릴리스와 마찬가지로 자동 이미지 가져오기 워크플로 및 Horizon Agents Installer의 수동 
설치 모두 DaaS Agent의 MSI를 게스트 운영 체제에 설치하지만, 이 릴리스부터는 DaaS Agent가 유
휴 상태이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DaaS Agent용 서비스는 여전히 Windows 서비스 목록에 표시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시작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 DaaS Agent 기능을 Horizon View Agent로 이동하여 Azure Marketplace 워크플로의 자동화된 이
미지 가져오기와 기본 VM을 수동으로 빌드하는 단계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화된 워크플
로에서 생성된 기본 VM이 워크플로 끝에 있는 클라우드에 연결되었지만, 수동으로 생성된 VM의 경우 
VM을 수동으로 부트스트랩하고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제 새로 추가되었거나 이 릴리스 버전으로 업데이
트된 포드에 있는 기본 VM의 경우 결과 기본 VM의 에이전트 상태가 [연결되지 않음]인 채로 가져온 VM 

페이지에 나열됩니다. VM을 연결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n 클라우드에 연결한 후 사용자 지정하려면, [가져온 VM] 페이지에 나열된 VM에 대해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실행합니다.

n VM이 모두 원하는 대로 사용자 지정되고 게시할 준비가 된 경우에는 VM에 대해 새 이미지 작업을 
직접 실행합니다. 이 경우 새 이미지 워크플로에서 먼저 연결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에이전트를 활성
화한 다음, 나머지 필드를 완료하고 게시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게시합니다.

n DaaS Agent 기능을 Horizon View Agent로 이동하면 이제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워크플로를 가져온 
VM, 팜 서버 VM 및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VM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팜의 세부 정보 
또는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세부 정보에서 팜 서버 VM 또는 데스크톱 VM의 [에이전트 상태] 열에 오
류 상태가 표시되면 콘솔에서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하여 해당 VM의 연결 상태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서는 이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에이전트 연결 재설정 작업을 사용하여 아직 연결되지 않은 VM을 처음 연결하거나 이전에 연결되었던 
VM에 대한 연결 상태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n 이제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최신 AzureDiskEncryption v2.2를 사용합니다. 이 최신 버전을 사용하면 
게스트 내 프록시가 인터넷에 통신하도록 설정된 VM에 대해 디스크 암호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로운 지원을 활용하려면 VM의 에이전트를 버전 19.3.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n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VM 모델을 사용하도록 지침이 업데이트되었
습니다. VMware 확장 테스트를 통해 운영 환경에서 최소 2개의 CPU를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
자 연결 문제를 방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단일 CPU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VM 모델은 테스트 또는 개념 증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n [VM 유형 및 크기] 페이지의 사용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고객을 위한 추가 참고 사항
n 포드 위치 및 확대/축소 기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반영을 비롯하여 통합 대시보드 대화형 지도 보기의 유

용성 및 최적화가 향상되었습니다.

n 관리 콘솔의 보고서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의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데이
터는 Cloud Monitoring Service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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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클라우드 연결 Horizon 7 포드의 경우 추가 세부 정보가 포드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이 기능
을 표시하려면 포드 및 클라우드 커넥터가 최신 버전이어야 합니다.

n 이전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의 이름이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로 변경되었습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서비스 제
한
이 항목에서는 지원되는 최대값이라고도 하는 일반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제
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현재, 단일 구독에서 배포할 수 있는 데스크톱 및 팜 RDSH VM의 수와 
Horizon Cloud 포드당 유지할 수 있는 동시 연결 세션의 총 개수에 대해 지원되는 최대값을 설명합니다. 시간에 
따라 이 항목은 업데이트되면서 알려진 추가 제한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되는 이러한 최대값은 서비스를 최대 5개까지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구독당 최대 2,000개의 데스크톱 VM 및 팜 RDSH VM

이 제한은 단일 구독에 제공된 Microsoft Azure API 제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 작업 동안 이러한 API 제
한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 Horizon Cloud는 구독당 최대 2,000개의 데스크톱 VM 및 팜 RDSH VM을 지원
합니다.

구독당 2,000개에는 VDI 데스크톱 VM 및 팜 RDSH VM이 포함되고, 이 제한은 단일 구독의 모든 포드에 적
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독에 포드가 하나 있는 경우 해당 포드에서 최대 2,000개의 VDI 데스크톱 또는 1,950

개의 VDI 데스크톱+50개의 팜 RDSH VM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에 둘 이상의 포드가 있으면 모든 포드
의 VDI 데스크톱 및 팜 RDSH VM 수의 합계가 2,000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당 최대 동시 연결 세션 수
Horizon Cloud 포드는 최대 2,000개의 동시 활성 세션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Windows 클라이언트 유
형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VDI 단일 세션 데스크톱,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을 사용하는 다중 세션 데스크톱, Windows Server 운영 체제를 기준으로 하는 다중 
세션 데스크톱 및 포드 제공 RDS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개별 연결의 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포드에 400개의 VDI 단일 세션 데스크톱에 대한 400개의 활성 사용자 세션, Windows 10 또는 
11 다중 세션 시스템에 대한 1,500개의 활성 사용자 세션 및 Windows Server 2016 다중 세션 시스템에 대
한 100개의 활성 사용자 세션이 있는 경우 포드에 대한 최댓값 2,000(400 + 1500 + 100 = 2,000)에 도달
합니다.

포드당 활성 세션이 2,000개를 초과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드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2,000개는 F8s_v2 VM 모델이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n F8s_v2 VM 모델이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포드가 최대 2,000개까지 지원
됩니다. 작업 환경의 사용량이 포드에 대해 1,000개의 활성 세션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게이트
웨이 배포 마법사에서 F8s_v2 VM 모델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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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4_v2 VM 모델이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포드는 최대 1,000개의 활성 세션
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PoC(개념 증명), 파일럿 또는 포드의 활성 세션 수가 1,00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소규모 환경에 한해서는 이렇게 선택하면 충분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의 리소스 활용률은 해당 세션 내의 사용자 활동에 따라 다르며 사용자 프로
파일과 사용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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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Directory 도메인 구성
Horizon Cloud 환경에서는 Horizon Cloud 포드에 하나 이상의 AD(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
니다. 이 항목에서는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와 함께 사용하는 데 지원되는 구성에 대해 설명
합니다.

지원되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온 프레미스 AD 서버, VPN/MPLS 또는 Microsoft Azure Express Route를 사용하여 해당 온 프레미스 
AD를 Microsoft Azure 환경에 연결

n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실행 중인 AD 서버.

n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사용. Microsoft Azure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개요는 Microsoft 설명서에서 이 Azure AD 도메인 서비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각 구성, 각각에 대한 일부 옵션 및 각 구성의 장단점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 설명을 보려면 VMware 기
술 문서 VMware Horizon Cloud가 있는 Microsoft Azure의 네트워킹 및 Active Directory 고려 사항을 참
조하십시오.

중요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은 이러한 포드에 대해 지원되는 VMware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에 설치된 Horizon 포드와 함께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는 동일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집합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드 그룹
에 이미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가 있고 첫 번째 Horizon Cloud 포드를 Microsoft Azure에 배포하는 경우 
해당 노드를 Horizon Cloud 환경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환경을 사용하여 시작 항목에서 링크된 모든 Active Directory 관련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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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 알려진 제한 사항
Horizon Cloud를 경험하는 과정 전반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알려진 제한 사항
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배포 유형
n Horizon Cloud 테넌트와 연결되고 Horizon Cloud와 연결된 모든 포드에서 동일한 Active Directory 도

메인 집합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넌트의 포드 그룹에 Horizon 8 및 Horizon Cloud 유형
과 같은 포드 유형 조합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가시성 요구 사항 외에도 동일한 Horizon Cloud 테넌트에 등록
된 모든 도메인 간에 단방향 신뢰 또는 양방향 신뢰가 필요합니다.

참고   이 컨텍스트에서 가시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지정된 포드가 상태 확인을 위해 해당 도메인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각 도메인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n 시스템에서 특정 UTC 시간에 하루에 한 번 활용률, 동시성, 세션 기록 및 상위 애플리케이션 보고서에 대한 데
이터를 검색합니다. 활용률 및 동시성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는 오전 2시(UTC)에 검색되고 세션 기록 보고서
에 대한 데이터는 오전 2시 10분(UTC)에 검색되며 상위 애플리케이션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는 오전 2시 30

분(UTC)에 검색됩니다. 따라서 관리 콘솔에 표시되는 보고된 정보가 마지막 검색 시간과 사용자가 콘솔에서 
보고서를 확인하는 시간 사이에 수집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성 보고서의 
사용자 및 최대 동시성 데이터에 대한 로직은 데이터가 검색되는 일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4월 23일에 발생
한 사용자 활동의 데이터는 4월 24일(다음 날) 오전 2시(UTC) 시점에 계산됩니다. 해당 시점이 지나고 시스
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검색하면 4월 23일의 데이터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최종 사용자 중 한 명이 4월 23

일 오전 2시(UTC) 시점 이후에 세션을 시작하면 해당 사용자의 세션에 대한 데이터가 4월 24일 오전 2시
(UTC)까지 화면의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포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Horizon Cloud 포드는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유형입니다.

n Microsoft Azure VNet이 동시 서브넷 생성 및 삭제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제한 사항으로 인해 동일
한 VNet을 수정해야 하는 동시 포드 관련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면 해당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해당 포드가 동일한 VNet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서브넷을 포함하는 포드 
배포, 포드 삭제 또는 포드 편집 작업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VNet에서 동시 서브넷 작업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을 때 VNet을 수정하여 작업이 완료되지 못하게 하는 동시 포드 관련 작업의 몇 가지 예입니다.

n 서브넷을 미리 생성하지 않고 포드 배포자가 CIDR을 사용하여 서브넷을 생성하도록 하며 동일한 VNet

에서 두 개의 포드를 동시에 생성하도록 하는 경우. 서브넷이 두 포드 생성을 위해 VNet에 동시에 추가되
는 경우.

n 하나의 포드를 배포하며 동일한 VNet에서 다른 포드 삭제를 시작하는 경우. 다른 포드 서브넷이 동일한 
VNet에서 삭제되는 동시에 이 서브넷이 포드 배포를 위해 VNet에 추가되는 경우.

n 다른 포드를 삭제하는 동안 포드를 편집하고 CIDR 블록을 사용하여 포드 VNet에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
을 추가하는 경우. 다른 포드 서브넷이 VNet에서 삭제되는 동시에 서브넷이 게이트웨이 구성을 위해 
VNet에 추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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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포드를 배포한 후 포드 서브넷의 크기를 확장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포드를 배포하기 전에, 배포 
마법사에서 지정한 서브넷에 대한 주소 공간이 예상되는 사용량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이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매니페스트 2298.0 이상의 포드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포드를 배
포한 후에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할 테넌트 서브넷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포드를 배포
한 후에 팜 및 데스크톱 VM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드의 동일한 VNet 또는 피어링 VNet에 있는 테넌트 서브
넷을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n 여러 포드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설정된 동일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로 구성된 각 포드에는 고유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이 필요합니다. FQDN에는 밑줄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참고   2020년 12월 15일 클라우드부 새로 고침부터 포드 외부 게이트웨이와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FQDN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이전에는 시스템에서 매니페스트 2298 이상의 포드에 
대해 동일한 FQDN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포드 게이트웨이에서 다른 FQDN을 사용할지 동일한 FQDN을 사
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게이트웨이에서 동일한 FQDN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드 배포 후에, 최종 사용
자 클라이언트의 DNS 쿼리 원본 네트워크에 따라 게이트웨이 주소를 외부 게이트웨이 또는 내부 게이트웨이
로 확인하도록 분할 DNS(분할 도메인 이름 시스템)를 구성합니다. 그런 후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사용
된 것과 동일한 FQDN은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에 있을 때 외부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하고, 클라이언트가 내부 
네트워크에 있을 때 내부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n Microsoft Azure에서 포드를 배포한 후 포드에서 프록시 설정을 편집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
지 않습니다. 또한 프록시 설정 없이 배포된 포드에 프록시 구성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n Microsoft Windows Server 2019에서는 이 릴리스의 NSX Cloud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n 이전에 배포한 포드에 대해 True SSO를 이미 구성한 후 Microsoft Azure에 Horizon Cloud 포드를 배포
할 때는 새 포드가 등록 서버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 번들을 내보낸 후 등록 서버로 가져오는 단
계를 수동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단계는 Horizon Cloud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True SSO 구성 항목 및 해
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팜, 이미지 및 할당 생성처럼 시스템에 VM을 생성하는 워크플로에서 시스템에 생성할 항목의 이름을 지원하
는 문자 수의 길이보다 길게 입력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문자 수를 초과하여 입력하지 못하도록 합
니다. 항목 이름에 대해 지원되는 문자 수는 워크플로에 따라 다릅니다.

n Microsoft Azure 다중 포드 환경에서는 한 포드에서 사용한 이름을 다른 포드에서 항목을 만들 때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는 다중 포드 환경의 포드가 같은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및 같은 
VNet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포드 환경 내에서 이름이 공유되면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미지,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이름에 적용됩니다. 이미지,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관리 콘솔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다음 규칙을 따릅니다.

n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서, 그리고 DaaS SSL 부트스트랩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암호에는 표준 ASCII 문자
만 사용하십시오. ASCII가 아닌 문자를 이러한 항목에 사용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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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crosoft Azure에서 VM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가져온 이미지, 팜, 할당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이름을 
입력할 때 이름은 최대 12자여야 합니다.

n 사용자 암호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n [VM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Marketplace에서 기본 이미지 VM을 생성할 때:

n VM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 암호와 관련된 Microsoft Azure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FAQ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이미지 이름이 하이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n 이미지 이름에 밑줄(_)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업데이트
n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포드가 파란색-녹색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통

해 업데이트되면 파란색 포드 관리자 VM의 상태가 인프라 대시보드에서 최대 12~14시간 동안 빨간색 또는 비
활성으로 표시됩니다. 12~14시간 후에는 해당 파란색 포드 관리자 VM이 인프라 대시보드에서 자동으로 지워
집니다.

n 이전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최신 수준으로 포드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 중에, 업데이트하는 노드에 연결된 
세션이 있는 최종 사용자의 활성 세션 연결이 해제됩니다. 세션을 제공하는 RDSH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
의 연결 해제된 세션 로그오프를 즉시로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경우 연결이 해제된 세션도 즉시 로그오프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진행 중인 사용자 
작업은 손실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해당 사용자는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드 업데이트 프
로세스는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포드 업데이트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n 2020년 10월 릴리스 2474 매니페스트 이전의 매니페스트에서 실행되는 포드가 2474 이상으로 업데이트될 
때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구독에서 Horizon Cloud가 생성한 리소스 또는 리소스 그룹에 직
접 태그를 추가한 경우(예: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의 리소스 그룹에 사용자 지정 태그 생성) 해당 포드를 
업데이트한 경우 포드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는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직접 추가한 사용자 지
정 태그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지정 태그는 제거됩니다. 포드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에 Horizon 

Universal Console 기능을 사용하여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집함으로써 시스템이 해당 팜 및 VDI 데
스크톱 할당의 리소스 그룹에 이러한 태그를 적용하게 해야 합니다. 콘솔의 Azure 리소스 태그 기능은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한 포드 생성 리소스 그룹에 리소스 태그를 추가할 때 지원되는 방법입니다. 다음 설명
서 항목 각각에 있는 Azure 리소스 태그 필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십시오.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을 편
집할 때 동일한 필드가 사용됩니다.

n 팜 생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n Microsoft Azure에서 단일 포드로 프로비저닝된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 생성
n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VDI 다중 클라우드 할당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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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VM, 골든 이미지, 팜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 -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
n 콘솔의 워크플로에서 Azure Marketplace 이외의 원본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미

지의 사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려면 가져온 
모든 기본 이미지가 Azure Marketplace에서 제공되는 Windows 기반 VM에서 빌드되어야 합니다. 다른 
원본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고 콘솔의 워크플로 내에서 해당 이미지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Windows 11 이미지는 Azure Marketplace에서 직접 소싱되어야 하며 나중에 처리될 수 없습니다. 

SIG(Shared Image Gallery), Azure 관리 이미지, Azure VM 스냅샷 등의 다른 소스에서 Windows 11 

VM을 가져오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n 2세대 Azure VM은 현재 Windows 11 단일 세션 운영 체제 및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
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현재 AMD Radeon Instinct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Azure GPU 지원 NVv4 VM은 사용자 지정 가져
오기 방법을 사용하여 가져온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사용자 지정 가져오기 방법을 수
동 가져오기라고도 합니다.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는 현재 이 기능을 제공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는 현재 이러한 NVv4 VM 및 AMD Radeon Instinct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Windows 11의 사
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은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n Windows 11에 대한 서비스의 지원에는 몇 가지 알려진 고려 사항, 제한 사항 및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Windows 11 게스트 운영 체제 지원 - 고려 사항, 알려진 제한 사항 및 알려진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n Windows 10 버전 2004, Windows 10 버전 20H2, Windows Server 버전 2004 또는 Windows 

Server 버전 20H2를 실행하는 이미지에 기반한 세션 데스크톱, 원격 애플리케이션 또는 VDI 데스크톱에서 
True SSO를 사용하려면 해당 운영 체제에 Microsoft 패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패치는 True SSO가 해당 
운영 체제에서 인증하지 못하게 하는 Microsoft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업데이트 
KB4598291을 참조하는 VMware KB 79644를 확인하십시오.

n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디스크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Microsoft Azure Government 

클라우드의 포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n 현재, VMware Logon Monitor 서비스에서는 다음 Horizon Agent 기능의 사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
본적으로, Horizon Agents Installer는 설치 관리자가 수행하는 모든 설치에서 VMware Logon Monitor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n Android용 VMware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상 데스크톱 및 원
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경우 USB 리디렉션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n 서버 유형의 운영 체제를 기준으로 하는 GPU 지원 골든 이미지의 경우, 최종 사용자 세션 수를 제한하지 않도
록 Microsoft Windows Server 버전 2016 및 2019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의 NVIDIA 드라이버 제한으로 인해 각 RDS 데스크톱 서버의 최대 세션 수는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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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crosoft Windows 10 1709(RS3)를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으며 이를 Windows 10 1803(RS4) 또는 
Windows 10 1809(RS5)로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Windows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Windows 10 1709를 최신 Horizon Agent 버전 19.4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n 기본적으로,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Windows Server 

2012 운영 체제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결과 이미지에서 데스크톱 환경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지 않습니다. 결과 
이미지에 데스크톱 환경을 포함하려면 결과 이미지에서 데스크톱 환경을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
다.

n 데스크톱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한 후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취소하면 데스크톱을 이미지로 변환하
려는 두 번째 시도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데스크톱을 이미지로 변환하기 전에 데스크톱
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n URL 리디렉션 사용자 지정에서는 Horizon Client에서 URL 패턴을 차단할 때 URL 패턴이 대/소문자를 구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google.com 패턴은 리디렉션되지만, *GOOGLE.com 및 *Google.com
으로 지정된 URL 패턴의 경우에는 URL 리디렉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패턴이 대상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실제 문자의 대/소문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최종 사용자에 대한 리디렉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포 - Horizon 포드
Horizon 포드는 Horizon 연결 서버 소프트웨어에서 구축된 유형입니다. Horizon 포드에 사용되는 다양한 배포 
아키텍처에 대한 배경 정보는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다양한 클라우드부 서비스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각 Horizon Cloud Service 릴리스에 맞게 업데이트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기능은 온 프레미스에 배포된 Horizon 포드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클라우드 배포된 Horizon 포드와 연결된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
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수동으로 업데이트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n 현재 IMS(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는 VMware Tech Zone의 "Horizon 참조 아키텍처" 에 설명된 
Horizon 배포 모델 하위 집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IMS에서 지원되는 특정 배포 모델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MS 시스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참조 아키텍처" 에 있는 더 많은 모델이 IMS 지
원을 위한 자격이 부여되면 새로 지원되는 모델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Workspace ONE Hub 서비스 및 Universal Broker - 통합
n 이 기능은 VMware 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Mware 

Workspace ONE Access 온-프레미스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n 이 통합을 통해 최종 사용자는 Hub 카탈로그에서 Horizon Cloud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orkspace ONE Access - Horizon Cloud와의 통합을 위해 Intelligent Hub 구성에 설명된 
대로 VMware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에 대한 필수 설정을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n 이 릴리스에서 이 통합은 브라우저 기반 Hub 카탈로그, Windows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 및 
macOS용 Workspace ONE Intelligent Hub와 같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지원합
니다. 이 지원에 필요한 Windows 및 macOS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의 최소 버전은 21.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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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암호 캐싱은 새 Workspace ONE Access 테넌트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Horizon 환경에서 
True SSO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암호를 캐시하도록 암호 캐싱을 설정하여 Horizon 

Cloud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는 동안 암호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암호 캐싱 구성(Workspace ONE Access 클라우드 전용)을 참조하십시
오.

n Workspace ONE Access에 설정된 액세스 정책은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Horizon 

Cloud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 동일한 물리적 클라이언트 끝점의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두 개 이상의 최종 사용자 세션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
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는 할당이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인지 아니면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인지와 관계없이 물리적 클라이언트 끝점당 둘 이상의 세션을 둘 이상의 할당된 가상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앱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두 대의 모니터에 나란히 연결된 한 대의 물리적 클라이언트 시
스템이 있고 동일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두 개의 개별 가상 데스크톱 세션이 각각 다른 모
니터에 나타나는 최종 사용자 환경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 - 관련 주의 사항 및 제한 사항
n 콘솔은 할당의 세부 정보에 이미 지정된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그룹의 현재 유효한 이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Active Directory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름을 변경하면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이 할당에 처음 추가
된 시점부터의 할당 세부 정보에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전 이름이 계속 표시됩니다. 할당을 편집하고 검색 필
드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을 검색하는 동안 사용자 또는 그룹의 현재 유효 이름이 콘솔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된 할당을 저장한 후에도 할당의 세부 정보에 이전 초기 이름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 제한이 미치는 
기능적 영향은 없습니다.

n 웹 기반 관리 콘솔은 Apple Safari 브라우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 올바르
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c OS에서는 Apple Safari 대신 Chrome 또는 Firefox 브라우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 콘솔의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구성된 시간 설정 이후 콘솔에 인증된(로그인된) 세션은 시간 초과됩니다. 기
본값은 30분입니다.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있는 경우 기본값을 30분~180분 범위의 값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성된 시간이 되면 시스템에서 명시적으로 사용자를 자동으로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인증된 세션을 종료하고 사용자를 명시적으
로 로그아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콘솔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면 정확한 현재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드 배포 마법사가 구독 항목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실
패했다는 메시지나 드롭다운 메뉴에 값이 표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 [팜] 페이지에 팜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드가 없다는 보고, ‘identity_node 유형의 service_sessions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오류 메
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이 표시되며 30분 넘게 콘솔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동으로 로그아
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 관련 주의 사항 및 제한 사항
n 현재 Azure 중국 지역에서 필요한 packages.cloud.google.com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으므

로 Azure 중국 지역의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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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 알려진 문제
이 항목에서는 서비스 및 알려진 해결 방법(있는 경우)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알려진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서 항목에는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알려진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하더라도 해당 Horizon 포드 내에서 실
행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는 포드의 연결 서버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음 위치의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n 버전 7.13 - Horizon 7 설명서에 제공됩니다.

n VMware Horizon 8 버전 - Horizon 설명서에 제공됩니다.

모든 Horizon Cloud 고객의 운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IMS 기능과 관련된 IMS(이미지 관리 서비스)의 알려
진 문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의 알려진 문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각 알려진 문제에 지정된 괄호 안의 숫자는 VMware 내부 문제 추적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로그인 관련 알려진 문제
백슬래시(\)를 포함하는 My VMware 계정에 대한 암호를 성공적으로 생성했더라도 해당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 로그인하면 실패함(2595757)

My VMwar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 로그인할 때 백슬래시가 포함된 암호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지원되는 특수 문자 목록을 보려면 my.vmware.com에 로그인하고 프로파일의 암호 변경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지원되는 특수 문자가 표시됩니다. 해결 방법: My VMware 계정 암호를 새 암
호로 재설정하고 새 암호에 백슬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Active Directory와 관련된 알려진 문제
관리 콘솔에서 Active Directory 관련 작업을 수행할 때까지 기본 바인딩 계정 잠금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2010669)

이 문제로 인해 웹 기반 관리 콘솔에 로그인한 관리자에게 Active Directory를 검색하여 할당에 사용자를 추
가하는 것과 같은 Active Directory 관련 작업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할 때까지 기본 바인딩 계정 잠
금 알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사용자 또는 그룹) 인증 또는 검색을 위해 Active Directory와 
통신하기 위한 요청을 수행할 때만 잠긴 서비스 계정을 감지합니다. 해결 방법: 없음.

웹 기반 관리 콘솔에서 기본 바인딩 도메인 계정의 잠금 또는 잠금 해제 상태를 반영할 때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됩
니다. (2009434)

Active Directory에 대한 시스템의 연결 개체는 15분 동안 캐시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바인딩 계정이 잠김 
상태로 전환되고 시스템이 관리자에게 알림을 표시하는 시점부터 1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관리
자가 계정의 잠금 조건을 해결한 후에 시스템이 잠금 해제된 계정에 대한 알림 전송을 중지하는 데 최대 15분
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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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의 포드에 있는 팜의 경우, 동일한 Active Directory 포리스트의 다른 도메인에서 기존 팜과 
동일한 이름을 재사용하면 중복된 SPN(서비스 제공자 이름)으로 인해 도메인 가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1969172)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새 기능 때문에, 도메인 컨트롤러에
서 중복된 SPN 검사로 인해 도메인 가입이 실패합니다. Microsoft KB 기술 자료 문서 3070083을 참조하
십시오. 해결 방법:

n 팜 이름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n Microsoft KB 문서에 설명된 대로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중복된 SPN 검사를 해제합니다.

Azure AD Domain Services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 재설정] 사용 권한이 부족하다는 오류를 나타내며 도메인 
가입 단계에서 Active Directory 등록 워크플로우가 실패합니다. (2218180)

Horizon Cloud 팀은 Azure Active Directory (AD) Domain Services를 포드에서 사용할 때 필수 도메
인 가입 계정 사용 권한을 추가하면 다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배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했
습니다. 기본 제공 컨테이너 AADDC 컴퓨터를 설명하는 Microsoft 설명서 항목 Azure AD 도메인 서비스 
관리되는 도메인에서 OU(조직 구성 단위) 생성을 참조하고, 이 항목 앞부분에 나오는 Azure AD Domain 

Services에 대한 암호 해시 동기화 설정에 대한 중요 참고 사항도 참조하십시오. 도메인 가입 서비스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하기 전에 도메인 가입 서비스 계정에 대해 Azure AD Domain Services에 대한 암호 
해시 동기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Microsoft 설명서에서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icrosoft 설
명서를 따라 작업한 후에도 Active Directory 등록 워크플로우에서 도메인 가입 사용 권한 오류가 계속 발생
하면 VMware 지원에 문의하고 참조 문제 보고서 번호 2218180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 구독 관련 알려진 문제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포드의 Azure 구독 설정에 대한 비밀 키를 업데이트한 후 새 자격 증
명이 적용되려면 포드 관리자 VM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2979394, 3007687).

이 알려진 문제로 인해 콘솔의 [구독 관리] 창에서 애플리케이션 키 설정을 편집하고 저장한 후에는 각 VM에
서 관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새로 입력한 비밀 키가 포드 관리자 VM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 서
비스가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구독의 리소스로 작업하기 위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API 호출이 실패하기 시작
합니다. 해결 방법: 포드가 만료 날짜에 가까워지거나 지난 등의 이유로 구독 비밀 키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
황에서는 후속 단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도록 VMware 지원 및 Horizon Cloud 작업 팀의 지원을 위해 서비
스 요청을 여십시오. 개괄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zure 포털에서 새 비밀 키를 생성합니다.

2 Horizon Universal Console에서 표준 단계에 따라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와 연결된 구독 정보 
변경, 수정 및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전 키와 연결된 포드에서 사용하는 비밀 키를 
업데이트합니다.

3 두 포드 관리자 VM 모두에서 관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려면 VMware 지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59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3070083/duplicate-spn-check-on-windows-server-2012-r2-based-domain-controller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ctive-directory-domain-services/active-directory-ds-admin-guide-create-ou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ctive-directory-domain-services/active-directory-ds-admin-guide-create-ou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4FDB8AA6-801F-43A7-B58A-383F7233AEAA.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4FDB8AA6-801F-43A7-B58A-383F7233AEAA.html


관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특정 명령은 VMware 팀만 해당 명령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개하
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팀은 내부 문제 3007687-update-9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Cloud Connector 관련 알려진 문제
인증서 만료 문제(3083444)

Horizon Cloud Connector의 인증서는 장치를 배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인증서가 만료되면 Horizon Cloud Connector가 더 이상 Horizon Cloud 제어부에 연결할 수 없으므로 
Horizon Cloud Connector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도록 렌더링됩니다. 자세한 내
용 및 업데이트 적용 단계는 KB 90505를 참조하십시오.

OVF 템플릿을 배포할 때 [프록시 없음] 필드에 지정된 no-proxy 호스트 구성이 배포된 장치에 저장되지 않음
(2454245, 2466306, 2467017, DPM-5388)

이 문제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6 이상에서 해결되었습니다. vSphere 환경에서 [OVF 템플
릿 배포]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경우 [프록시 없음] 필드에 no-proxy 호스트 구성을 지정하는 옵션이 제공
됩니다. 하지만 이 알려진 문제로 인해 입력한 설정이 배포된 장치의 구성 파일에 캡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포된 장치는 지정된 no-proxy 호스트 설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 관련 알려진 문제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Syslog 서버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기능은 기본적으
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3005985, 3023935, 3026855)

Syslog 서버 정보로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시스템의 API 호출에서 확인된 
문제로 인해 이전에 릴리스된 기능이 콘솔에서 사용 해제됩니다. 해결 방법: 없음.

Universal Broker 관련 알려진 문제
Horizon Cloud Connector의 Horizon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장치를 처음 배포한 후 커넥터 장치
에서 수행한 프록시 관련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음(HD-35551)

이 문제는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6 이상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커넥터 장치의 Horizon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는 장치를 처음 부팅하는 동안 프록시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부팅은 
OVF 템플릿을 배포한 후에 처음으로 해당 장치를 켜는 동안에만 실행되므로, 나중에 장치 프록시 구성 설정
을 변경할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Horizon Universal Broker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OVF 템
플릿 배포하는 동안의 no-proxy 구성에 대한 알려진 문제와 이 알려진 문제를 함께 고려할 경우 Horizon 

Universal Broker와 관련된 모든 호스트를 비프록시 호스트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Horizon Client 또는 Horizon HTML Access가 Universal Broker에 연결하기 시작하면 오류 메
시지 '연결 서버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가 표시됨(271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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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최종 사용자 데스크톱 브로커링에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테넌트에서 매니페스트 
2632.x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나타날 경
우 다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데스크톱 VM이 상주하는 포드에 대한 포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포드 관리자 VM 상태가 모든 포드의 
포드 관리자 VM에 대해 오류로 보고됩니다.

n 브라우저의 Horizon Client 또는 Horizon HTML Access가 Universal Broker에 연결하기 시작하면 
오류 메시지 '이 데스크톱을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데스크톱에 다시 연결하거나 시스템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가 표시됩니다.

이 문제는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가 재부팅될 경우 매니페스트 2632.x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가 재부팅될 
때(드문 이례적인 상황), 포드 관리자 인스턴스의 전원이 켜지고 Universal Broker가 포드에 대한 연결을 시
도하면 인증된 연결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 요청을 열어 지원
을 요청하고 내부 문제 보고 번호 2714266을 알리십시오.

매니페스트 2747.x 이상의 포드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미지, 팜, 할당 관련 알려진 문제
여기에 나열된 알려진 문제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적용됩니다.

이미지 게시 프로세스 중에 시간 초과 오류가 발생하고 VM의 전원이 켜진 상태로 유지되며 게시 흐름이 성공적으
로 완료되지 않음(2954270, 2962049)

이 문제는 게시 프로세스의 sysprep 단계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Microsoft Azure 하이퍼바이저 문제의 결
과입니다. 이 문제는 일부 Azure VM 모델에서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기술 자료 문서 
KB88343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 팀의 권장 사항에 따라, Horizon Cloud 고객에게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의 자
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에 사용되는 기본 Azure VM 모델이 서비스의 v2204 릴리
스에서 비 GPU Windows 10 VM(단일 세션 및 다중 세션 모두)의 자동화된 가져오기를 위해 
Standard_DS2_v2 모델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n 단일 포드 이미지의 경우 자동화의 기본 VM 모델이 이전에 사용된 Standard_D4_v3 VM 모델에서 
Standard_DS2_v2를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n 다중 포드 이미지의 경우 자동화의 기본 VM 모델이 이전에 사용된 Standard_D2_v2 모델에서 
Standard_DS2_v2를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v2204 릴리스부터 포드의 Azure 구독에 Azure DSv2 시리즈에 대한 할당량을 포함하십시오.

VM 및 관련 리소스가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24239, 2681761, 
2750176)

이 문제는 포드 매니페스트 2915.x 이상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전 매니페스트의 포드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
면 VDI 할당 확장 문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Microsoft ARM(Azure Resource 

Manager)의 문제 및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리소스 상태 복제 지연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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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합니다. 이 Microsoft ARM 문제로 인해 이러한 VM 관련 리소스 중 일부는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
아 있으므로 Azure 구독에서 VM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이러한 항목이 발생할 수 있는 
예는 디스크 및 NIC입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는 매니페스트 2915.x 이상을 실행하는 포드에서 해결되었습니
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하여 오래된 데이터를 지우는 지원을 요청하고 문제가 되
풀이되지 않도록 포드 업그레이드를 스케줄링하십시오. SR 제출 단계에 대해서는 KB 문서 2006985를 참조
하십시오.

Microsoft Azure Government 클라우드 구독에 배포된 포드의 경우 팜 및 데스크톱 할당에서 디스크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면 실패합니다. (2572579)

포드를 Microsoft Azure Government 클라우드에 배치하고 디스크 암호화 기능을 선택한 상태로 팜 또는 
VDI 할당을 생성하려고 하면 Azure error encrypting the VM 오류를 나타내며 생성 프로세스가 실패합
니다. 해결 방법: 없음.

기존 팜의 [서버] 탭에서 모든 [사용자 로그인 모드] 옵션을 선택하면 Horizon Agent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오
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528295)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사용자 로그인] 모드를 설정하려면 팜 VM에서 실행 중인 에이전트 버전 20.1.0이 검
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팜 VM에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해당 버전의 
에이전트를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20.1.0 버전의 에이전트를 클라우드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포드가 해당 에이전트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매니페스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경우 [사용자 로그인 모
드] 선택 항목을 사용하도록 팜 VM을 해당 에이전트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형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의 일부 데스크톱 VM이 알 수 없는 에이전트 상태를 보고합니다. 
(DPM-3201)

많은 데스크톱 VM을 포함하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알려진 문제로 인해 일부 Windows 서비스
(예: Horizon Agent의 Blast 서비스 또는 Microsoft Azure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거나 느리게 시작되기 때
문에 해당 데스크톱 VM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에이전트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콘솔에서 해
당 데스크톱 VM의 에이전트 상태 열에 "알 수 없음" 상태가 표시되고 에이전트 오류가 보고됩니다. 해결 방
법: 콘솔에서 다시 시작 작업을 사용하여 해당 VM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는 데스크톱 환경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Windows 

Server 2012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2101856)

알려진 문제로 인해,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자동화 마법사를 사용하여 Windows Server 2012 

운영 체제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결과 이미지에서 데스크톱 환경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결과 이미지에 데스크톱 환경을 포함하려면 결과 이미지에서 데스크톱 환경을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Windows Server 2012 운영 체제의 경우 스캐너 리디렉션 옵션이 설정된 상태로 Horizon 

Agent를 설치하려면 운영 체제에서 데스크톱 환경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가져온 VM을 게시(봉인이라고도 함)할 경우 해당 프로세스가 시간 초과되거나 sysprep 실패로 인한 기타 게시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36082, 2080101, 2120508, 2118047)

가져온 VM에서 데스크톱으로 변환 및 게시를 클릭하여 게시된(봉인된) 이미지로 만든 후에 VM에서 많은 작
업이 수행됩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Windows 시스템 준비(sysprep) 프로세스 실행, VM 종료 및 전원 껐다 
켜기 등이 포함됩니다. 업계에서 알려진 Windows sysprep 프로세스 및 가상 머신 사용자 지정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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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때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게시 프로세스가 실패합니다. [활동] 페이지에서 "시간 초과 오류: 가상 
시스템 전원이 꺼질 때까지 20분 대기됨"과 비슷한 메시지 및 기타 sysprep 실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VM을 생성할 때 마법사의 
Windows 이미지 최적화 토글에 대해 예를 선택하여 이러한 sysprep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
을 사용하지 않는 가져온 VM에 대해 이 오류가 표시되거나, 해당 VM을 수동으로 생성한 경우, KB 

2769827, Microsoft MVP 문서 615에서 이미지를 게시할 때 syspres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
록 이미지 VM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sysprep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할 때 Windows 이미지를 최적화하도록 결정 및 데스크톱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할 때 Windows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제거 옵션 사용 문서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자동화 마법사에서 sysprep 변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활동] 페이지에서 시간 초과 오류가 발생하면 [이미지] 페이지에서 이 해결 방법을 시도하고, 이
미지에 대해 이미지를 데스크톱으로 변환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페이지는 이미지를 데스크톱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가져온 VM] 페이지로 이동됨을 나타냅니다. VM에 연결하고 
KBs에 설명된 모범 사례를 적용합니다.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VM의 전원이 켜진 것으로 보고하면 해당 
VM을 선택하고 이미지로 변환을 클릭하여 게시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합니다.

팜 생성 중에 경우에 따라 서버 VM이 사용자 지정 단계에서 중단됩니다. (2010914, 2041909)

경우에 따라, 팜의 서버 VM에서 sysprep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tiledatamodelsvc라는 Windows 서
비스로 인해 sysprep이 사용자 지정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Windows 파일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팜 서버 VM은 사용자 지정 단계를 넘어 진행하지 못합니다. sysprep 오류 로그에는 
"오류 0으로 인해 SYSPRP setupdigetclassdevs가 실패했습니다." 줄이 포함됩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가 
발생하고 sysprep 오류 로그 파일에 해당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이미지에서 tiledatamodelsvc 서
비스를 중지하고 비활성화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팜을 생성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수동으로 생성한 후 [가져온 VM] 페이지에서 에이전트 상태가 '정의
되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2002798)

[이미지] 페이지에서 복제 버튼을 사용하여 게시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Microsoft Azure에서 이미지 VM

을 수동으로 생성할 경우 결과 VM이 [가져온 VM] 페이지에 나열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 VM의 전원이 완전
히 켜질 때도 에이전트 상태가 '정의되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VM을 선택하고 [이미지로 변
환]을 선택하여 게시하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에이전트를 '활성' 상태로 보고합니다. 해결 방법: 없음. 에
이전트 연결 재설정 또는 새 이미지 또는 이미지로 변환 워크플로우가 에이전트를 '활성'으로 보고할 경우 [가
져온 VM] 페이지에서 '정의되지 않음’ 상태를 무시해도 됩니다.

Microsoft Azure 포드의 App Volumes 관련 알려진 문제
여기에 나열된 알려진 문제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적용됩니다.

다른 시간에 캡처된 동일한 위치(파일 공유)에 동일한 파일 이름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패키지(.vhd 파일)를 업로드
하면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App Volumes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을 VDI 데스크톱에 연결하지 못할 수 있음
(2783560)

App Volumes가 애플리케이션 패키지(.vhd 파일)를 캡처할 때마다 시스템은 볼륨 또는 캡처 세션을 식별하
는 고유한 GUID를 생성합니다. 이전에 업로드한 (.vhd)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Azure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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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테이징 파일 공유에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업로드하려고 하면 Horizon Cloud Azure 포드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미 있는 GUID 간에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Horizon Cloud Azure 포드에서 실행되는 App Volumes Manager 서비스는 파일 공유에서 애플리케이
션 패키지를 정기적으로 가져옵니다.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인벤토리 가져오기 > 애플리케이션 페
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오려고 하면 새로 가져온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및 해당 GUID가 Horizon 

Cloud Azure 포드를 실행하는 App Volumes Manager 서비스에 있는 GUID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
한 불일치로 인해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이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콘솔의 App Volumes 할당에서 일부 사용자 또는 그룹을 제거하면 할당에 있는 나머지 사용자 또는 그룹 중 일부
에서 사용 권한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2704889).

이 문제로 인해 애플리케이션과 지정된 사용자 또는 그룹 집합이 포함된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한 다음, 

해당 할당을 편집하고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 중 일부를 제거하는 시나리오에서 해당 할당에 구성된 일부 사용
자 및 그룹은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는 포드 매니페스트 2747 이상에서 해결되었지만 이전 매니페스트 버전의 포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및 그룹으로 새 App Volumes 할당을 생성하고 
이전에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삭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의 Microsoft Azure에 여러 포드가 있는 경우 캡처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알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600573)

작업 환경에 App Volumes를 사용하는 여러 개의 포드가 있는 상태에서 캡처 프로세스를 실행한 경우 VM

의 캡처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는데도 콘솔에서 캡처가 알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인벤토리 > 애플리케이션 > 새로 만들기 > 가져오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다시 가져오십
시오.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고 후속 할당 및 애플리케이션 실행
이 작동합니다.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배포에서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로그인할 때 인쇄 
작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프린터 드라이버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할당이 있는 사용자가 처음으로 로그인할 때 해
당 다중 세션 시스템에서 다른 사용자에 대해 진행 중인 인쇄 작업이 오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인쇄 작업이 종료된 후 몇 분 또는 그 이상 기다렸다가 인쇄 작업을 다시 시도합니다. 관련 모
범 사례 정보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및 온보딩된 포드 그룹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배포에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가 할당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애
플리케이션의 측면이 수신됨

이 환경에서 경우에 따라 프로비저닝 중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자동 업데이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
션의 업데이트된 부분이 의도치 않게 바탕 화면 바로 가기 및 애플리케이션 이진 파일 등의 형태로 다중 세션 
데스크톱의 모든 사용자(해당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사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에게 표시됩니다. 이 문제
를 해결하려면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다중 문자열 svservice 레지스트리 구성 
DisableAppServicesList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름을 추가하여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모범 사례 정보에 대해서는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 및 온보딩된 포드 그룹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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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업데이트 관련 알려진 문제
여기에 나열된 알려진 문제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적용됩니다.

보류 중인 Windows 업데이트가 있는 이미지에서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시도하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2234964)

이미지에 OS 이외의 부 업데이트가 아닌 Windows OS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문제로 인해 
OS 리소스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고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Windows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모든 Windows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미지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보류 중인 모든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이미지
를 다시 게시한 후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및 모니터링 관련 알려진 문제
여기에 나열된 알려진 문제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적용됩니다.

[사용자 활동] 보고서에서 표시된 주간 평균(hrs)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1817065)

이 문제로 인해, 계산 로직은 현재 주 기간을 7로 나누고 최대 한 주 전체로 반올림되지 않으므로 주별 통계가 
시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0일을 선택할 때 완료된 주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지만, 

현재 주의 데이터는 7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로직은 주간 평균(hrs)이 일일 평균(hrs) * 7일이므로, 최근 30일 
간의 주간 평균은 (총 기간/30일) * 7일이 됩니다. 해결 방법: 없음

팜 이름 변경 후 한 시간까지는 새로 업데이트된 팜 이름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 이름이 [데스크톱 상태] 보고서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756889)

팜 이름 또는 VDI 데스크톱 할당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데스크톱 상태] 보고서의 [할당] 드롭다운 메뉴 및 
[할당] 열에 새 이름이 적용되기까지 한 시간이 걸립니다. 해결 방법: 보고서에 새 이름이 표시될 때까지 1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보고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일부 CSV 파일의 형식이 화면에 표시되는 테이블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015500)

일부 보고서 페이지의 하위 화면은 표시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내보내는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데스크톱 상태], [동시성] 및 [세션 기록]에서 내보낸 CSV 파일의 서식이 화면에서 본 것과 정확
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열 머리글은 다를 수 있으며, CSV 파일은 화면에 표시되는 표보다 더 많은 
수의 데이터 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없음.

ID 관리, Workspace ONE Access, True SSO 관련 알려진 문제
여기에 나열된 알려진 문제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적용됩니다.

1763 이전의 매니페스트 버전 포드를 매니페스트 1763 이상으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포드의 2단계 RADIUS를 해
당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구성하고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한 경우, 브라우저를 사
용하여 Workspace ONE Access에서 데스크톱을 시작하면 사용자의 UPN으로 [사용자 이름] 필드가 미리 채
워진 RADIUS 로그인 양식이 표시됩니다. (22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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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상은 VMware Horizon HTML Access 4.10에서 릴리스된 변경 사항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전 
Horizon Cloud 릴리스의 Microsoft Azure 포드를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및 2단계 
RADIUS 인증으로 구성하고, 이전에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Workspace ONE Access에서 데스크톱을 실행
할 때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도록 해당 포드를 구성하면 RADIUS 로그인 양식에 사용자 이름
과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최종 사용자는 양식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나 이 문
제로 인해 해당 포드를 이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한 후에, 동일한 데스크톱 실행 단계를 사용하면 RADIUS 로그
인 양식의 사용자 이름 필드가 도메인 사용자의 UPN으로 미리 채워집니다. 이 동작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데스크톱을 실행할 때만 발생합니다. Horizon Client를 사용할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이러한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는 미리 채워진 사용자 이름 필드를 지우고 해당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Workspace ONE Access와 통합된 대부분의 환경에서 2단계 인증은 기본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아닌 Workspace ONE Access에서 구성되며, 이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
다.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Workspace ONE Access에서 두 번째 데스크톱을 실행하려고 하면 '데스크톱 또
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류를 나타내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1813881, 2201599)

이 증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그룹 사용 권한을 통해 2개의 전용 VDI 할당에 대한 
사용 권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이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Workspace ONE 

Access에 나열됩니다. 사용자가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첫 번째 데스크톱을 실행합니다. 해당 데스크톱
이 연결됩니다. 그런 후 사용자는 역시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다른 할당에서 다른 데스크톱을 실행하려
고 합니다. 이 다른 데스크톱을 실행하려고 하면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표시되면서 실패합니
다. 그러나 이 문제는 두 번째 데스크톱에서 처음 시도할 때만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두 
번째 데스크톱을 실행하는 경우 이후에 Horizon Client를 사용하여 두 번째 데스크톱을 다시 실행하려고 하
면 성공적으로 수행됩니다. 해결 방법: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두 번째 데스크톱을 실행
하십시오.

Workspace ONE Access에는 Horizon Cloud 관리 콘솔에서 설정한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표시 이름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2131583)

이 문제는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 버전 19.03을 사용하여 해결되었습니다. 19.03 이전 버
전 Workspace ONE Access Connector의 알려진 문제로 인해 Workspace ONE Access에 Horizon 

Cloud에서 동기화하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될 경우 Workspace ONE Access는 Horizon Cloud에
서 해당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설정한 표시 이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는 표시 이름을 
Workspace ONE Access로 전송하지만, Workspace ONE Access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launchID를 
대신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Workspace ONE Access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이름이 표시됩니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알려진 문제
알려진 문제 텍스트에 다르게 설명된 경우가 아니면, 여기에 나열된 알려진 문제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
드에 적용됩니다.

세션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로그온 세그먼트 차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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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모든 유형의 포드에 적용됩니다. VMware Logon Monitor 서비스는 세션 대시보드에 나타나는 
로그온 세그먼트 차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릴리스는 VMware Logon Monitor 서비스의 
사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Horizon Agents Installer는 설치 관리자가 수행하는 모든 설치에서 
VMware Logon Monitor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결과적으로, 로그온 세그먼트 차트가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더라도 로그온 세그먼트 차트가 세션 대시보드에 계속 표시됩니다. 해결 방법: 없음.

한 브라우저 탭에서 관리 콘솔을 사용하고 있을 때, 같은 브라우저의 다른 브라우저 탭에 있는 연결 해제된 데스크
톱을 시작하려고 하면 HTML Access 포털도 로그오프되므로 HTML Access 포털 자체에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
다. (2118293)

일반적으로 데스크톱을 시작한 후 데스크톱에서 로그아웃하지 않고 연결을 끊으면 HTML Access 포털 자체
에는 로그인된 상태가 유지되며 HTML Access 포털에 자격 증명을 입력하지 않고도 연결 해제된 데스크톱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 브라우저 탭에서 콘솔에 로그인한 상태로 다른 브라우저 탭
을 사용하여 HTML Access 포털에 로그인하고 데스크톱을 시작할 경우, 해당 데스크톱에서 연결을 끊고 다
시 연결하려고 하면 HTML Access 포털이 로그오프됩니다. 이 경우 HTML Access 포털에 자격 증명을 다
시 입력해야만 해당 데스크톱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HTML Access 

포털이 있는 브라우저 창이 아닌 별도의 브라우저 창을 사용하여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이 동작은 HTML 

Access 포털을 사용하는 동일한 브라우저 창의 브라우저 탭에서 콘솔에 로그인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특정 사용자의 [사용자 카드] 화면에서 사용자가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전용 데스크톱을 처음 시작한 후 해
당 할당이 [할당] 탭에서 제거됩니다. (1958046)

사용자가 Active Directory 그룹을 통하지 않고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에서 개별 사용자로 지정된 경우 사
용자가 해당 할당에서 전용 데스크톱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당 사용자에 대한 해당 VDI 전용 데스크톱 할
당이 [사용자 카드] 화면의 [할당] 탭에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할당에서 VDI 전용 데스크톱을 처음 시작
한 후 사용자 카드의 [할당] 탭에 해당 사용자에 대한 해당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
니다. 사용자가 처음 시작하면 해당 사용자가 해당 할당에 정의된 기본 풀의 특정 전용 데스크톱을 할당하고 
시스템에서 특정 전용 데스크톱을 해당 특정 사용자에 매핑합니다. 이러한 매핑이 설정되면 해당 특정 전용 데
스크톱이 할당됨 상태가 되고 사용자 카드의 [데스크톱] 탭에 해당 사용자의 데스크톱이 나열됩니다.

해결 방법: 이 경우 사용자 카드의 [할당] 탭을 사용하는 대신에 특정 사용자에게 할당된 이미 시작된 VDI 전
용 데스크톱을 확인하려면 [데스크톱]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데스크톱 매핑이 설정된 특정 
VDI 전용 데스크톱 할당을 찾아야 하는 경우 사용자 카드의 [데스크톱] 탭에서 데스크톱 이름을 가져와서 상
단 배너 검색의 VM별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특정 데스크톱 VM을 나열합니다. VM별 검색의 결과에서 
이름을 클릭하여 해당 특정 전용 데스크톱이 있는 특정 할당 페이지를 엽니다. 그런 다음 할당의 세부 정보에
서 사용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능] 화면이 표시됩니다. (2075825)

이 문제는 임의 포드 유형의 환경에 적용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거나 이전에 [새로운 기
능] 화면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한 브라우저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콘솔에 로
그인할 때 이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화면을 표시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는 사용자 기
준이 아닌 브라우저의 로컬 캐시에 저장됩니다. 해결 방법: 없음.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작] 화면에 이미지 생성 단계가 [완료됨]으로 표시됩니
다. (210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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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인해 이미지 생성 단계가 중간에 완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해결 방법: [활동]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 콘솔을 사용할 경우, 실제 텍스트 문자열 대신 자리 표시자가 표시되거나, 페이지의 버튼을 클릭해도 아무 결
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45967)

이 문제는 임의 포드 유형의 환경에 적용됩니다. VMware에서는 웹 기반 관리 콘솔을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내 관리 환경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문제는 최신 클라우드 내 업데이트 전에 브라우저에 고정 컨텐
츠가 캐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로,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면 해결됩니다. 해결 방법: 관
리 콘솔에서 로그아웃하고,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고,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한 후 콘솔에 다시 로그인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액세스할 때 이 이름은 소문자로 표
시됩니다. (1967245)

Horizon Cloud 환경이 Workspace ONE Access에 통합될 경우, 최종 사용자는 Workspace ONE 

Access를 사용하여 할당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합니다. 이 알려진 문제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사용된 실제 대소문자와 상관 없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소문자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Workspace ONE Access가 이전 Horizon Cloud REST API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서 실행 ID를 
생성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없음.

데스크톱 상태 보고서에 대해 보고되고, 데스크톱 상태 알림에 사용되는 메모리 사용률(%)은 물리적 메모리만의 
백분율이 아니라 물리적 메모리에 페이지 파일 크기를 더한 값에 해당하는 커밋된 메모리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합
니다. (2015772)

데스크톱 VM의 커밋된 메모리는 물리적 메모리에 페이지 파일 크기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데스크톱의 메모리 
사용률(%)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합계(물리적 메모리 + 페이지 파일 크기)에 사용되는 백분율이 적용됩니다. 

데스크톱 상태 경고 및 데스크톱 상태 보고서의 메모리 사용량 보고서는 둘 다 해당 백분율 계산 방식을 사용
합니다. 그러나 데스크톱 VM에 로그인하고 Windows 작업 관리자를 열어 데스크톱의 Windows 운영 체제
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할 경우 Windows 작업 관리자는 물리적 메모리만을 기준으로 하는 백분율을 표
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데스크톱의 Windows 작업 관리자에 표시되는 메모리 사용률(%)은 데스크톱 상태 보
고서 또는 데스크톱 상태 경고에 표시되는 메모리 사용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데스크톱의 
Windows 작업 관리자에서 보고하는 메모리 사용률(%)과 콘솔의 데스크톱 상태 보고서 및 해당 데스크톱의 
데스크톱 상태 경고에서 보고된 메모리 사용률(%) 간을 비교할 때는 이러한 차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데스크톱 VM의 CPU 사용량이 100%가 되거나 100%에 가까워질 경우 데스크톱 경고가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1446496)

데스크톱 VM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항목으로 인해 VM의 CPU 사용량이 100%에 도달하면 CPU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느라 매우 바쁘기 때문에, 데스크톱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Horizon Cloud로 보내는 만큼의 
많은 데이터 샘플을 보내지 못합니다. 낮은 샘플 수가 반환되므로 시스템이 데스크톱 경고를 트리거하는 데 사
용하는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 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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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Horizon Agent, Horizon Client 관련 알려진 문제
여기에 나열된 알려진 문제는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적용됩니다.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2004 이상을 실행하는 VM의 경우 DPI 동기화 및 디스플레이 
크기 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음(2587685, DPM-6352)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2004 이상을 실행하는 VM에서 현재 DPI를 쿼리할 수 없
기 때문에 이러한 VM을 사용하는 기능이 Horizon Client 설명서에 나온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DPI 동기
화 및 디스플레이 크기 조정 기능이 PCoIP 세션 재연결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DPI 크기 조정 기능은 Blast 세
션 재연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세션에서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합니다.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운영 체제 1903 이상을 실행하는 VM의 경우 DPI 동기화 및 디스플레이 
크기 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음(2589129)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1903 이상에서 현재 DPI를 쿼리하지 못하기 때
문에 PCoIP 또는 Blast 세션에 다시 연결할 때 기능이 Horizon Client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작동하지 않습
니다. 해결 방법: 세션에서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합니다.

VMware HTML Access를 사용하여 VDI 데스크톱을 실행하는 경우 연결 끊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 후 실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2243471)

VDI 데스크톱 가상 머신에는 기본 세션 연결 시간 초과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시간제한에 도달하면 세션 연결
이 끊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데스크톱을 실행할 때 데스크톱의 기본 세션 연결 시간 초과에 도달한 경우 최종 
사용자의 HTML Access 세션의 시간이 초과되면 데스크톱은 처음에는 해당 오류를 throw한 후 데스크톱을 
계속 실행합니다. 해결 방법: 없음.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디스크 암호화가 선택되어 있고 1코어 또는 2코어 VM 모델이 사용되며 데스크톱의 기
본 VM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Horizon Client의 자동 재시도 옵션으로 연결을 설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167432)

VDI 데스크톱 할당의 전원 관리 설정으로 인해 VM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VM의 전원이 켜져 있고 사용 준
비가 완료되어야만 해당 데스크톱에 대해 최종 사용자 연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가 VDI 데스크톱 할당의 VM에 연결하려고 하고 VM 전원이 꺼져 있으면 시스템은 해당 VM의 전원을 켭니
다. 암호화되지 않은 VM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분 이내에 클라이언트 연결을 수락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러
나 하나 또는 두 개의 코어가 있는 암호화된 VM은 일반적으로 연결을 수락할 준비가 되는 데 10분보다 오래 
걸립니다. Horizon Client의 클라이언트 재시도 옵션의 상한값은 12분입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재시도 옵
션 상한 때문에 데스크톱의 기본 VM의 전원이 켜져 있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에서 연결을 자동으로 다시 시도하도록 하지만 12분 이내에 연결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자동 재
시도는 취소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된 VM은 클라이언트 연결을 설정할 준비가 될 때까지 12분 이상 소요
되므로 최종 사용자는 Horizon Client의 자동 재시도가 암호화된 데스크톱 VM에 대한 연결을 완료하지 못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VDI 데스크톱 할당에 대해 디스크 암호화를 설정하려는 경우 3개 이
상의 코어가 있는 VM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VDI 데스크톱 할당에 디스크 암호화가 지정되어 있
고 VM 모델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코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암호화된 데스크톱 VM에 클라이언트 재시도 옵션
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종 사용자에게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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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VDI 데스크톱 할당의 가상 데스크톱의 경우 Horizon Client의 [최근] 페이지에서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해
도 데스크톱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13881, HD-3686, DPM-1140)

Horizon Client의 iOS 및 Android 버전에는 최근 시작된 데스크톱의 링크를 표시하는 [최근] 페이지가 있습
니다. 사용자가 전용 풀 가상 데스크톱의 초기 시작을 수행하는 경우 데스크톱이 평소대로 시작되며 클라이언
트가 [최근] 페이지에 시작 아이콘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데스크톱 연결을 해제하고 나중에 [최근] 

페이지에서 데스크톱을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 아이콘이 데스크톱 이름의 짧은 버전을 사용하므로 데스크톱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최근] 페이지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기본 페이지에서 데스크톱을 시작합니다.

1976.0 매니페스트 버전의 포드 및 에이전트 수준 19.4를 실행하는 팜 VM: HTML Access(Blast) 및 PCo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세션에서 1시간 후에 연결이 끊깁니다. (2519400)

이 문제는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시스템의 Microsoft 터미널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운영 체제를 기준으로 RDSH 팜에
서 프로비저닝된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최종 사용자가 HTML Access(Blast) 또
는 PCo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기존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세션에 다시 연결하면 1시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자의 세션 연결이 강제로 끊깁니다. 데이터 손실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다시 연결하고 세션이 연결 
해제 시간의 경우와 동일한 상태이더라도 이 동작이 반복되고, 다시 연결된 세션은 1시간 후에 강제로 다시 연
결이 끊깁니다.

이 문제는 HAI(Horizon Agents Installer) 20.1 이상을 사용하여 해결되었습니다. 1976.0 포드를 매니페스
트 1976.1 이상으로 업데이트하면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 마법사가 이 수정 사항이 있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포드가 여전히 1976.0 매니페스트 수준에 있는 경우 이 마법사
를 실행하면 계속해서 해당 문제가 있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그러나 VM을 봉인하면 [이미지] 

페이지에 파란색 점이 표시되어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수정 사항이 있는 수준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298 이전 매니페스트 버전의 포드: 클라이언트에서 프로토콜을 전환할 때 로그아웃 및 다시 연결 대신 연결 옵션
을 선택하면 클라이언트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528014)

이 문제는 매니페스트 2298 이상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포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프로토콜
을 사용하여 RDSH 팜에 대한 세션을 설정한 후 클라이언트에서 프로토콜을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의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해당 세션의 연결을 해제하고, 클라이언트 메뉴
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토콜로 전환하고, 동일한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 데스크톱이 서버에서 열려 있지만 다른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대화 상자를 표시하고 연결
하거나 또는 로그아웃한 후 다시 연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표시합니다. [연결] 버튼을 선택하면 이 대화
상자가 한 번 더 표시되고, [연결]을 다시 선택하면 클라이언트가 응답하지 않게 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에이전트가 18.2.2 이전 버전인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경우 업데이트 프로세스
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2200962).

매니페스트 수준이 965 이전인 노드에서 생성한 이미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미지에 에이전트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완료를 차단하는 RunOnce 레지스트리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
결 방법: 에이전트 업데이트 마법사의 명령줄 탭에서 다음 명령줄 인수를 추가하여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VDM_SUPPRESS_RUNONCE_CHEC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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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Horizon 테넌트 개념 - 클라우드 서비스, 제어부, Horizon Universal 
Console 및 클라우드 연결 포드 2
이 문서에서는 Horizon 제어부 및 Horizon Cloud Service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합
니다. 전체 테넌트 환경은 VMware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어부 및 온 프레미스, VMware SDDC 또는 공용 클
라우드 환경에 배포되고 제어부에 연결된 포드로 구성됩니다. 단일 클라우드 기반 Horizon Universal Console

에서 포드의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포드 그룹 전체에서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배포,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Horizon 제어부
Horizon 제어부

하이브리드 및 다중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공용 클라우드온-프레미스

범용
브로커링

이미지
관리

수명 주기
관리

모니터링애플리케이션
관리

애플리 
케이션

VMware는 클라우드에 제어부를 호스팅합니다. 각 제어부 서비스는 Horizon 환경과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
이션의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Horizon 구독 라이센스를 등록하면 VMware는 이 제어부에 테넌트 환경을 생성하
고 해당 라이센스의 조건에 따라 구성합니다.

VMware는 Software-as-a-Service 환경을 개선하고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일을 담
당합니다. Horizon Cloud는 다중 테넌트 환경으로, 여러 개의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각 지역 제어부 
인스턴스는 VMware Horizon 서비스 설명 및 서비스 수준 계약 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는 서비스 설명 문서에 
설명된 대로 호스팅하는 지리적 데이터 센터에 해당합니다. 테넌트 계정은 생성될 때 특정 지역 인스턴스에 연결됩
니다.

제어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영역의 Horizon 제어부 서비스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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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Universal Console

또한 제어부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혹은 간단히 콘솔이라는 일반 클라우드 및 웹 기반 관리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호스팅합니다. 이 콘솔은 업계 표준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관리 콘솔은 IT 관리자에게 사용자 할당과 
가상 데스크톱, 원격 데스크톱 세션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관리 및 운영 작업에 대한 단일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 콘솔은 테넌트의 현재 상태를 동적으로 반영하며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이 극대화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포드 그룹에 4개의 포드가 있는 테넌트에 대한 콘솔의 [용량] 페이지, [포드] 탭을 보여 줍니다.

클라우드 연결 포드
Horizon 배포에서 포드는 기본적으로 개념적 엔티티입니다. 포드는 공용 클라우드, VMware SDDC 또는 온-프
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같이 지원되는 환경에 배포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포드의 상호 
관련 구성 요소는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고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사용 권한
이 부여된 가상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라우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구성하는 특정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컬렉션은 포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배포 유형에 따
라 다릅니다. 현재 서비스 릴리스는 테넌트에서 다음 포드 구성을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Horizon 포드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성 요소는 
VMware가 이러한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아키텍처(예: 온-프레미스, 복합 SDDC 아키텍처 또는 페
더레이션된 아키텍처)에 따라 배포됩니다. 이러한 배포에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든 VMware SDDC가 포
함됩니다. 이 포드 구성의 이름은 기본 소프트웨어가 Horizon Connection Server이므로 Horizon 포드로 
지정됩니다. 개요는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포드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및 Microsoft Azure Virtual Desktop에서 사용하기 위해 Horizon Cloud 포
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드 구성 요소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여 배포됩니다. 이 마법사는 Microsoft Azure 구독에 대한 포드 배포를 자동화합니다. 개요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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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테넌트 환경
테넌트 환경은 클라우드 연결 포드 없이 새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필수 단계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으로 포드를 온
보딩하는 것입니다. 이 포드는 테넌트의 첫 번째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관리자가 처음으로 계정에 로그인할 때 새로운 최신 Horizon Cloud 환경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비어 있는 새 화면은 서비스에 온보딩할 수 있는 포드 유형(Microsoft Azure의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포드)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의 포드가 온보딩되고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왼쪽 탐색 영역에 있는 다른 모든 UI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포드 그룹에 첫 번째 포드를 추가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알아보려면 포드 유형(Horizon 포드 또는 Horizon 

Cloud 포드)에 해당하는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포드 -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n Horizon Cloud 포드 -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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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서비스 릴리스부터 시작된 새 포드 배포에 대한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3

이 체크리스트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필요한 요소를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공됩니
다. 이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포드 배포자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1일차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대상
이 체크리스트는 주로 서비스 릴리스 날짜(2023년 4월 27일) 이전에 테넌트 환경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가 없었던 Horizon Cloud 고객 계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테넌트를 정리된 환경 또는 
그린필드 환경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집합은 주로 운영 배포를 위한 것입니다. 평가판 및 대부분의 개념 증명 배포는 일반적으로 간소화
된 개념 증명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포드 배포 시작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위 집합
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새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아래에 나열된 일부 섹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은 배포가 완료되고 실행될 때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선택한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택 사항으로 나
열됩니다.

예를 들어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선택하지 않고 [새 포드] 마법사를 실행하고 나중에 게이트웨이 구
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Unified Access Gateway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포드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합
니다.

포드가 배포된 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제어부 테넌트 계정
n Microsoft Azure 구독 항목
n 네트워킹
n 포트 및 프로토콜
n 선택적 Unified Access Gateway 항목

n Active Directory

n 선택적 Unified Access Gateway(배포 후 추가됨)

n Universal Broker

n DNS 레코드
n 골든 이미지, 데스크톱, 팜 용량
n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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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주요 고려 사항
평가판 또는 개념 증명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수행하는 경우 배포에 사용할 Microsoft 

Azure 구독의 소유자이거나 구독을 소유하는 조직을 대신하여 개념 증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독 소유자는 포드 구독에 적용되는 Microsoft Azure 정책이 포드 구성 요소의 생성을 차단, 거부 또는 제한하
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이유는 포드 배포 프로세스 중에 포드 배포자는 API 호출을 사용하여 [새 포드] 마법사에 
지정된 구독 내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독에 포드 구성 요소의 생성을 차단, 거부 또는 제한하
는 Microsoft Azure 정책이 적용된 경우 배포가 실패하고 VMware 지원 서비스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포드 배포자는 포드 구독에 적용되는 어떤 Microsoft Azure 정책도 Azure 스토리지 계정의 구성 
요소 생성을 차단, 거부 또는 제한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새 포드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구독 소유자에게 Microsoft Azure 정책 기본 제공 정책 정의가 포드 구성 요소
의 생성을 차단, 거부 또는 제한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 제어부 요구 사항
☐ Horizon Cloud 제어부에 로그인하도록 VMware에서 구성된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이 계정과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 간 관계에 대한 개요를 보려면 Horizon 서비스 배포 및 포드 온보딩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Microsoft Azure 구독 요구 사항
☐ 지원되는 Microsoft Azure 환경(Azure 상업용, Azure 중국 또는 Azure Government)의 유효한 Microsoft Azure 구

독. 자체 구독을 사용하여 별도의 VNet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배포하는 경우 동일한 Microsoft Azure 환경
에 유효한 추가 Microsoft Azure 구독을 획득합니다.

참고   Horizon Cloud는 대다수의 Microsoft Azure 지역을 지원합니다. 현재 지원되지 않는 Microsoft Azure 지역 목록
은 VMware 기술 자료 문서,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가 있는 Microsoft Azure 지역(77121)을 참
조하십시오.

☐ 해당 Microsoft Azure 구독의 유효한 Microsoft Azure 관리 권한으로,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고 Microsoft 

Azure로 Horizon Cloud 포드 배포 준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 포드 구독에 생성된 Horizon Cloud 앱 등록 및 클라이언트 암호 키. 포드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사용자 또는 조직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포드의 구독과는 별개인 구독에 배포하는 경우 해당 게이
트웨이 구독에는 Horizon Cloud 앱 등록 및 클라이언트 비밀 키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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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을 생성하면 표준 Microsoft Azure 동작을 통해 서비스 주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서비스 주체에게 Horizon Cloud가 포드 구독에서 API 호출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역할을 할당합니다.

일반적으로 Contributor 역할은 포드의 구독 수준에서 할당됩니다.

또는 이 역할은 포드 구독 수준에서 할당된 사용자 지정 역할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독에서 기존 리소스 그룹에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배포하는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 구독의 서비스 주체에 사용자 
지정 역할 또는 Contributor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사용자 지정 역할이 있어야 하는 작
업을 설명하는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역할은 Horizon Cloud 앱 등록의 서비스 주체에 직접 할당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 주체에 대한 역할의 그룹 기반 할
당 사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각 Microsoft Azure 구독에 등록된 필수 리소스 제공자 리소스 제공자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 배포 마법사에서 지정할 구독에 식별된 구독 ID, 디렉토리 ID, 앱 ID 및 키.

☐ 구독은 Azure StorageV2 계정 유형의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구독의 Microsoft Azure 정책이 Azure StorageV2 계
정 유형을 요구하는 컨텐츠의 생성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지 않는 한, 구독은 태그가 없는 리소스 그룹의 생성을 허용해야 합니
다. 포드 배포 프로세스는 마법사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지 않는 한, 포드 구독에 태그 없이 리소스 그룹을 생
성합니다.

배포 마법사의 사용자 지정 리소스 태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Microsoft Azure 정책에 따라 대상 구독에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포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법사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 태그를 지
정하지 않으며 Microsoft Azure 구독에 특정 유형의 리소스 태그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포드를 해당 구독에 배포하려고 하
면 포드 배포가 실패하고 포드를 업데이트하거나 포드에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할 때 이 작업이 실패합니다. 배포자 생성 리
소스 그룹의 이름은 포드 배포자가 생성하는 리소스 그룹을 참조하십시오.

☐ 선택 사항입니다. 조직에서 포드 구독과는 별도의 VNet 및 구독에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에 대해 조직에서 명명
한 미리 생성된 특정 리소스 그룹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조직에는 조직에서 명명한 미리 생성된 특정 리소스 그룹을 
사용해야 하며, 이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고유한 명명된 리소스 그룹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해
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포드 배포자는 자체 이름 지정 규칙을 사용하여 리소스 그룹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포드 배포자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구독에 해당 리소스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포드 배포자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해당 리소스 그룹에 배포하고, 구성을 관리하고, 표준 포드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 
Unified Access Gateway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필요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역할에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
용하려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 용량 요구 사항
다음 표가 Microsoft Azure 용량을 나타내는 경우 수동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시된 용량을 구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한, 포드 배포자는 설명된 VM을 자동으로 인스턴스화합니다.

VM 제품군을 포함하는 용량의 경우 Microsoft Azure Portal에서는 "할당량" 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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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구독에 배포할 코어 Horizon Cloud 포드 아티팩트에 대한 Microsoft Azure 용량. (선택적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과 예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필요한 용량은 이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포드
n 포드 관리자 - Standard_D4_v3 2개(해당 지역에 Standard_D4_v3가 없는 경우 Standard_D3_v2 2개)

n Microsoft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비스 - 5세대, 메모리 최적화, vCore 2개, 10GB 스토리지
n 포드를 사용할 준비가 되면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의 용량은 가져온 VM, 골든 이미지, 가상 데스크톱, RDSH 팜 및 

해당 포드에서 생성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캡처 VM을 수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Horizon Cloud 골든 이미지, 

데스크톱 및 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n 테넌트 계정이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포드를 배포한 후에 포드에서 해당 기능을 사
용하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Horizon Edge 가상 장치 배포 시점에도 사용자 용량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아래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요구 사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n 지원 요청을 열고 VMware 지원에서 해당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지원 관련 Jumpbox VM을 일시적으로 배포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시점에 Standard_F2 모델 VM의 배포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 선택 사항입니다. 포드에 Unified Access Gateway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때 필요한 용량입니다.

참고   A4_v2 VM 모델은 포드에 활성된 세션이 1,00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PoC(개념 증명), 파일럿 또는 소규
모 환경에만 적당합니다.

포드의 동일한 VNet에 있는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Standard_A4_v2 2개 또는 Standard_F8s_v2 2개
자체 VNet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n 외부 게이트웨이 커넥터 - Standard_A1_v2 1개
n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 Standard_A4_v2 2개 또는 Standard_F8s_v2 2개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Standard_A4_v2 2개 또는 Standard_F8s_v2 2개
구독 지역이 Standard_F8s_v2 VM 크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포드 배포자 마법사는 [게이트웨이 지정] 마법사 단계의 선택
기에 해당 옵션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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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요구 사항
☐ 필요한 서브넷을 포함하기 위해 해당 주소 공간을 사용하여 대상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생성한 Microsoft Azure 

Vnet(Virtual Network).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고유한 VNet에 배포하는 경우, 필요한 서브넷을 포함하기 위
한 해당 주소 공간이 있는 포드 VNet과 동일한 Microsoft Azure 지역에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VNet을 생성하
고 두 VNet을 피어링합니다.

☐ 서브넷용으로 예약되었으며, CIDR 형식으로 이루어진 포드 VNet의 겹치지 않는 3개의 주소 범위.

n 관리 서브넷 — 최소 /27

n VM 서브넷 - 기본(테넌트) — 데스크톱 및 RDS 서버 수 기준, 최소 /27, /24-/22 권장
n DMZ 서브넷 — 포드 VNet에 Unified Access Gateway가 배포된 경우 최소 /28(선택 사항)

서브넷은 VNet에서 수동으로 생성하거나 배포 동안 Horizon Cloud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생성된 서브넷을 사
용하는 경우 다른 리소스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팁   포드를 배포한 후 포드를 편집하여 팜 및 데스크톱 할당의 VM에 사용할 테넌트 서브넷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테넌
트 서브넷은 포드를 배포한 동일한 VNet 또는 피어링된 VNet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중 테넌트 서브넷 사용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인 고유한 VNet에 배포하는 경우 서브넷용으로 예약되었으며, 

CIDR 형식으로 이루어진 Unified Access Gateway VNet의 겹치지 않는 3개의 주소 범위
n 관리 서브넷 — 최소 /27

n 백엔드 서브넷 — 데스크톱 및 RDS 서버 수 기준, 최소 /27, /24-/22 권장
n DMZ(프런트엔드) 서브넷 - 최소 /28

서브넷은 VNet에서 수동으로 생성하거나 배포 동안 Horizon Cloud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생성된 서브넷을 사
용하는 경우 다른 리소스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용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브넷이 수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사용 사
례에서 백엔드 서브넷의 용도는 앞의 표 행에 설명된 VM 서브넷(기본)의 용도와 비슷합니다.

☐ NTP 서버 또는 Horizon Cloud 포드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사용 가능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서버
☐ 내부 시스템 이름과 외부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DNS 서버를 가리키는 VNet(가상 네트워크) DNS 서버를 구성

합니다.

☐ 포드 및 게이트웨이 배포에 사용하는 VNet의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는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특정 DNS 이
름을 확인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배포 및 진행 중인 작업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DNS 이름 및 포트 목록은 1세대 테넌
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및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선택 사항입니다. Horizon Cloud 환경의 배포 및 진행 중인 작업 중 사용되는 VNet의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에 필요한 
프록시 서버 정보

☐ 선택 사항입니다. VNet과 온-프레미스 회사 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킹을 원할 때 Microsoft Azure VPN/ExpressRoute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 Horizon Cloud 환경의 포드 온보딩 및 진행 중인 작업에는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 포

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78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8A2AC51A-CCA2-4FBA-8A5F-A3B20CBCA36A.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8A2AC51A-CCA2-4FBA-8A5F-A3B20CBCA36A.html


Unified Access Gateway 요구 사항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선택하지 않고 [새 포드] 마법사를 실행하고 나중에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Unified Access Gateway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에 따라 외
부 Unified Access Gateway는 외부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가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
도록 하고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는 내부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는 HTML 

Access(Blast) 연결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인터넷에서 최종 사용자 연결을 지원하고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
이션을 실행하려면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 포드 마법사에서 Unified Access Gateway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마법사는 아래의 특정 항목을 지정합니다.

☐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한 FQDN입니다.

☐ FQDN과 일치하는 PEM 형식의 Unified Access Gateway용 인증서
참고   이 용도로 제공하는 인증서가 특정 DNS 이름을 참조하는 CRL(인증서 해지 목록) 또는 OCSP(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
로토콜)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DNS 이름에 대한 VNet의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를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
다. Unified Access Gateway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제공된 인증서를 구성하는 동안 Unified Access Gateway 소프트웨
어는 해당 DNS 이름에 연결하여 인증서의 해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해당 DNS 이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 단계 동
안 포드 배포가 실패합니다. 이러한 이름은 인증서를 가져오는 데 사용한 CA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VMware에서 제어되지 
않습니다.

☐ 최종 사용자가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선택 사항입니다. 이 경우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인증 시스템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하여 2단계 인증에 대해 Unified Access Gateway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 해당 인증 서버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DNS 주소
n 해당 인증 서버의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는 Unified Access Gateway의 경로
참고   포드를 배포한 후 Universal Broker 설정에서 2단계 인증을 구성한 경우 내부 최종 사용자가 2단계 인증을 건너뛰도
록 하려면 일부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있는 경우 해당 구성은 이러한 내부 
최종 사용자를 위해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포드가 배포되고 Universal Broker가 
구성된 후 Universal Broker가 내부 최종 사용자에 대한 2단계 인증 단계를 건너뛰도록 하려면 내부 최종 사용자 트래픽에 
해당하는 송신 NAT 주소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이러한 범위를 사용하면 Universal Broker가 2단계 인증을 건너뛰기 위해 
외부 최종 사용자와는 구분되는 내부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트래픽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항목 
Universal Broker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범위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포드 배포 워크플로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앞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 후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첫 번째 포드 배포 - 개략적인 워크플로의 포드 배포 4단계까지 진행하여 포드를 배포합니다.

그런 다음, 포드가 성공적으로 배포되면 다음 섹션에 설명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상위 수준 워크플로에서 
나머지 주요 단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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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요구 사항
콘솔의 Active Directory 등록 워크플로는 다음 항목을 요구합니다. 해당 워크플로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Horizon Cloud 환경에서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 지원되는 다음 Active Directory 구성 중 하나:

n VPN/Express 경로를 통해 연결된 온 프레미스 Active Directory 서버
n Microsoft Azure에 있는 Active Directory 서버
n Microsoft Azure 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

☐ 지원되는 Microsoft Windows AD DS(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 도메인 기능 수준:

n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n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n Microsoft Windows Server 2016

☐ 이러한 포드를 배포할 때 동일한 Horizon Cloud 고객 계정의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는 동일한 Active Directory 도메
인 집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첫 번째 포드 후 Microsoft Azure에 배포하는 추가 포드뿐만 아니라,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동일한 고객 계정에 클라우드로 연결된 Horizon 포드에도 적용됩니다.

☐ 도메인 바인딩 계정
sAMAccountName 특성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바인딩 계정(읽기 권한이 있는 표준 사용자). 

sAMAccountName 특성은 20자 이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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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Horizon Cloud 환경에 로그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보장하도록 계정 암호를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n VMware Horizon 온 프레미스 제공에 익숙한 경우 위 사용 권한은 Horizon 온 프레미스 제공의 보조 자격 증명 계
정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사용 권한 집합입니다.

n 일반적으로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배포에서 인증된 사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
는 즉시 사용 가능한 기본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AD 관리자가 일반 사용
자에 대해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을 잠그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AD 관리자가 Horizon Cloud에 사용할 도
메인 바인딩 계정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 표준 기본값을 보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참조: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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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
기본 도메인 바인딩 계정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UI는 두 필드 모두에서 동일한 계정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sAMAccountName 특성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바인딩 계정(읽기 권한이 있는 표준 사용자). 

sAMAccountName 특성은 20자 이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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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Horizon Cloud 환경에 로그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보장하도록 계정 암호를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n VMware Horizon 온 프레미스 제공에 익숙한 경우 위 사용 권한은 Horizon 온 프레미스 제공의 보조 자격 증명 계
정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사용 권한 집합입니다.

n 일반적으로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배포에서 인증된 사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
는 즉시 사용 가능한 기본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AD 관리자가 일반 사용
자에 대해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을 잠그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AD 관리자가 Horizon Cloud에 사용할 도
메인 바인딩 계정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 표준 기본값을 보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참조: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
☐ 도메인 가입 계정

시스템에서 Sysprep 작업을 수행하고 가상 컴퓨터를 도메인에 가입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가입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시적 용도로 생성하는 새 계정입니다. (도메인 가입 사용자 계정)

계정에 sAMAccountName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sAMAccountName 특성은 20자 이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계정의 사용자 이름에 공백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Horizon Cloud에서 Sysprep 작업을 수행하고 가상 컴퓨터를 도메인에 가입시키도록 계속 지원하려면 계정 암호
를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계정에는 컴퓨터 OU 또는 콘솔의 도메인 가입 UI에 입력할 OU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Active Directory 권한이 필
요합니다.

n 모든 속성 읽기 - 이 개체만 해당
n 컴퓨터 개체 생성 -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n 컴퓨터 개체 삭제 -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n 모든 속성 쓰기 - 하위 컴퓨터 개체
n 암호 재설정 - 하위 컴퓨터 개체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하려는 대상 OU(조직 구성 단위)와 관련하여 이 계정에는 해당 대상 OU(조직 구성 단
위)의 모든 하위 개체에 대한 [모든 속성 쓰기]라는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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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가입 계정에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할당한 경우, 새로 생성된 OU에서 Active Directory가 명시적으로 
할당된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재정의를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삭제 방지 플래그를 지우면 Active 

Directory가 모든 하위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적용한 Deny를 자동으로 지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 추가된 OU의 경우에
는 Horizon Cloud 콘솔에서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하기 전에 OU 및 모든 하위 OU에서 모든 하위 개체 삭제를 위한 Deny 
사용 권한 집합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지워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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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
시스템에서 Sysprep 작업을 수행하고 가상 컴퓨터를 도메인에 가입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가입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시적 용도로 생성하는 새 계정입니다. (도메인 가입 사용자 계정)

계정에 sAMAccountName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sAMAccountName 특성은 20자 이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계정의 사용자 이름에 공백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Horizon Cloud에서 Sysprep 작업을 수행하고 가상 컴퓨터를 도메인에 가입시키도록 계속 지원하려면 계정 암호
를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계정에는 컴퓨터 OU 또는 콘솔의 도메인 가입 UI에 입력할 OU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Active Directory 권한이 필
요합니다.

n 모든 속성 읽기 - 이 개체만 해당
n 컴퓨터 개체 생성 -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n 컴퓨터 개체 삭제 - 이 개체 및 모든 하위 개체
n 모든 속성 쓰기 - 하위 컴퓨터 개체
n 암호 재설정 - 하위 컴퓨터 개체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하려는 대상 OU(조직 구성 단위)와 관련하여 이 계정에는 해당 대상 OU(조직 구성 단
위)의 모든 하위 개체에 대한 [모든 속성 쓰기]라는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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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가입 계정에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할당한 경우, 새로 생성된 OU에서 Active Directory가 명시적으로 
할당된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재정의를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삭제 방지 플래그를 지우면 Active 

Directory가 모든 하위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적용한 Deny를 자동으로 지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 추가된 OU의 경우에
는 Horizon Cloud 콘솔에서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하기 전에 OU 및 모든 하위 OU에서 모든 하위 개체 삭제를 위한 Deny 
사용 권한 집합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지워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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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Directory 그룹
n Horizon Cloud 관리자 — Horizon Cloud 관리자용 Active Directory 보안 그룹. Horizon Cloud 관리 사용자를 포

함합니다. 이 그룹에는 Horizon Cloud에서 슈퍼 관리자 역할이 부여됩니다.

n Horizon Cloud 사용자 — Horizon Cloud에서 가상 데스크톱과 RDS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보안 그룹

Horizon Cloud는 관리자 로그인 및 최종 사용자 권한 모두에 대해 Active Directory 보안 그룹 사용을 지원합니다. 중첩된 
그룹은 지원됩니다. 그룹 멤버 자격은 tokenGroups 계산 특성 요청을 통해 평가되고, Horizon Cloud에 중첩 깊이 제한은 
없지만 Active Directory에 설정된 항목을 지원합니다.

Active Directory 그룹과 Horizon Cloud 및 Universal Broker와 Workspace ONE Access Cloud의 조합에 따른 추
가 고려 사항 또는 제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니요입니다.

테넌트 환경에 매니페스트 1600.0 이전의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 및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은 Horizon Cloud 관리자 그룹 또는 Horizon Cloud에서 슈퍼 관리자 역할이 부
여된 Active Directory 그룹에도 있어야 합니다.

☐ 가상 데스크톱 및 RDS 세션 기반 데스크톱 또는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ctive Directory OU(조직 구성 단위) 또는 
단위(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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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가입 계정에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할당한 경우, 새로 생성된 OU에서 Active Directory가 명시적으로 
할당된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재정의를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삭제 방지 플래그를 지우면 Active 

Directory가 모든 하위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적용한 Deny를 자동으로 지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 추가된 OU의 경우에
는 Horizon Cloud 콘솔에서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하기 전에 OU 및 모든 하위 OU에서 모든 하위 개체 삭제를 위한 Deny 
사용 권한 집합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지워야 할 수 있습니다.

LDAPS용으로 구성된 Active Directory 사용하려는 경우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LDAPS 지원 기능의 사
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DAPS용으로 구성된 Active Directory 환경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Broker 구성
Universal Broker의 경우 다음 표에서 원하는 옵션에 해당하는 항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포드에 사용하는 VNet의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는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특정 DNS 이름을 확인하고 연결해
야 합니다. 이 과정은 Universal Broker 구성 및 진행 중인 작업에 필요합니다. DNS 이름 및 포트 목록은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및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
로토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제공하려는 최종 사용자 연결 유형에 따라 다음을 수행합니다.

n 인터넷에서 최종 사용자 연결을 수행하고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n 모든 최종 사용자 연결이 항상 내부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경우 Universal Broker가 해당 내부 최종 사용자 연결에 2

단계 인증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포드에 Unified Access Gateway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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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사항입니다. Universal Broker에서 2단계 인증을 적용하려면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를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인증 시스템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하여 2단계 인증용으로 구성해
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인증 서버와 통신하는 Unified Access Gateway로 인증 요청을 전달한 다음, 응답을 다시 Universal 

Broker로 전달합니다.

해당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는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n 인증 서버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DNS 주소
n 인증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기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경로

☐ 선택 사항: 최종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지정 FQDN 및 해당 FQDN을 기준으
로 하는 인증서 VMware 제공 브로커링 FQDN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 지정 FQD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NS 레코드 요구 사항
포드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 배포되면, 비즈니스 상황 및 활용하려는 기능에 따라, DNS 서버에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포드 관련 IP 주소에 매핑하는 레코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NS 레코드 
매핑에 대한 배경 정보는 Microsoft Cloud Services 설명서 페이지 Azure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동일한 FQDN을 갖는 외부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으로 포드를 배포한 경우 포드 배포 후에,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DNS 쿼리 원본 네트워크에 따라 게이트웨이 주소를 외부 게이트웨이 또는 내부 게이트웨이로 확인
하도록 분할 DNS(분할 도메인 이름 시스템)를 구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FQDN을 사용하여 테넌트의 Universal Broker를 구성하는 경우
☐ 사용자 지정 FQDN을 Universal Broker 구성의 VMware 제공 브로커링 FQDN으로 매핑하는 공용 DNS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Universal Broker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있는 경우
☐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FQDN과 일치하는 외부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위한 공용 DNS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해당 

DNS 레코드는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Microsoft Azure 외부 로드 밸런서의 FQDN을 가
리킵니다.

DNS 레코드 매핑에 대한 배경 정보는 Microsoft 설명서 페이지 Azure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이름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포드에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있는 경우
☐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FQDN과 일치하는 내부 최종 사용자 액세스를 위한 내부 DNS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해당 

DNS 레코드는 포드의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Microsoft Azure 내부 로드 밸런서에 대한 FQDN

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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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골든 이미지, 데스크톱 및 팜
배포된 포드에서 프로비저닝할 골든 이미지, VDI 데스크톱 및 RDS 팜의 유형에 따라, Microsoft Azure 구독에
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계정이 App Volumes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콘솔의 캡처 작업을 사용하여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경우 시스템은 해당 캡처 워크플로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개의 데스크톱 VM에 
대한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용량은 캡처 워크플로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데스크톱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캡처가 끝나면 해당 데스크톱 할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스트 운영 체제 Windows 10 및 Windows 11과 관련하여 Microsoft Azure VM 모델 Generation 1 

VM, Generation 2 VM 사용에 대한 다음 지원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Azure VM 모델 Windows 10 Windows 11

Generation 1 VM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
Generation 2 VM 지원되지 않음 지원됨

☐ 골든 이미지의 기본 — 하나 이상의 지원되는 Microsoft Azure VM 구성입니다.

n Standard_DS2_v2

n Standard_NV12s_v3(서비스의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 또는 수동 가져오기, NVIDIA 

GRID 그래픽 드라이버용), Standard_NV8as_v4(수동 가져오기 방법 및 AMD 그래픽 드라이버용)

n Standard_D4s_v3

콘솔의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기본 VM을 생성하는 경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위의 
VM 크기 중 하나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시스템의 기본 선택은 내부 설정 및 특정 운영 체제(OS)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스템은 단일 포드 이미지 및 다중 포드 이미지 모두에 표시된 대로 모델을 사용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가 다음을 생성합니다.

n 비 GPU, 비 Windows 11, Standard_DS2_v2 VM

n Windows 11을 사용하는 비 GPU, Standard_D4s_v3 VM

n GPU 지원, Standard_NV12s_v3 VM

☐ VDI 데스크톱 할당의 데스크톱 VM에 대한 데스크톱 모델 선택 - Horizon Cloud 데스크톱 작업과 호환되지 않는 구성을 제
외하고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Microsoft Azure VM 구성.

VMware 확장 테스트에 따르면 운영 환경에서는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팜의 RDSH VM에 대한 모델 선택 - Horizon Cloud RDS 팜 작업과 호환되지 않는 구성을 제외하고 Microsoft Azure 지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Microsoft Azure VM 구성.

이 요구 사항은 VM이 Horizon Cloud와 함께 사용될 때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을 실행하는 VM에도 적용됩니다. Microsoft Azure Virtual Desktop 설명서의 Microsoft 

Windows Enterprise 다중 세션 FAQ에 설명된 대로 Microsoft Windows Enterprise 다중 세션은 이전에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동시 대화형 세션을 허용하는 RDSH(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유형입니다. RDS 서버에 적용되는 Horizon Cloud 워크플로는 Microsoft Windows Enterprise 다중 세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VMware 확장 테스트에 따르면 운영 환경에서는 최소 2개의 CPU가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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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이미지 관리 서비스) 요구 사항
2021년 7월 릴리스부터 Horizon Cloud 포드가 모두 매니페스트 2632 이상을 실행하고 테넌트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구성한 경우 해당 포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다중 포드 이미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시
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시스템 요구 사항의 Microsoft Azure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포드 이미지를 사용할 때의 포드 구독 및 해당 구독의 Horizon Cloud 앱 등록과 해당 서비스 
주체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한 개요는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다중 포드 이미지의 참여 포드에서 사용하는 구독은 단일 Microsoft AAD(Azure Active Directory) 테넌트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중 포드 이미지의 참여 포드에서 사용하는 Horizon Cloud 앱 등록의 서비스 주체는 다음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
니다.

n 모든 참여 포드 및 구독에서 동일한 서비스 주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n 각 서비스 주체는 참여 포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Microsoft Azure 구독에 대한 읽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포드가 서로 다른 구독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읽기 액세스를 위해서는 각 참여 포드의 구독에서 다른 참여 포드 구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시성은 서비스가 다중 포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Azure Shared Image Gallery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참여 포드의 서비스 주체가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지정 역할에는 Azure Shared Image Gallery의 사용과 관련된 다음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n Microsoft.Compute/galleries/read
n Microsoft.Compute/galleries/write
n Microsoft.Compute/galleries/delete
n Microsoft.Compute/galleries/images/*
n Microsoft.Compute/galleries/images/versions/*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에 대한 라이센싱
항목은 가져온 VM, 골든 이미지, RDSH 지원 팜 VM 및 가상 데스크톱 VM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Horizon Cloud에서 지원하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목록은 VMware 기술 자료 문
서 78170 및 VMware 기술 자료 문서 70965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는 Horizon Cloud 워크플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스트 운영 체제 라이센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사
용하도록 선택한 Windows 기반 데스크톱 VM 및 RDSH VM을 생성하고, 워크플로를 수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권한을 부여하는 유효한 적격 Microsoft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라이센스는 의도한 용도에 따라 다
릅니다.

팁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및 Windows 7 Enterprise용 
Microsoft Azure Virtual Desktop 라이센싱에 대한 내용은 Azure Virtual Desktop 가격 책정 Microsoft 

Azure 설명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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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유형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라이센싱: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Windows 11(단일 세션, VDI 클라이언트 유형)

☐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또는 Microsoft Windows 11 Enterprise 다중 세션에 대한 라이센싱
☐ 다음 유형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라이센싱: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Server 2016, Microsoft 

Server 2019

☐ Microsoft Windows RDS 라이센싱 서버 — 고가용성을 위해 중복 라이센싱 서버 권장
☐ Microsoft RDS 사용자, 디바이스 CAL 또는 둘 모두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요구 사항
Horizon Cloud 테넌트가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선택한 포드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포드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선택하면 시스
템에서 해당 포드가 상주하는 동일한 Microsoft Azure 구독에 가상 장치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인프라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해당 장치를 구성합니다. 이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테넌트를 VMware Cloud Services로 온
보딩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를 VMware Cloud Services로 온보딩 및 Horizon Cloud 환경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포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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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넌트를 VMware Cloud Services로 온보딩합니다.

☐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각 포드에 대해 포드 Microsoft Azure 구독이 이러한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
야 합니다.

n Horizon Edge 가상 장치 — 1 x Standard_D4_v3

참조 아키텍처
참조에 대해서는 아래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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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포드에 외부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모두 있고,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와 동일한 VNet으로 배포하
고, 외부 게이트웨이 VM의 3개 NIC, 내부 게이트웨이 VM의 2개 NIC,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용으로 공
용 IP를 설정한 포드의 Horizon Cloud Pod 아키텍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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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이며 3개의 NICS가 있는 자체 VNet 및 포드 배포자가 생성한 리소스 그룹에 외
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할 때 외부 게이트웨이의 아키텍처 요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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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Horizon Cloud 제어부가 있는 
VMware Horizon 포드 -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 2023년 5월 4일 서비스 릴리스에 맞춰 적절하게 업데이트됨

4
1세대 Horizon Cloud 환경이 있고 해당 환경에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하려는 경우에만 이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중요   Horizon Plus 구독자인 경우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포드를 온보딩하지 마십시오. Horizon Plus 구독자인 
경우 Horizon Plus 구독에서 라이센스가 부여된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Horizon 배포를 차세대 제어부에 온보
딩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컨텐츠는 1세대 제어부에만 해당됩니다.

Horizon Plus 구독자는 차세대 제어부에 온보딩하고 Horizon Edge 배포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Horizon Plus에 대한 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Horizon Universal 구독자인 경우 라이센싱만 사용하기 위해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하려는 경우 해당 포
드를 1세대 제어부 대신 차세대 제어부에 온보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1세대 제어부에만 해당됩니다.

라이센싱만 사용하기 위해 포드를 온보딩하는 경우 모범 사례는 Horizon Cloud - next-gen 배포 및 온보딩에 설
명된 대로 차세대 제어부에 온보딩하는 것입니다.

포드에서 IMS 또는 Universal Broker와 같은 라이센싱을 사용하는 것 외에 추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
려는 경우 해당 포드를 이 1세대 제어부에 온보딩할 수 있습니다.

소개
1세대 Horizon Cloud 제어부에 포드를 온보딩하기 위한 Horizon 포드 구성 요소를 준비하려면 다음 작업을 완료
합니다. 성공적인 온보딩을 완료하려면 다음 섹션에 설명된 대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체크리스트 대상
이 체크리스트는 주로 2022년 10월 20일 서비스 릴리스 날짜 이전에 테넌트 환경으로 온보딩된 포드가 없는 완
전히 새로운 Horizon Cloud 잠재 고객 계정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 나열된 요구 사항의 일부는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위해 Horizon 포드를 성공적으로 온
보딩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부 요구 사항은 포드에서 Horizon Cloud 제어부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
기 위해 초기 온보딩 후에 수행되는 주요 작업에 필요합니다.

참고로 Horizon 포드를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개략적인 워크플로는 Horizon Cloud 제어부로 Horizon 포드 온보
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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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제어부 요구 사항
☐ Horizon Cloud 제어부에 로그인하기 위한 활성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이름 My VMware는 VMware 

Customer Connect의 이전 이름입니다.)

☐ 유효한 Horizon 범용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범용 라이센스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요구 사항
☐ VMware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에 설명된 것처럼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과 Horizon 버전 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

해 Horizon 포드에서는 7.13.0 이전 버전이 실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최신 클라우드 서비
스 및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의 Horizon 포드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새 배포의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2.2.x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버전 
2.2.x 이전 버전은 최신 수정 사항 및 개선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 배포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최신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능을 사용하고 최신 보안 수정 사항을 적용하려면 최신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을 실행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배포 절차에서는 다음을 사용합니다.

n 고정 IP

n DNS 정방향 및 역방향 조회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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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리소스 요구 사항. 리소스 요구 사항은 배포된 Horizon 포드 아키텍처(일체
형 SDDC 또는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목록에는 새로 배포되는 각 설계 별로 지원되는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일체형 SDDC 아키텍처
일체형 SDDC 아키텍처에서 OVA 형식은 VMware SDDC 내에 배포됩니다.

버전 2.2.x

n 기본 노드: vCPU 4개, 8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n 각 추가 작업자 노드: vCPU 4개, 8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버전 2.3.x

n 기본 노드: vCPU 4개, 8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n 각 추가 작업자 노드: vCPU 4개, 8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버전 2.4.x

n 기본 노드: vCPU 4개, 8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n 각 추가 작업자 노드: vCPU 4개, 8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에서는 장치의 클라우드 기본 형식이 특정 클라우드 기본 인프라 내에 배포됩니다. 이러한 목록은 
현재 지원되는 클라우드 기본 형식이며 파일 다운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식은 
특정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따라 다릅니다.

장치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기본 시스템 인스턴스는 다음 리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버전 2.2.x

이러한 배포의 경우 기본 노드 사용만 지원됩니다.

n AVS(Azure VMware Solution) - vCPU 8개, 32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Azure Cloud 인스턴
스 Standard_D8_v3는 최소 8개의 vCPU를 제공하는 지원 검증 인스턴스입니다.

n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 - vCPU 8개, 32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Google 

Cloud 인스턴스 n2-standard-8는 최소 8개의 vCPU를 제공하는 지원 검증 인스턴스입니다.

n VMware Cloud on AWS - vCPU 8개, 16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Amazon 인스턴스 
c5.2xlarge는 최소 8개의 vCPU를 제공하는 지원 검증 인스턴스입니다.

버전 2.3.x

이러한 배포의 경우 기본 노드 사용만 지원됩니다.

n AVS(Azure VMware Solution) - vCPU 8개, 32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Azure Cloud 인스턴
스 Standard_D8_v3는 최소 8개의 vCPU를 제공하는 지원 검증 인스턴스입니다.

n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 - vCPU 8개, 32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Google 

Cloud 인스턴스 n2-standard-8는 최소 8개의 vCPU를 제공하는 지원 검증 인스턴스입니다.

n VMware Cloud on AWS - vCPU 8개, 16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Amazon 인스턴스 
c5.2xlarge는 최소 8개의 vCPU를 제공하는 지원 검증 인스턴스입니다.

버전 2.4.x

이러한 배포의 경우 기본 노드 사용만 지원됩니다.

n AVS(Azure VMware Solution) - vCPU 8개, 32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Azure Cloud 인스턴
스 Standard_D8_v3는 최소 8개의 vCPU를 제공하는 지원 검증 인스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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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 - vCPU 8개, 32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Google 

Cloud 인스턴스 n2-standard-8는 최소 8개의 vCPU를 제공하는 지원 검증 인스턴스입니다.

n VMware Cloud on AWS - vCPU 8개, 16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Amazon 인스턴스 
c5.2xlarge는 최소 8개의 vCPU를 제공하는 지원 검증 인스턴스입니다.

☐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드의 연결 서버와 연결할 때 포드-온보딩 프로세스에서 꼭 필요한 Active Directory 사용
자입니다. 이 Active Directory 사용자는 전역 관리자 보기 > 역할 사용 권한 > 관리자의 포드 Horizon Console에 표시된 
것처럼 root 액세스 그룹에서 포드의 관리자 역할이 미리 정의되어야 합니다. 즉, 포드 소프트웨어 버전에 적용되는 VMware 

Horizon 7 또는 VMware Horizon 8 설명서의 "Horizon 관리" 가이드 또는 "Horizon Console 관리" 가이드에 설명된 것
처럼 포드-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해 지정된 Active Directory 사용자는 해당 포드에 대한 슈퍼 사용자입니다.

Active Directory 요구 사항
☐ 지원되는 Microsoft Windows AD DS(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 도메인 기능 수준:

n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n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n Microsoft Windows Server 2016

☐ 이러한 포드를 클라우드 제어부에 온보딩하려면 동일한 Horizon Cloud 테넌트의 모든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동일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집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표시 요구 사항은 첫 번째 포드 그룹 이후에 포드 그룹에 온보딩한 추가 
Horizon 포드뿐만 아니라 동일한 클라우드 테넌트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Horizon Cloud 포드에도 적용
됩니다.

☐ 도메인 바인딩 계정.

n sAMAccountName 특성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바인딩 계정(읽기 권한이 있는 표준 사용자). 

sAMAccountName 특성은 20자 이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n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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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VMware Horizon 온 프레미스 제공에 익숙한 경우 위 사용 권한은 이 Horizon 온 프레미스 설명서 항목에 설명된 것과 
같이 해당하는 온 프레미스 제공의 보조 자격 증명 계정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사용 권한 집합입니다.

n 일반적으로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배포에서 인증된 사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즉
시 사용 가능한 기본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AD 관리자가 일반 사용자에 대해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을 잠그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AD 관리자가 Horizon Cloud에 사용할 도메인 바인딩 계
정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 표준 기본값을 보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Horizon Cloud 환경에 로그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보장하도록 계정 암호를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해야 합니
다.

추가 세부 정보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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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도메인 바인딩 계정 — 위와 동일한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음
n sAMAccountName 특성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바인딩 계정(읽기 권한이 있는 표준 사용자). 

sAMAccountName 특성은 20자 이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n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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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VMware Horizon 온 프레미스 제공에 익숙한 경우 위 사용 권한은 이 Horizon 온 프레미스 설명서 항목에 설명된 것과 
같이 해당하는 온 프레미스 제공의 보조 자격 증명 계정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사용 권한 집합입니다.

n 일반적으로 도메인 바인딩 계정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배포에서 인증된 사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즉
시 사용 가능한 기본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AD 관리자가 일반 사용자에 대해 
읽기 액세스 관련 사용 권한을 잠그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AD 관리자가 Horizon Cloud에 사용할 도메인 바인딩 계
정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 표준 기본값을 보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Horizon Cloud 환경에 로그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보장하도록 계정 암호를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해야 합니
다.

추가 세부 정보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 도메인 가입 계정
n 시스템에서 Sysprep 작업을 수행하고 컴퓨터를 도메인에 가입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가입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새 계정(도메인 가입 사용자 계정)입니다.

n 계정 암호를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n 이 계정에는 컨텐츠 나열, 모든 속성 읽기, 사용 권한 읽기, 암호 재설정, 컴퓨터 개체 생성, 컴퓨터 개체 삭제 등의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n 이 계정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생성하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할 대상 OU(조직 구성 
단위)의 OU 하위 개체에 대한 모든 속성 쓰기라는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도 필요합니다.

n 추가 세부 정보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n 도메인 가입 계정의 로그온 이름에 공백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도메인 가입 계정의 로그온 이름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시스템 작업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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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도메인 가입 계정에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할당한 경우, 새로 생성된 OU에서 Active Directory

가 명시적으로 할당된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재정의를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삭제 방지 플래그를 지
우면 Active Directory가 모든 하위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적용한 Deny를 자동으로 지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 추
가된 OU의 경우에는 Horizon Cloud 콘솔에서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하기 전에 OU 및 모든 하위 OU에서 모든 하위 
개체 삭제를 위한 Deny 사용 권한 집합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지워야 할 수 있습니다.

n 매니페스트 1600.0 이전에는 이 계정에 시스템의 슈퍼 관리자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테넌트 환경에 매니페스트 1600.0

보다 오래된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은 설명된 
Horizon Cloud 관리자 그룹에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는 Microsoft Azure에 있는 모든 테넌트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이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테넌트에 1600.0보다 오래된 매니페스트의 기존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
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94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7/7.12/horizon-administration/GUID-DDE5B2E2-E38C-4F27-9415-B2702810B1E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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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0B52F6-CD79-447B-B1C6-6ED2AF71BBA7.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5F0B52F6-CD79-447B-B1C6-6ED2AF71BBA7.html


☐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선택 사항, 위와 동일한 계정을 사용할 수 없음)

n 시스템에서 Sysprep 작업을 수행하고 컴퓨터를 도메인에 가입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 
가입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새 계정(도메인 가입 사용자 계정)입니다.

n 계정 암호를 만료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n 이 계정에는 컨텐츠 나열, 모든 속성 읽기, 사용 권한 읽기, 암호 재설정, 컴퓨터 개체 생성, 컴퓨터 개체 삭제 등의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n 이 계정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생성하는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할 대상 OU(조직 구성 
단위)의 OU 하위 개체에 대한 모든 속성 쓰기라는 Active Directory 사용 권한도 필요합니다.

n 추가 세부 정보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n 도메인 가입 계정의 로그온 이름에 공백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도메인 가입 계정의 로그온 이름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시스템 작업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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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도메인 가입 계정에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할당한 경우, 새로 생성된 OU에서 Active Directory

가 명시적으로 할당된 컴퓨터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재정의를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삭제 방지 플래그를 지
우면 Active Directory가 모든 하위 개체 삭제 사용 권한에 적용한 Deny를 자동으로 지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 추
가된 OU의 경우에는 Horizon Cloud 콘솔에서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하기 전에 OU 및 모든 하위 OU에서 모든 하위 
개체 삭제를 위한 Deny 사용 권한 집합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지워야 할 수 있습니다.

n 매니페스트 1600.0 이전에는 이 계정에 시스템의 슈퍼 관리자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테넌트 환경에 매니페스트 1600.0

보다 오래된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은 설명된 
Horizon Cloud 관리자 그룹에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는 Microsoft Azure에 있는 모든 테넌트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이 도메인 가입 계정을 사용합니다. 테넌트에 1600.0보다 오래된 매니페스트의 기존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
오.

☐ Active Directory 그룹
n Horizon Cloud 관리자 — Horizon Cloud 관리자용 Active Directory 보안 그룹. Horizon Cloud 관리 사용자 및 도

메인 가입 계정을 포함합니다. 이 그룹에는 Horizon Cloud에서 슈퍼 관리자 역할이 부여됩니다.

n Horizon Cloud 사용자 — Horizon Cloud에서 가상 데스크톱과 RDS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 보안 그룹

참고   테넌트 환경에 매니페스트 1600.0 이전의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계정 및 보조 도메인 가입 계정은 Horizon Cloud 관리자 그룹 또는 Horizon Cloud에서 슈퍼 관리자 역할
이 부여된 Active Directory 그룹에도 있어야 합니다.

DNS, 포트, 프로토콜 요구 사항
☐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은 Horizon Cloud로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하는 경우와 해당 포드에 Horizon Cloud Connector

가 연결된 포드 및 Horizon Cloud 제어부가 있는 Horizon Cloud Connector를 진행 중인 작업 모두에 필요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를 사용할 때의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Broker

콘솔을 사용하여 테넌트에 대해 Universal Broker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표에서 원하는 옵션에 해당하는 항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versal Broker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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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와 연결된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아웃바운드 통신은 특정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특정 DNS 이름을 확인
하고 연결합니다. 이 과정은 Universal Broker 구성 및 진행 중인 작업에 필요합니다. Horizon 포드 - Universal Broker에 
대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제공하려는 최종 사용자 연결 유형에 따라 다음을 수행합니다.

n 인터넷에서 최종 사용자 연결을 수행하고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포드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n 모든 최종 사용자 연결이 항상 내부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경우 Universal Broker가 해당 내부 최종 사용자 연결에 2

단계 인증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포드에 Unified Access Gateway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선택 사항: 최종 사용자가 Universal Broker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지정 FQDN 및 해당 FQDN을 기준으
로 하는 인증서 VMware 제공 브로커링 FQDN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 지정 FQD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선택 사항입니다. Universal Broker에서 2단계 인증을 적용하도록 하려면 포드에 인증 서버에 2단계 인증용으로 구성된 외
부 Unified Access Gateway가 있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인증 서버와 통신하는 Unified Access Gateway로 
인증 요청을 전달한 다음, 응답을 다시 Universal Broker로 전달합니다. 해당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는 다
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n 인증 서버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DNS 주소
n 인증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라우팅을 확인하기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경로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에 대한 라이센싱
Horizon Cloud는 Horizon Cloud 워크플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스트 운영 체제 라이센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사
용하도록 선택한 Windows 기반 데스크톱 VM 및 RDSH VM을 생성하고, 워크플로를 수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권한을 부여하는 유효한 적격 Microsoft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라이센스는 의도한 용도에 따라 다
릅니다.

☐ 다음 유형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라이센싱: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10

☐ 다음 유형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라이센싱: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Server 2016, Microsoft 
Server 2019

☐ Microsoft Windows RDS 라이센싱 서버 — 고가용성을 위해 중복 라이센싱 서버 권장
☐ Microsoft RDS 사용자, 디바이스 CAL 또는 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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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 또는 제어부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Horizon 포드 온보딩 5
두 가지 기본 사용 사례인 Horizon 포드에 구독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경우와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온보딩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에
는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한 기능 및 워크플로가 포함됩니다. 두 사용 사례에는 Horizon Cloud 클라우드 기반 
관리부에 Horizon 배포를 연결하는 구성 요소인 VMware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구독 라이센스를 Horizon 배포에 적용하고, CMS(Cloud Monitoring Service) 및 Universal 

Broker와 같은 제어부 서비스를 해당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어부에 지원되는 모든 포드 유형을 처음 온보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보려면 1세대 테
넌트 - Horizon Cloud 배포 및 포드 온보딩을 참조하십시오.

VM CS

관리 
서비스

시스템 
상태

Cloud 
Connector

Horizon 포드

CMS(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서비스

AD

Horizon Cloud 관리부

Horizon 
API

중요   테넌트의 포드 그룹은 Horizon Cloud 포드와 Horizon 포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포드 그룹의 모든 포드
를 동일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집합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포드 그룹에 Horizon Cloud 포드가 이미 포
함되어 있고 첫 번째 Horizon 포드를 연결하는 경우 해당 Horizon 포드를 연결할 때 Horizon Cloud 테넌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해당 Horizon 포드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워크플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환경에서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
메인 등록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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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구독 라이센스 활성화 및 
Horizon 포드용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사용
Horizon Cloud Connector는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하는 가상 장치입니다. Horizon 구독 라
이센스, 상태 대시보드 및 Horizon 헬프 데스크 도구를 포함하는 Horizon 포드의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
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가 필요합니다.

Horizon 구독 라이센스
Horizon 구독 라이센스는 독립형 Horizon 패키지와 함께 Workspace ONE Enterprise 번들의 일부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구독 라이센스는 동일한 제품에 더 유연한 배포 옵션을 제공합니다. Horizon 구
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데이터 센터, 사설 클라우드 및 VMware Cloud on AWS와 같은 지원되는 공용 클
라우드에서 Horizon 배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포드를 Horizon 

Cloud로 온보딩하는 단계를 완료하면 VMware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활성화합니다. 48시간 내에 라이센스 
서비스는 해당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라이센스를 적용하고, Horizon 관리의 라이센싱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https://my.vmware.com에서 Horizon 라이센스를 구입하려면 활성 My VMware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Horizon Cloud Connector를 OVA 파일로 다운로드하기 위한 링크가 포함된 시작 이메일이 수신됩
니다.

vSphere Web Client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배포하는 경우 Horizon Cloud에 연
결하려는 포드의 연결 서버에 Cloud Connector를 연결하여 구독 라이선스 또는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연결 서버를 Horizon Cloud

에 연결하여 Horizon 구독 라이센스 및 기타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Horizon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경우 
VMware Horizon 제품 활성화를 위한 Horizon 라이센스 키를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vSphere, App Volumes 등의 지원 구성 요소를 활성화하려면 라이센스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Horizon 포드용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Horizon 포드를 클라우드 연결 포드 그룹에 추가한 후에는 CMS(Cloud Monitoring Service)와 같이 
Horizon Cloud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기능 및 워크플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에 제공된 Cloud Monitoring Service의 통합 가시성, 상태 모니터링 및 헬프 데스크 기능 소개를 참
조하십시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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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제어부에 Horizon 포드 온보딩
n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n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
n 기존 Horizon 포드에 Horizon Cloud Service를 연결하여 Horizon 구독 라이센스,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

스 또는 둘 다 사용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
이 문서에서는 Horizon 포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배포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온보딩하기 전에 먼저 배포 아키텍처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아키텍처에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배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단계가 결정됩니다.

Horizon 포드는 온 프레미스, 일체형 SDDC 또는 페더레이션된 배포 아키텍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
습니다.

온 프레미스 배포 아키텍처

Horizon Connection
Server

데스크톱/애플리케이션용
VM

Unified Access 
Gateway

App Volumes
Manager

온 프레미스 VMware SDDC의 vSphere 인프라

온 프레미스 배포 아키텍처

Horizon 포드가 온 프레미스에 배포되면 포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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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포 대상:

n Horizon Connection Server

n Unified Access Gateway

n App Volumes Manager

n 가상 데스크톱, 게시된 데스크톱 및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VM(가상 시스템)

온 프레미스 VMware SDDC의 vSphere 인프라

참고   온 프레미스 포드를 Horizon Cloud에 온보딩하는 경우 온 프레미스 VMware SDDC의 vSphere 인프라
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해야 합니다.

일체형 SDDC 배포 아키텍처

기본 클라우드 인프라

Horizon Connection
Server

데스크톱/애플리케이션용
VM

Unified Access 
Gateway

App Volumes
Manager

VMware SDDC의 vSphere 인프라

일체형 SDDC 배포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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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포드가 일체형 SDDC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되면 포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배
포됩니다.

이러한 포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포 대상:

n Horizon Connection Server

n Unified Access Gateway

n App Volumes Manager

n 가상 데스크톱, 게시된 데스크톱 및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VM

클라우드 환경 내 VMware SDDC의 vSphere 인프라

참고   일체형 SDDC 포드를 Horizon Cloud에 온보딩하는 경우 VMware SDDC의 vSphere 인프라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Mware Cloud on AWS에 배포된 일체형 SDDC 포드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
다.

n 모든 포드 구성 요소는 VMware Cloud on AWS의 vSphere 인프라 내에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VMware Cloud on AWS의 vSphere 인프라에 배포해야 합니다.

페더레이션된 배포 아키텍처

기본 클라우드 인프라

Unified Access 
Gateway

Horizon Connection
Server

App Volumes
Manager

데스크톱/애플리케이션용
VM

vSphere 인프라
VMware SDDC 내

페더레이션된 배포 아키텍처

Horizon 포드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되면 포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배
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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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포 대상:

가상 데스크톱, 게시된 데스크톱 및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VM

클라우드 환경 내 VMware SDDC의 vSphere 인프라

n Horizon Connection Server

n Unified Access Gateway

n App Volumes Manager

VMware SDDC 외부의 기본 클라우드 인프라

참고   페더레이션된 포드를 Horizon Cloud에 온보딩하는 경우 VMware SDDC 외부의 기본 클라우드 인프라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에 배포되어 있는 페더레이션된 포드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n 가상 데스크톱, 게시된 데스크톱 및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VM은 GCVE의 vSphere 인프라 내에 있습
니다.

n Horizon Connection Server, Unified Access Gateway 및 App Volumes Manager는 모두 GCVE 외
부의 네이티브 GCP(Google Cloud Platform) 인프라에 상주합니다.

n GCVE 외부의 기본 GCP 인프라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제어부에 Horizon 포드 온보딩
이 목록은 제어부에 첫 번째 포드를 온보딩하며 해당 포드가 지원되는 배포 아키텍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미 실
행한 기존 Horizon 포드일 때의 개괄적인 단계를 보여 줍니다. Horizon 포드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전체 흐름을 보여 줍니다.

VM

vAPP

Horizon 범용/
구독 라이센스 얻기

고정 IP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OVA를 Horizon 
포드로 다운로드 및 배포

포드의 AD 
도메인을 Horizon Cloud에 등록

배포한 
Horizon Cloud Connector 
및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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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보딩 이유
두 가지 기본적인 사용 사례를 위해 Horizon 포드를 클라우드에 온보딩합니다. 하나는 해당 포드에 대한 구독 라
이센스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MS(Cloud Monitoring Service)와 같이 클라우드부가 Horizon 포
드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CMS는 Horizon Cloud에 제공되
는 중앙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CMS는 가시성, 상태 모니터링 및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포함하는 헬프 데스크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위해 이러한 온보딩 단계가 완료되면 구독 라이센스가 해당 온보딩 포드에 적용됩니
다. 또한 CMS(Cloud Monitoring Service)를 포함하여 클라우드 제어부가 해당 포드 유형에 대해 제공하는 클
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포드를 온보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포드 준비하기
이 워크플로를 시작하기 전 지원되는 배포 설계 중 하나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미리 배포해야 합니다. 다음 
리소스에서 특정 포드 배포 단계를 가져옵니다.

n Horizon 7 설명서, Horizon 설명서.

n VMware Cloud on AWS의 Horizon 제품 페이지.

n 기술 영역의 Azure VMware Solution의 Horizon 아키텍처, 기술 영역의 Azure VMware Solution의 
Horizon 구성.

n 기술 영역의 Google Cloud VMware Engine의 Horizon 아키텍처.

시퀀스
중요   추가 Horizon 포드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시퀀스를 완료하
여 첫 번째 포드를 Horizon Cloud에 완전히 연결합니다. 이 릴리스의 알려진 문제로 인해, Active Directory 도
메인 등록 및 슈퍼 관리자 역할 할당 단계를 한 번 이상 완료하기 전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포드를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과정을 마치면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단계가 실패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및 슈퍼 관리자 역할 할당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먼저 클라우드 
연결 Horizon 포드를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분리해야 합니다.

1 Horizon 범용 라이센스와 같은 Horizon 구독 라이센스 획득을 비롯한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클라우
드 제어부에 포드를 온보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보려면 Horizon Cloud 배포 및 포드 온보
딩도 참조하십시오.

2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연결하기 위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
다.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3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환경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경
우 장치를 포드 환경에 배포할 때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록시 설정을 가져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103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6023352-26A1-4B04-8EE4-34BB05D15CCB.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7/index.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index.html
https://www.vmware.com/products/horizon/horizon-on-vmc-aws.html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horizon-on-azure-vmware-solution-architecture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horizon-on-azure-vmware-solution-configuration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horizon-on-azure-vmware-solution-configuration
https://techzone.vmware.com/resource/horizon-on-google-cloud-vmware-engine-architecture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1C1A08A9-9C4C-4373-819A-C59F41DC29FD.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6E460805-C323-4200-9A45-45E7BFB31730.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6E460805-C323-4200-9A45-45E7BFB31730.html


4 필요에 따라 Horizon Cloud 테넌트 포털에 로그인하고 테넌트 환경에 대한 추가 관리자를 구성합니다.

팁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테넌트 환경에 처음 연결된 My VMware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드를 온보
딩할 수 있지만, 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추가 관리자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넌트 계정에 하나의 My 

VMware 계정만 연결되어 있고 자격 증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손실된 경우, 새 My VMware 계정을 테넌
트 계정에 연결하기 위해 VMware에 대한 서비스 요청을 열어야 하므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을 방지하려면 처음에 연결된 My VMware 계정으로 cloud.horizon.vmware.com의 테넌트 포털에 
로그인한 다음, 화면의 [일반 설정] 섹션에 있는 행을 사용하여 관리자를 추가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 환
경에 로그인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5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포드 환경에 배포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다운로드 
및 배포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1.9를 배포하며, CMS와 같은 Horizon Cloud Service를 사용하도록 설
정하려면 배포 중에 전체 기능 프로파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6 가상 장치의 전원이 켜진 후 가상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장치의 운영 체제에서 명령
을 원격으로 실행합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참고   SSH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단계는 포드가 아직 Horizon Cloud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사용됩니다. 

포드가 Horizon Cloud와 연결되면 브라우저 기반 Horizon Cloud Connector의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가
상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 환경에서 프록시를 사용해야 하며, OVF 배포 마법사에서 프록시 관련 설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가
상 장치에 대한 프록시 관련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8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
여 브라우저 기반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DNS 서버에서 FQDN을 가
상 장치의 IP 주소에 매핑하는 정방향 및 역방향 조회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9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SSH 세션을 열고 precheck.sh 진단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포드의 시스템 구성 요소 및 서비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포드 및 가상 장치가 
Horizon 제어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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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핑된 FQDN 또는 가상 장치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브라우저 기반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
에 로그인하고 커넥터를 포드의 연결 서버와 연결하는 온보딩 단계를 완료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의 Horizon 포드 연결 완료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
오.

팁   커넥터와 연결 서버가 연결되면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은 축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때 VMware는 구독 라이센스를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는 일반적으로 30분 후에 완료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최
대 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활성화되면 포드의 웹 기반 콘솔 제품 라이센싱 및 사용량 화면에
서 라이센스 서비스에 연결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1 팀의 표준 사례 및 환경에 따라 CA 서명 인증서 구성 및 장치의 루트 사용자에 대한 암호 만료 설정 등의 영역
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선택적으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작업 목록과 단계에 
대한 링크는 연결된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12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배포된 포드에 등록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계정의 이름을 제공하는 단계가 포
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계정이 Horizon Cloud의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
는지 확인합니다.

팁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워크플로를 완료하면 Cloud Monitoring Service(CMS)와 같은 모든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테넌트 환경에 등록될 때
까지 해당 기능과 관련된 콘솔 영역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13 테넌트 환경에 매니페스트 1600.0보다 오래된 매니페스트를 실행하는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가 이미 있는 이례적인 드문 경우에는 도메인 가입 계정을 멤버로 포함하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Horizon Cloud 슈퍼 관리자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관리 가이드" 에서 Active Directory 그룹에 
Horizon Cloud 관리 역할 할당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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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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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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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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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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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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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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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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
보딩 준비
제어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하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배포하고 
온보딩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장 4 1세대 Horizon Cloud 제어부가 있는 VMware Horizon 포드 -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 2023년 5월 4

일 서비스 릴리스에 맞춰 적절하게 업데이트됨에 설명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와 연결할 포드의 연결 서버 인스턴스를 결정했으며 해당 연결 서버 인
스턴스의 FQDN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포드의 설치된 연결 서
버 인스턴스 중 하나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n 연결 서버를 Horizon Cloud Connector와 연결할 때 지정할 포드의 관리자 계정을 결정하고 해당 관리자 계
정이 연결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Active Directory 사용자는 전역 관리자 
보기 > 역할 사용 권한 > 관리자의 포드 웹 기반 콘솔에 표시된 것처럼 root 액세스 그룹에서 Horizon 관리자 
역할이 미리 정의되어야 합니다. 즉, Horizon 설명서의 Horizon Console 관리자 가이드에 설명된 것처럼 포
드-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해 지정된 Active Directory 사용자는 해당 포드에 대한 슈퍼 사용자입니다.

n https://my.vmware.com에 유효한 My VMware 계정이 있으며 해당 계정에 연결된 Horizon 구독 라이센
스가 있습니다. 이 계정은 Horizon Cloud Connector 온보딩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포드를 특정 서비스 테넌
트와 연결하고, 클라우드 기반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테넌트에 추가 관리자를 추가하는 등의 관리 작업을 수
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n 해당 My VMware 계정에 서비스 테넌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초기 구독자
이거나 초기 구독자가 My VMware 이메일을 테넌트에 관리자로 추가했거나 조직의 기존 관리자가 테넌트에 
관리자로 My VMware 이메일을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인증된 계정에 적용됩니다. My 

VMware 계정에 서비스 테넌트에 로그인할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https://

cloud.horizon.vmware.com으로 이동하여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로그인되면 계정
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서비스 테넌트에 로그인하고, 사용자를 추가할 것을 조직의 테넌트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KB 문서 2006985의 단계에 따라 조직의 기존 테넌트 레코드에 추가하라는 비기술
적 지원 요청을 Customer Connect에 제출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바이너리 구성 요소는 페이지 URL https://
customerconnect.vmware.com/downloads/info/slug/desktop_end_user_computing/

vmware_horizon_service/1_x 내에 있는 customerconnect.vmware.com의 Horizon Cloud 

Connector 행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n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호환성 모드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설정
을 사용하여 해당 웹 브라우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온보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습
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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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사용할 정적 IP 주소를 결정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배포할 때 이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IPv6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IPv6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n DNS 검색 도메인, DNS 서버 IP 주소,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와 같이 포드 환경에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배포할 때 사용 환경에 적합한 일반적인 네트워킹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용 자체 서비스 인증서에는 프록시 SSL 구성이 지원되지 않습
니다.

n 가상 장치에 강력한 루트 암호를 지정합니다. 일체형 SDDC 배포의 경우 OVF 배포 마법사가 대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를 최소 1개씩 포함하는 8자 이상의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페더레이션된 배포의 
경우 암호는 기본 클라우드 플랫폼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   일체형 SDDC 배포의 경우 OVF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장치를 VMware SDDC에 배포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OVF 템플릿을 배포할 때 강력한 암호의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루트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
러나 알려진 제한으로 인해, 특수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루트 암호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OVF 배포 마법사가 
계속해서 가상 장치를 배포합니다. 이 경우 배포가 성공하지만 배포 후에 가상 장치의 운영 체제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배포된 후에 가상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OVF 배포 마법사에서 암호를 지정하라는 메시지를 표시
할 경우 항상 1개의 특수 문자가 포함된 강력한 루트 암호를 지정합니다.

n Horizon 포드에서 Horizon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드문 사용 사례에서는 위에 나열된 항목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연결할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서 버전 7.10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버전 
7.10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최소 버전입니다.

팁   기술적으로는 최신 버전보다 이전 버전을 실행하는 Horizon 포드를 연결할 수 있지만 해당 포드를 
통해 가장 최신의 클라우드 호스팅 기능을 얻으려면 포드의 연결 서버에서 가장 최신의 소프트웨어 버전
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최신의 연결 서버 버전 및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조합
을 사용해야만 해당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것 외에 클라우드 호스팅 기능의 최신 기능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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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서는 Ipv6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배포하는 동안 프록시 SSL 구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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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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Horizon 포드에 Horizon Cloud Service를 연결하여 Horizon 
구독 라이센스,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또는 둘 다 사용
기존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 Service에 연결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VMware Horizon 

구독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VMware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링크를 포
함하는 라이센스 구독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가상 장치를 설치하고 전원을 켭니다. 가상 장치의 전원이 켜지
고 필요한 포드 구성 요소 및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커넥터의 온보딩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해당 구독 라
이센스를 사용하려는 포드의 연결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클라우드 관리부에서 현재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 대한 Horizon 구독 라이센스 및 기타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결 서버를 Horizon Cloud Service에 브리징합니다.

VM CS

관리 
서비스

시스템 
상태

Cloud 
Connector

Horizon 포드

CMS(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서비스

AD

Horizon Cloud 관리부

Horizon 
API

팁   전체 Horizon Cloud 온보딩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는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및 포드 온보딩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단계를 사용하여 기존 Horizon 포드를 클라우드 관리부에 연결합니다. 포드를 Horizon Cloud 

Service에 연결하면 해당 포드에서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드에서 Horizon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rizon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라이센스 키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포드 라이
센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VMware에서는 일반적으로 포드를 클라우드 제어부와 연결
하고 4시간 이내에 구독 라이센스를 활성화합니다. VMware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활성화한 경우 Horizon 환경
이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포드의 웹 기반 관리 콘솔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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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및 포드 온보딩에 설명된 것처럼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로 온보딩
하는 프로세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이 포함됩니다.

n Horizon 구독 라이센스는 Horizon Cloud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관리부에서 관리됩니다.

n 따라서, Horizon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포드를 해당 클라우드 관리부에 연결해야 합니
다. 클라우드 관리부에 해당 포드를 연결하지 못하게 하면 해당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
니다.

n 클라우드 관리부에 기존 Horizon 포드를 연결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라는 커넥터가 필요합니
다. 클라우드 관리부는 커넥터와 통신하고, 커넥터는 포드의 연결 서버 인스턴스 중 하나와 통신합니다. 한 번
에 커넥터를 포드의 설치된 연결 서버 인스턴스 중 하나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는 클라우드 관리부와 사용자가 연결하려는 포드의 연결 서버 인스턴스 둘 다에 
연결되어야 하므로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드와 성공적으로 연결하고 진행 중인 작업을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특정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최소 사용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DNS, 포트 및 프로
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은 Horizon 구독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클라우드 관리부에서 인증을 받
아 커넥터를 설정하고 포드에서 해당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게 연결을 설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n 이 경우에는 Horizon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만 사용하거나 해당 포드에서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 모두에는 구독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n 최신 기능과 보안 및 버그 수정 사항을 이용하려면 배포가 VMware Customer Connect에서 사용할 수 있
고 포드의 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 버전과 호환되는 최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와 Horizon Connection Server 간의 호환성 
매트릭스를 보려면 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매트릭스에서 VMware Horizon Cloud Connector 및 
VMware Horizon에 나열된 두 솔루션 이름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십시오.

이 프로세스의 개략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y VMware 계정을 획득합니다.

2 이 My VMware 계정을 사용하여 Horizon 구독 라이센스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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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센스를 등록할 때 시작 이메일이 해당 My VMware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됩니다. 이 시작 
이메일에는 해당 my.vmware.com 다운로드 영역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이미지를 다운로드하
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시작 이메일의 링크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5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여 해당 장치를 포드의 환경에 배포합니다. 가상 장치 배포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가상 
장치의 전원을 켭니다.

6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드의 연결 서버 인스턴스와 페어링하고, 연결 서버 인스턴스, Horizon 

Cloud Connector 및 클라우드 관리부 간의 연결을 완료하기 위한 연결 워크플로를 시작하는 데 사용할 
URL 주소를 획득합니다.

7 연결 워크플로를 시작하기 전에 precheck.sh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포드 시스템 구성 요소 및 서비스의 상
태를 확인합니다.

8 이전에 획득한 URL 주소를 사용하여 페어링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Horizon Cloud의 로그인 화면이 표시
되고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때 워크플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브라우
저에 표시되고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는 단계를 완료합니다.

중요   이 포드를 연결하는 Horizon Cloud 환경에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이미 있으면 동일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집합에 해당 클라우드 연결 포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아직 연결되지 않은 포드를 연결하는 단계를 수행하
는 경우 Horizon Cloud 환경에 이미 등록된 해당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포드가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작업 환경의 Microsoft Azure에 포드가 있고 Horizon 포드를 연결하는 경우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
다.

n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Horizon 포드가 Microsoft Azure의 해당 기존 포드에서 사용하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표시됩니다. 해당 도메인이 작업 환경용 클라우드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n Microsoft Azure의 기존 클라우드 연결 포드는 Horizon 포드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Horizon 포드의 연결 서버와 페어링하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메
인)에 표시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에 설명된 모든 항목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와 연결할 때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가 포드 연결 서버의 FQDN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DNS 

구성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가 DNS를 사용하여 연결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온보딩 마법사의 포드의 도메인 자격 증명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항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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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Horizon Cloud 제어부와 통신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환경에 따라 가상 장치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하고 프록시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프록시 설정을 사용할 때의 프록시 관련 정보, 알려진 제한 사항 및 알려진 
문제를 검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 및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에서 프록시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1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고 포드의 환경으로 배포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고 배포하려면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에 적용되는 하위 항
목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2 Horizon 포드 및 가상 장치가 Horizon 제어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
Horizon 포드를 Horizon 제어부 서비스에 온보딩하는 워크플로의 이 단계에서는 precheck.sh 진단 도구
를 실행하여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가 연결 프로세스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진단을 실행하고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구성에서 발생하는 차단 문제를 수정하여 연결 프로세스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3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의 Horizon 포드 연결 완료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온보딩하는 워크플로의 이 단계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가 Horizon 포드의 연결 서버와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포드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연결됩니다.

4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에 작업자 노드 추가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지원하려면 기본 노드가 포함된 클러
스터에 작업자 노드를 추가하여 이중 노드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작업자 노드에는 Horizon Cloud 

Connector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복제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
Horizon 포드가 Horizon Cloud에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축하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이때 동일한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요소의 상태를 검토하고,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등의 관리 작업을 수행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포드가 Horizon Cloud와 연결된 후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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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현재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Horizon Cloud Connector와 클라우드 제어부 
간의 연결 유지를 위해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이 계속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
행할 추가 단계가 없습니다. 구독 라이센스는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관리되므로 포드에서 구독 라이센스 정보를 수
신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는 계속해서 클라우드 제어부에 연결해야 합니다.

중요   Horizon Cloud Connector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웃바운드 인터넷 포트 443에 의해 클라우드 제어부에 
연결됩니다. 이 연결은 최신 구독 라이센싱 정보를 포드에 동기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클라우드 
제어부에 대한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Horizon 구독 라이센스를 사용하려면 클라우드 제
어부,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 및 해당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와 연결된 포드 간에 
작동하는 통신 체인이 필요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전원이 꺼지거나 네트워크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와 같이 해당 통신 체인의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클라우드부는 이 포드 및 해당 Horizon Cloud Connector 연
결을 만료된 것으로 표시하기 전에 서비스 정의 시간 범위에 따라 통신 체인에서 구독 라이센싱 정보를 동기화하려
고 계속 시도합니다. 이 서비스 정의 시간 범위 동안 클라우드부와 Horizon Cloud Connector 및 포드 간의 통신 
체인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포드의 라이센싱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최종 사용자 연결이 작동합니다. 이 서비스는 통
신 체인이 다시 작동할 때 포드의 라이센스 기능이 계속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 정의 동기화 유효 기
간을 제공합니다. 정의된 시간 범위가 끝날 때까지 성공적으로 동기화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의 시간 범위 동안 통
신 체인의 비작동 상태가 지속되면 클라우드부는 이 Horizon Cloud Connector 및 포드와의 연결을 만료된 것
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지원을 받으려면 VMware 지원 서비스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범용 
라이센스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기간 동안 Horizon Universal Console의 경고 및 알림은 시스템 정의 
시간 범위가 끝나기 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 줍니다. 콘솔의 감사 로그에는 통신 체인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표
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할 작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라우드 연결 포드에서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포드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Horizon Cloud에 등록하는 Active Directory 등록 워크플로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워
크플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의 Horizon Cloud 환경에서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고 포드의 환경으로 배포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고 배포하려면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에 적용되는 하위 항목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참고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에 대한 배경 정보는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이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의 경우: 다음 Horizon Cloud Connector 배포 절차를 따릅니다.

n 온 프레미스 포드
n 일체형 SDDC 포드

온 프레미스 및 일체형 SDDC Horizon 포드: Horizon Cloud Connector

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vSphere 환경에 배포
페더레이션된 포드 -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및 
AVS(Azure VMware Solution)

Horizon 포드 - Azure VMware Solution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환경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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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의 경우: 다음 Horizon Cloud Connector 배포 절차를 따릅니다.

페더레이션된 포드 - Google Cloud Platform 및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

Horizon 포드 - Google Cloud VMware Engine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
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환경에 배포

페더레이션된 포드 - Amazon Web Services EC2 및 
VMware Cloud on AWS

Horizon 포드 - VMware Cloud on AWS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환경에 배포

온 프레미스 및 일체형 SDDC Horizon 포드: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vSphere 환경에 배포
위 절차의 단계에 따라 온 프레미스에 배포된 Horizon 포드의 vSphere 인프라 또는 일체형 SDDC 아키텍처가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고 배포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면 
vSphere 환경에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가 배포되고 실행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온 프레미스 또는 일체형 SDDC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Horizon 포드를 배포하여 
포드의 vSphere 환경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해야 하는 경우 수행할 작업을 다룹니다.

참고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에 대한 배경 정보는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서는 가상 장치의 기본 노드를 포드의 
vSphere 환경에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1.10을 다운로드하는 경우다음 절차에서는 가상 장치를 포드의 vSphere 환경에 배
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절차의 단계는 모든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
계에서는 "가상 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치의 기본 노드(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또는 가상 
장치(Horizon Cloud Connector 1.10이하)를 나타냅니다.

중요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드의 vSphere 환경에 배포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를 ESXi 호스트에 직접 배포하지 마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n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에 설명된 커넥터 관련 전제 조

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와 연결할 때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제어부와 통신하려면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환경에 따라 배포된 장치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하고 프록시를 구성해야 하
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프록시 설정을 사용할 때의 프록시 관련 정보, 알려진 제한 사
항 및 알려진 문제를 검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
스로 온보딩 준비,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 및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
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에서 프록시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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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장치를 포드에 연결하기 전에 권장되는 보안 수준으로 장치에 대한 (보안 셸)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SSH 공개 키를 생성합니다. 장치를 배포하는 동안 SSH 공개 키를 등록해야 합니다.

절차
1 사전 요구 사항 목록에 설명된 대로 구독 이메일에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를 다운로드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는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customerconnect.vmware.com에 로그인한 후에 OVA 파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VMware Customer 

Connect가 홈 위치가 됩니다.

중요   최신 제품 수정, 보안 수정 및 최신 기능을 유지하려면 다운로드한 버전이 최신 일반 공급 버전 이상이
어야 합니다. 현재 버전 2.2.x는 최신 일반 공급 버전입니다. 이전에 2.2.x 이전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 OVA를 다운로드한 경우 my.vmware.com에 로그인하고 포드를 연결하기 위한 최신 버전을 
획득합니다.

2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Horizon 포드에 OVF 템플릿으로 배포합
니다.

OVF 템플릿 배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VMware vSphere 설명서 페이지에서 "vSphere 가상 시스템 관
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OVF 배포 마법사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호스트, 데이터스토어, 네트워크 등의 일반
적인 OVF 배포 옵션을 지정합니다. 템플릿 사용자 지정 단계에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관
련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템플릿 사용자 지정 마법사 단계에서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필수 필드를 완료하고 해당 항목을 지정합니다.

이 단계의 입력은 가상 장치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a 가상 장치의 root 암호를 지정합니다.

참고   새 암호가 강력한 암호의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암호가 대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하는 최소 8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요   알려진 제한으로 인해, 특수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root 암호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OVF 배포 마
법사가 계속해서 가상 장치를 배포합니다. 이 경우 배포가 성공하지만 배포 후에 가상 장치의 운영 체제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배포 후에 가상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암호에 하나 이상의 특수 문
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b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장치의 기본 노드를 배포하려면 작업자 노드 옵션이 비활성화되
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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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cadmin 계정에 대해 SSH 공개 키 인증을 사용하려면 이전에 생성한 SSH 공개 키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
하도록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장치를 포드에 연결하기 전에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
다. 장치가 포드에 연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개 키를 등록하고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
습니다.

d 가상 장치의 고정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IPv6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IPv6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 네트워크 섹션에서 포드 네트워크 및 서비스 네트워크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VM 

내의 Kubernetes에서 사용되며 VM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고객 내부 네트워크와 겹치지 않는 
한, 기본값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Kubernetes CNI에서 서브넷 192.168.240.0/21이 포드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192.168.236.0/23이 서비스 네트워크에 사용됩니다. 작업자 노드를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설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f 인터넷에 액세스하기 위해 환경에서 가상 장치에 HTTP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프록시 관련 
설정을 구성합니다.

중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용 자체 서비스 인증서에는 프록시 SSL 구성이 지원되지 않
습니다.

n HTTP 프록시를 통해 인터넷 경로에 대한 아웃바운드 요청만 수신하려면 장치에서 내부 요청을 수신
할 때 프록시 서버를 우회 하는 no-proxy 호스트를 구성 합니다. 적어도 프록시 없음에 대해 연결 서
버 및 Horizon Cloud Connector에 연결할 포드에 연결된 vCenter Server 인스턴스의 DNS 하
위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다음 예와 같이 쉼표 구분 기호로 구분해서 IP 범위를 입력하여 no-proxy 

호스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ad-domain.example.com, 10.109.*

프록시 없음 설정을 비워 두면 가상 장치는 관리자가 제공하거나 검색된 연결 서버 호스트 이름을 가
져옵니다. 장치는 포드를 쿼리하여 연결 서버 호스트 이름을 검색합니다. 검색된 해당 호스트를 프록
시 없는 암시적 호스트로 구성합니다.

4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 전원을 켭니다.

5 장치의 전원이 완전히 켜진 경우 vSphere Client 옵션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콘솔
을 시작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Kubernetes가 초기화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 10분 
동안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시스템에는 "Horizon Cloud Connector(기본)를 구성하는 중..." 메시지
가 있는 파란색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기본 노드의 URL 주소가 있는 파란색 콘솔 
화면이 표시됩니다. 온보딩 워크플로를 위해 브라우저에 이 URL을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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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Connector 1.10) 장치의 파란색 콘솔 화면에 가상 장치의 URL 주소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온보딩 워크플로를 위해 브라우저에 이 URL을 로드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주소가 https://10.92.245.255/인 배포된 장치의 예입니다.

6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의 단계
를 완료합니다.

7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호스트 이름을 확
인하려면 DNS 서버에서 해당 FQDN을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고정 IP에 매핑하는 정방
향 및 역방향 조회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8 Horizon 포드 및 가상 장치가 Horizon 제어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 단계를 계속 진행하여 포드 온
보딩 워크플로를 계속합니다.

Horizon 포드 - VMware Cloud on AWS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환경에 배포
이러한 단계에 따라 VMware Cloud on AWS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포드 배포에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다운로드하고 배포합니다.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의 경우 포드 환경 내의 기본 
Amazon EC2(Elastic Computer Cloud) 인프라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해야 합니다.

참고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에 대한 배경 정보는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드의 기본 Amazon EC2 인프라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대한 개
략적인 개요입니다.

n VMDK 형식으로 Horizon Cloud Connector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n Amazon EC2에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S3) 버켓을 생성하고 장치 VMDK 파일을 해당 버
켓에 업로드합니다.

n 업로드된 VMDK 파일에서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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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용자 지정 이미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VM(가상 시스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중요   Horizon Cloud Connector를 기본 Amazon EC2 인프라에 배포할 때 다음 Horizon Cloud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장치를 배포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기본 Amazon EC2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Horizon Cloud 제어부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n Cloud Monitoring Service

n Cloud Broker Client 서비스
n 이미지 지역 서비스
사전 요구 사항
n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에 설명된 커넥터 관련 전제 조

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와 연결할 때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Horizon Cloud 제어부와 통신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합
니다. 현재 환경에 따라 배포된 장치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하고 프록시를 구성해
야 하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프록시 설정을 사용할 때의 프록시 관련 정보, 알려진 제
한 사항 및 알려진 문제를 검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 및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에서 프록시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n 많은 단계에서 AWS 명령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AWS 관리 콘솔 또는 AWS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여 일부 배포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환경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

docs.aws.amazon.com/ec2/index.html에서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다음 단계에서는 참조할 특정 유형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를 제안합니다.

절차
1 구독 이메일에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참고   장치를 Amazon EC2 환경에 배포하도록 지원하려면 2.0 버전 이상의 Horizon Cloud Connector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my.vmware.com에 로그인한 후 Horizon Cloud Connector 디
스크 이미지를 VMDK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시스템에 VMDK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Amazon EC2 환경에 업로드하기 전에 먼저 Amazon S3 버켓을 생성해야 합니다.

2 Amazon EC2 환경에서 Amazon S3 버켓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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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로드한 VMDK 파일을 Amazon S3 버켓에 업로드합니다. AWS 관리 콘솔 또는 AWS CLI(명령줄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이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AWS 관리 콘솔) Amazon EC2 환경에 대한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S3 서비스로 이동하고 
이전에 생성한 버켓을 선택한 다음, VMDK 파일을 해당 버켓에 업로드합니다.

n (AWS CLI) AWS CLI에 액세스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s3 cp <file-path-to-VMDK-file> <S3URI>

cp 명령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관리 콘솔에서 VMDK 파일이 개체 탭에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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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역할 및 정책을 생성하고 정책을 역할에 연결합니다.

a 이 절차에 필요한 3개의 새 JSON 파일 중 첫 번째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특정 JSON 파일의 목적은 서비스 역할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파일 이름을 원하는 대로 지정합니
다. 이 절차에서 이 파일의 예제 파일 이름은 trust-policy.json입니다.

b 원하는 이름으로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고 새 JSON 파일에 역할 정보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CLI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 명령은 일반적인 예입니다.

aws iam create-role --role-name <role-name>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path>

다음 예제 명령은 자리 표시자 <role-name>을 특정 예제 vmimport로 바꾸고 자리 표시자 <file-path>

를 특정 예제 trust-policy.json으로 바꿉니다.

aws iam create-role --role-name vmimport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trust-
policy.json

create-role 명령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다음 텍스트는 앞의 명령을 실행한 후의 JSON 파일 내용의 예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Sid":"",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vmie.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Condition":{
                "StringEquals":{
                    "sts:ExternalId":"vmimpor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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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절차에 필요한 3개의 새 JSON 파일 중 두 번째 파일을 생성합니다.

VMDK 파일을 업로드할 버켓의 이름(예: 다음 예에서 사용되는 이름, <bucket-name>)을 제공합니다.

이 특정 JSON 파일의 목적은 새 정책을 새 역할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파일 이름을 원하는 대로 지정합
니다. 이 절차에서 이 파일의 예제 파일 이름은 role-policy.json입니다.

다음 텍스트는 예제 role-policy.json 파일 내용의 예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
                "s3:ListBucket",
                "s3:GetBucketLocation"
            ],
            "Resource":[
                "arn:aws:s3:::<bucket-name>"
            ]
        },
        {
            "Effect":"Allow",
            "Action":[
                "s3:GetObject"
            ],
            "Resource":[
                "arn:aws:s3:::<bucket-name>/*"
            ]
        },
        {
            "Effect":"Allow",
            "Action":[
                "ec2:ModifySnapshotAttribute",
                "ec2:CopySnapshot",
                "ec2:RegisterImage",
                "ec2:Describe*"
            ],
            "Resource":"*"
        }
    ]
}

d 정책을 생성하고 새 역할에 연결한 후 새로 생성된 JSON 파일에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CLI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 명령은 일반적인 예입니다.

aws iam put-role-policy --role-name <role-name> --policy-name <policy-name> --policy-
document <file-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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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특정 예에서는 자리 표시자 <role-name>을 이름이 vmimport인 정책의 특정 예로 바꾸고, 자리 표
시자 <policy-name>을 이전에 명명된 역할의 예(vmimport라고도 함)로 바꾸고, 자리 표시자 <file-

path>를 이전에 명명된 JSON 파일의 특정 예(role-policy.json)로 바꿉니다.

aws iam put-role-policy --role-name vmimport --policy-name vmimport --policy-document 
file://role-policy.json

put-role-policy 명령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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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져온 VMDK 파일에서 스냅샷을 가져옵니다.

a 이 절차에 필요한 3개의 새 JSON 파일 중 세 번째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에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n 다음 예에서 사용되는 버켓 이름(예: <bucket-name>)

n Amazon S3 버켓에 업로드한 VMDK 파일의 파일 이름(예: <vmdk-file-name-uploaded-to-
S3>)은 다음 예에서 사용됩니다.

이 특정 JSON 파일의 용도는 가져온 VMDK 파일의 스냅샷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파일 이름을 원하는 대
로 지정합니다. 이 절차에서 이 파일의 예제 파일 이름은 container.json입니다.

다음 텍스트는 container.json 파일 내용의 예입니다.

{
    "Description": "Adapter-VM",
    "Format": "vmdk",
    "UserBucket": {
        "S3Bucket": "<bucket-name>",
        "S3Key": "<vmdk-file-name-uploaded-to-S3>"
    }
}

b 명령을 실행하여 가져온 VMDK 파일에서 새로 생성된 JSON 파일로 스냅샷을 가져옵니다.

CLI를 사용하여 다음 유형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ec2 import-snapshot --role-name <role-name> --description <description> --disk-
container <file-path>

import-snapshot 명령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다음 명령은 import-snapshot 명령의 특정 예입니다. 여기서 role-name 매개 변수는 선택 사항이
며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명은 "Adapter-VM"이고 컨테이너 파일 이름은 container.json입니다.

aws ec2 import-snapshot --description "Adapter-VM" --disk-container file://
container.json

import-snapshot 명령은 완료하는 데에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실행한 후에
는 작업의 진행률을 추적할 때 사용되는 ImportTaskId 줄을 포함한 출력이 생성됩니다. 다음 출력은 예
시입니다.

{
    "ImportTaskId": "import-snap-05b4c84af4xxxxxxx",
    "Description": "Adapter-VM",
    "SnapshotTaskDetail": {
        "StatusMessage": "pending",
        "UserBucket": {
              "S3Bucket": "awsbucket",
             "S3Key": "horizon-cloud-connector-2.0.0.0-18191154_OVF10-disk1.vmd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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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 "0",
       "Status": "active",
        "Description": "Adapter-VM",
        "DiskImageSize": 0.0
    }

}

c import-snapshot 명령 출력의 ImportTaskId 값을 기록해 둡니다.

6 import-snapshot 작업의 진행률을 추적하고 스냅샷 ID를 가져오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ec2 describe-import-snapshot-tasks --import-task-ids <import-task-id>

<import-task-id> 자리 표시자를 import-snapshot 명령 출력에 나열된 값으로 바꿉니다. 앞의 예제 출
력에 나열된 예제 값은 import-snap-05b4c84af4xxxxxxx입니다. describe-import-snapshot-
tasks 명령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describe-import-snapshot-tasks 명령은 import-snapshot 작업의 진행률을 나타내는 출력을 
제공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이미지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스냅샷 ID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
다.

n "Progress": "43"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출력의 줄은 import-snapshot 작업의 진행
률을 나타냅니다. 이 예에서는 작업이 43% 완료되었습니다.

n "Status": "completed"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줄과 같은 출력의 줄은 import-snapshot 작업
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n "SnapshotId": "snap-06d42e043bxxxxxxx"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작업이 완료되면 이 줄과 같은 
출력의 줄이 포함됩니다. 이 예에서 스냅샷 ID는 snap-06d42e043bxxxxxxx입니다.

7 describe-import-snapshot-tasks 명령 출력의 스냅샷 ID를 기록해 둡니다.

8 스냅샷 이미지를 등록하려면 register-image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ec2 register-image --region us-west-2 --name <image-name> --architecture x86_64 --root-
device-name '/dev/sda1' --virtualization-type hvm --ena-support --block-device-mappings 
DeviceName=/dev/sda1,Ebs={SnapshotId=<SnapshotId>} 

각 옵션(예: --region, --architecture 등)에 대한 배포와 관련된 응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register-
image 명령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정보는 --name 옵션 및 SnapshotId 매개 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n --name - 문자열에 대한 제약 조건에 따라 이미지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n SnapshotId - describe-import-snapshot-tasks 명령 출력의 스냅샷 ID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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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image 명령은 AMI(Amazon 시스템 이미지)의 ID를 포함하는 출력을 제공합니다. 다음 예는 
일반적인 register-image 출력입니다.

    {
        "ImageId": "ami-0721ee000321c4685"
    }

register-image 명령 출력에 표시된 AMI는 AWS 관리 콘솔의 AMI 목록에도 나타납니다.

9 Horizon Cloud Connector AMI 인스턴스의 생성 및 구성을 지원하려면 다음 예와 유사한 시작 스크립트를 
준비합니다.

#! /bin/bash
/usr/bin/python3 /opt/vmware/bin/configure-adapter.py --sshEnable
sudo useradd ccadmin
echo -e 'password\npassword' | passwd ccadmin
echo 'cs_ip cs_fqdn' >> /etc/hosts

이 예에서 스크립트는 다음 구성을 지원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SSH 액세스 사용
n 정의된 암호(password)를 사용하여 장치에서 ccadmin 사용자 계정 생성 강력한 암호를 정의해야 합니

다. 강력한 암호는 8자 이상이며 1자 이상의 숫자, 대/소문자 및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n 연결 서버 호스트 이름(cs_fqdn)에서 연결 서버 IP 주소(cs_ip) 확인
Horizon Cloud Connector AMI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다음 단계에서 user-data에 이 스크립트를 추가해
야 합니다.

10 Horizon Cloud Connector의 AMI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중요   인스턴스가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려면 모델 c5.2xlarge 이상을 사용합니다.

AWS 관리 콘솔 또는 CLI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register-image 명
령 출력에 제공된 AMI(Amazon 시스템 이미지)의 ID를 사용하고 이전 단계에서 준비한 시작 스크립트를 
user-data에 추가합니다.

중요   user-data는 AMI 인스턴스의 첫 번째 부팅 순서에만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 스크립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CLI를 사용하려면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에서 run-instances 명령 실행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AWS 관리 콘솔을 사용하려면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설명서에서 인스턴스 시작 마법사를 사용
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AWS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하도록 선택하려면 이미지 ID로 새 AMI를 찾고 AMI를 선택한 
다음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배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마법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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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orizon Cloud Connector AMI가 시작된 후 AMI 인스턴스의 구성을 편집하고 시작 스크립트를 제거합니
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Horizon 포드 및 가상 장치가 Horizon 제어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의 단계에 따라 포드 온보딩 워크플
로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의 
Horizon 포드 연결 완료을 계속 진행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부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포드와 클라우드부의 연결을 완료
하기 전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본 Amazon EC2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Horizon Cloud 제어부 서
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포드 - Azure VMware Solution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환경에 배포
이러한 단계에 따라 AVS(Azure VMware Solution)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포드 배포에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다운로드하고 배포합니다.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에서 포드 환경의 기본 
Microsoft Azure 인프라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해야 합니다.

참고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에 대한 배경 정보는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AVS 환경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azure-vmware/에서 Microsoft 

Azur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드의 기본 Azure 인프라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입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VHD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n Azure Storage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해당 스토리지 컨테이너에 장치 VHD를 업로드합니다.

n 업로드된 VHD에서 VM(가상 시스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n VM 이미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VM을 생성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에 설명된 커넥터 관련 전제 조

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와 연결할 때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Horizon Cloud 제어부와 통신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합
니다. 현재 환경에 따라 배포된 장치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하고 프록시를 구성해
야 하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프록시 설정을 사용할 때의 프록시 관련 정보, 알려진 제
한 사항 및 알려진 문제를 검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 및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에서 프록시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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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필요한 VM 크기 조정 방법을 확인하려면 장 4 1세대 Horizon Cloud 제어부가 있는 VMware Horizon 포
드 -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 2023년 5월 4일 서비스 릴리스에 맞춰 적절하게 업데이트됨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절차
1 구독 이메일에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my.vmware.com에 로그인한 후 Horizon Cloud Connector 디
스크 이미지를 ZIP 패키지로 압축된 VHD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시스템에 VHD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압축을 풉니다.

중요   최신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버전 1.10 이상의 Horizon Cloud Connector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버전 1.10 이상은 Horizon Cloud Connector의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제외한 모든 
Horizon Cloud 기능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1.9 또는 이전 버전과 페어링된 경우 AVS의 Horizon 포드에 대해 다음 기능 및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n Universal Broker 및 다중 클라우드 할당
n CMS(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버)

n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AVS 환경에 업로드하기 전에 먼저 Azure Storage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공유 액세스 
서명을 사용하여 공유해야 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133

http://my.vmware.com/


2 Azure Portal에서 스토리지 계정으로 이동하고 VHD 파일에 대한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storage/common/storage-account-overview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공유 액세스 서명을 생성하는 동안 SAS 토큰이 생성됩니다. SAS 토큰을 스토리지 컨테이너 URL에 추가하여 
디스크 이미지 파일에 대한 스토리지 계정 URL을 구성해야 합니다.

a 스토리지 계정 > 속성 > URL로 이동하여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엽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스토리지 컨테
이너 URL을 기록해 둡니다.

b 공유 액세스 서명을 생성합니다. 스토리지 계정 > 공유 액세스 서명 > 리소스 유형 선택 및 SAS/연결 문
자열 생성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생성된 SAS 토큰을 기록해 둡니다.

c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스토리지 계정 URL을 구성합니다.

<StorageContainerPath>/HorizonCloudConnectorDiskImageName.vhd<SAS-
Token>

다음은 스토리지 계정 URL의 예입니다.

https://azurestorage1.blob.core.windows.net/vmware/horizon-cloud-
connector-1.8.0.0-16488286.vhd?
sv=2020-01-01&ss=bfqt&srt=sco&sp=rwdlapx&se=2020-01-01T12:00:00Z&st=2020-01-01T06:00:00
Z&spr=https&sig=dUPul74l4K0ah%2FdoCpaTTjY4t2Js8kBY%3D

3 생성한 스토리지 계정 URL에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a Horizon Cloud Connector 디스크 이미지가 포함된 VHD 파일을 추출한 로컬 시스템에 AzCopy 유틸
리티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AzCopy 유틸리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storage/

common/storage-use-azcopy-v10을 참조하십시오.

b VHD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AzCopy 유틸리티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zcopy cp <추출된 VHD 파일 경로> “<StorageAccountURL>” --blob-type PageBlob

다음은 로컬 Windows 컴퓨터에서 실행된 업로드 명령의 예를 보여 줍니다.

azcopy cp c:\horizon-cloud-connector-1.9.0.0-16488286.vhd "https://
azurestorage1.blob.core.windows.net/vmware/horizon-cloud-
connector-1.8.0.0-16488286.vhd?
sv=2020-01-01&ss=bfqt&srt=sco&sp=rwdlapx&se=2020-01-01T12:00:00Z&st=2020-01-01T06:00:00
Z&spr=https&sig=dUPul74l4K0ah%2FdoCpaTTjY4t2Js8kBY%3D" --blob-type PageBl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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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로드된 VHD 파일에서 VM(가상 시스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a Azure Portal에서 이미지로 이동하여 새 VM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의 이름을 입력하고 대상 위
치와 리소스 그룹을 지정합니다.

b 다음 옵션을 지정합니다.

n OS 유형 옵션을 Linux로 설정합니다.

n VM 세대 옵션을 Gen1로 설정합니다.

c 스토리지 blob의 경우 생성한 스토리지 계정 및 컨테이너를 찾은 후, 업로드한 VHD 파일을 선택합니다.

d 생성을 클릭하여 VHD 파일에서 VM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5 VM 이미지에서 장치 VM을 생성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배포합니다.

a Azure Portal에서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VM 이미지를 엽니다. VM 생성을 클릭합니다.

b 다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n 새 VM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n VM 크기 조정 방법을 확인하려면 장 4 1세대 Horizon Cloud 제어부가 있는 VMware Horizon 포
드 -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 2023년 5월 4일 서비스 릴리스에 맞춰 적절하게 업데이트됨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c 관리자 계정의 경우 사용자 이름으로 ccadmin을 지정합니다.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를 허용하기 위해 
이 ccadmin 사용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d SSH 액세스의 경우 SSH 공용 키 인증 방법을 지정합니다.

참고   SSH 공용 키 및 암호 인증 방법이 모두 지원됩니다. 그러나 SSH 공용 키는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
하며 기본 방법입니다.

e 방화벽 설정의 경우 다음 포트를 구성합니다.

n HTTPS에 대해 포트 443

n SSH에 대해 포트 22

장치에 대한 방화벽과 프록시 서버를 구성하려는 경우 특정 공용 URL을 허용하도록 장치를 구성해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
구 사항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f [네트워크 설정]으로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 공용 IP 주소 할당
을 지정합니다. 또한 HTTPS 및 SSH에 대한 공용 인바운드 포트를 지정합니다.

g VM 속성으로 이동하고 장치 VM의 IP 주소 및 FQDN을 기록해 둡니다. 브라우저 기반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액세스하려면 나중에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6 인터넷에 액세스하기 위해 환경에서 가상 장치에 HTTP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에 설명된 대로 장치에 대한 프록시 관련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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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CA 서명 인증서 구성의 설명에 따라 필요한 인증서를 구성합
니다.

8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의 단계
를 완료합니다.

9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대한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호스트 이름을 확인하
려면 DNS 서버에서 해당 FQDN을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고정 IP에 매핑하는 정방향 및 
역방향 조회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Horizon 포드 및 가상 장치가 Horizon 제어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의 단계에 따라 포드 온보딩 워크플
로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의 
Horizon 포드 연결 완료을 계속 진행합니다.

Horizon 포드 - Google Cloud VMware Engine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환경에 배포
이러한 단계에 따라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포드 배포
에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다운로드하고 배포합니다.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에서 포드 환경의 기본 
GCP(Google Cloud Platform) 인프라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해야 합니다.

참고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에 대한 배경 정보는 Horizon 포드 배포 아키텍처를 참조하십시오. GCVE 환
경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cloud.google.com/vmware-engine/docs에서 Google Cloud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Horizon Cloud Connector를 포드의 기본 GCP 인프라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단계의 개요입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TAR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n Google Cloud Storage 버켓을 생성하고 해당 버켓에 장치 TAR을 업로드합니다.

n 업로드된 TAR 파일에서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n 사용자 지정 이미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VM(가상 시스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에 설명된 커넥터 관련 전제 조

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와 연결할 때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Horizon Cloud 제어부와 통신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합
니다. 현재 환경에 따라 배포된 장치에서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야 하고 프록시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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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프록시 설정을 사용할 때의 프록시 관련 정보, 알려진 제
한 사항 및 알려진 문제를 검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 및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에서 프록시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n Google Cloud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Google Cloud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일부 배포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LI를 사용하려면 먼저 로컬 시스템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설치해야 합
니다.

n gsutil 도구. 관련 지침은 Google Cloud Storag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 Google Cloud SDK. 관련 지침은 Google Cloud SD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1 구독 이메일에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디스크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my.vmware.com에 로그인한 후 Horizon Cloud Connector 디
스크 이미지를 GZ 패키지로 압축된 TAR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시스템에 TAR 파일을 다운로드합
니다.

참고   장치를 GCVE 환경에 배포하려면 1.10 버전 이상의 Horizon Cloud Connector 디스크 이미지를 다
운로드합니다.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GCVE 환경에 업로드하기 전에 먼저 Google Cloud Storage 버켓을 생성해야 합니
다.

2 GCVE 환경에서 Google Cloud Storage 버켓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Google Cloud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3 다운로드한 TAR 파일을 Google Cloud Storage 버켓에 업로드합니다. Google Cloud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Google Cloud CLI(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GUI) GCVE 환경에 대한 Google Cloud Platform에 로그인합니다. Cloud Storage 페이지로 이동
하고 이전에 생성한 버켓을 선택한 다음, TAR 파일을 해당 버켓에 업로드합니다.

n (CLI) gsutil 콘솔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gsutil cp <file-path-to-TAR-file> gs://<bucket-name>

4 업로드된 TAR 파일에서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n (GUI) Google Cloud Platform에서 계산 엔진 > 이미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옵션
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생성] 페이지에서 Cloud Storage를 소스로 지정하고 버켓에 업로드된 TAR 파
일을 찾습니다. 다른 이미지 속성을 적절히 지정한 다음, 계속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새 이미지가 이미지 목록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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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LI) gsutil 콘솔에서 다음 예와 유사한 이미지 생성 명령을 실행합니다.

gcloud compute --project <project-name> images create <image-name> --description 
<image-description> --source-uri <TAR-file-uri>

참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명령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Cloud SDK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5 Horizon Cloud Connector VM 인스턴스의 생성 및 구성을 지원하려면 다음 예와 유사한 시작 스크립트를 
준비합니다.

#! /bin/bash
/usr/bin/python3 /opt/vmware/bin/configure-adapter.py --sshEnable
sudo useradd ccadmin
echo -e 'password\npassword' | passwd ccadmin
echo 'cs_ip cs_fqdn' >> /etc/hosts

이 예에서 스크립트는 다음 구성을 지원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 SSH 액세스 사용
n 정의된 암호(password)를 사용하여 장치에서 ccadmin 사용자 계정 생성
n 연결 서버 호스트 이름(cs_fqdn)에서 연결 서버 IP 주소(cs_ip) 확인

6 사용자 지정 이미지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VM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VM 크기 조정 또는 시스
템 유형에 대해 최소 n2-standard-8을 구성해야 합니다.

n (GUI) Google Cloud Platform에서 이미지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전에 생성한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선
택한 후 VM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VM 크기 조정 또는 시스템 유형에 대해 최소 n2-

standard-8을 지정하고,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부팅 디스크로 지정한 후 앞서 작성한 시작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다른 VM 속성을 적절하게 지정한 다음, 계속해서 VM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VM이 인스턴스 목록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n (CLI) gsutil 콘솔에서 다음 예와 유사한 인스턴스 생성 명령을 실행합니다.

gcloud compute --project <project-name> instances create <instance-name> 
--zone <zone> --machine-type <n2-standard-8-minimum> --network <network> 
--subnet <subnet> --maintenance-policy <maintenance-policy> --scopes <scope> 
--image <custom-TAR-image> --metadata startup-script=<startup-script>

참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명령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Cloud SDK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7 Horizon Cloud Connector VM이 시작된 후 VM 인스턴스의 구성을 편집하고 시작 스크립트를 제거합니
다.

중요   Horizon Cloud Connector를 재부팅할 때마다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인스턴스에서 시
작 스크립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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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Horizon 포드 및 가상 장치가 Horizon 제어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의 단계에 따라 포드 온보딩 워크플
로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의 
Horizon 포드 연결 완료을 계속 진행합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
록 설정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의 경우 장치를 포드와 연결하기 전에 기본 노드에서 SSH(보안 셸) 연결을 
사용하거나, 작업자 노드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1.10 및 이전 버전의 경우 포드와 연결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배포된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장치를 포드에 연결하기 전에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치가 포
드에 연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가이드" 에서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SSH 사용 또는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온 프레미스의 Horizon 포드 또는 VMware Cloud on AWS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고 포드의 환경으로 배포의 하위 항목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가 포드 환경에 성공적으로 배포되었으나 아직 연결 서버와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
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1.9 이상) SSH 액세스에 대해 권장되는 공개 키 인증을 사용하려면 SSH 공개 
키를 생성하고 장치 배포 중에 키를 등록합니다. 온 프레미스 및 일체형 SDDC Horizon 포드: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vSphere 환경에 배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배포 중에 공개 키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 항목의 뒷부분에 나오는 단계에 설명된 대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에 공개 키를 적절한 키 파일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온 프레미스 또는 VMware Cloud on AWS에서 Horizon 포드에 대해 Horizon Cloud Connector 1.9 이상의 
공개 키 인증을 사용하여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
중요   Horizon Cloud Connector 1.9부터 SSH 액세스가 root 사용자 계정에 대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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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ccadmin 사용자에 대해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
정합니다. 보안 모범 사례로, ccadmin 사용자를 장치에서 인증하기 위해 SSH 공개 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배포된 장치에 대한 콘솔을 실행하고, OVA를 vSphere 배포할 때 설정한 암호
와 root 계정을 사용하여 장치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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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admin 계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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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opt/vmware/bin/configure-adapter.py --sshEnable

4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공개 키 인증을 구성합니다.

n 장치 배포 마법사의 템플릿 사용자 지정 단계에서 SSH 공개 키를 등록한 경우, 공개 키 인증이 이미 구성
되어 있으므로 추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 프레미스 및 일체형 SDDC Horizon 포드: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
여 포드의 vSphere 환경에 배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장치 배포 중에 SSH 공개 키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고 
<IP_appliance>를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IP 주소로 바꿉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ccadmin 암호를 입력합니다.

ssh-copy-id ccadmin@<IP_appliance>

ssh-copy-id 명령은 공개 키를 ccadmin 사용자의 ~/.ssh/authorized_keys 파일에 복사합니다.

참고   공개 키 인증을 구성하지 않으면 암호 자격 증명이 SSH 액세스를 위해 ccadmin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안 향상을 위해 SSH 액세스를 위한 암호 인증 대신 공개 키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가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참고   사용 권한이 승격된 ccadmin 사용자로 명령을 실행하려면 SSH 세션의 명령에 sudo 접두사를 추가합니다.

온 프레미스 또는 VMware Cloud on AWS에서 Horizon 포드의 Horizon Cloud Connector 1.8 및 이전 버
전에 대한 SSH 액세스 사용
Horizon Cloud Connector 1.8 또는 이전 버전에 대한 SSH 연결을 열려면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root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1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배포된 장치에 대한 콘솔을 실행하고, OVA를 vSphere 배포할 때 설정한 암호
와 root 계정을 사용하여 장치에 로그인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opt/vmware/bin/configure-adapter.py --sshEnable

이제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가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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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프레미스 또는 VMware Cloud on AWS에서 Horizon 포드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
세스 비활성화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를 비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단계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opt/vmware/bin/configure-adapter.py --sshDisable

AVS(Azure VMware Solution)에서 Horizon 포드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 사용
1 Azure Portal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VM으로 이동합니다. 명령 실행 작업을 시작하고 

RunPowerShellScript를 선택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opt/vmware/bin/configure-adapter.py --sshEnable

이제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가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3 Horizon Cloud Connector 1.7을 배포한 경우 SSH 공용 키 인증을 사용하려면 다음 추가 명령을 실행합니
다.

chmod 744 /home/ccadmin

GCVE(Google Cloud VMware Engine)에서 Horizon 포드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
세스 사용
장치를 GCVE의 포드와 연결하기 전에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
면 Horizon Cloud Connector VM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시작 스크립트에 해당 줄을 포함합니다. Horizon 포
드 - Google Cloud VMware Engine와 페더레이션된 아키텍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포드의 환경에 배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에 수행할 작업
Horizon 포드 및 가상 장치가 Horizon 제어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후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의 Horizon 포드 연결 완료을 계속 진행합니다. 연
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Horizon Cloud Connector 웹 기반 구성 포털은 장치에 대한 SSH 액세스를 비활성
화하거나 이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SSH를 다시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환 기능을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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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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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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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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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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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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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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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orizon Cloud Connector 버전 1.3 이하)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p /etc/nginx/ssl/server.key /etc/nginx/ssl/server.key.o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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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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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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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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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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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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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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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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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기능 프로파일이 있는 Horizon Cloud Connector 1.8 또는 1.9: Horizon Cloud 
Service를 수동으로 활성화
Horizon Cloud Connector 1.8 또는 1.9를 배포하고 배포 마법사에서 기본 기능 프로파일을 선택한 경우에는 
Horizon 구독 라이센스 서비스만 활성화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제공하는 추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이 문서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보안 셸 세션
을 사용하여 명령을 실행합니다.

기본 기능 프로파일을 선택한 상태로 Horizon Cloud Connector 1.8 또는 1.9 장치를 배포하면 배포된 장치에서 
다음 구성 요소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 절차의 단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구성 요소 중 하나 이상을 수동
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는 특정 클라우드부 서비스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CSMS(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

이 구성 요소는 Horizon 포드에서 CMS(Cloud Monitoring Service)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기본 기능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할 때 CMS를 사용하려는 경우 아래 단계를 사용하
여 이 구성 요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CMS는 Cloud Monitoring Service의 통합 가시성 및 인사이트 소개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CBCS(Cloud Broker Client 서비스)

이 구성 요소는 Horizon 포드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Universal Broker를 사용
하고, Horizon 포드 리소스를 기준으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구성하려면 이 구성 요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Universal Broker는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ILS(이미지 지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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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 요소는 Horizon 포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의 시스템 이미지를 추적하고 관리하려면 이 이미지 지역 서비스를 활
성화해야 합니다.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중요   다음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 1.8 또는 1.9를 배포했으며 장치 배포 중에 기본 기능 프로파일을 선택한 경우에
만 이러한 단계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n 다른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이러한 수동 활성화 단계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다른 버전에는 수
동 활성화 단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n 전체 기능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버전 1.8 또는 1.9를 배포했다면 해당 수동 활성화 단계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이 시나리오에서는 Horizon 포드와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며 기
본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n 서비스를 활성화한 후에는 수동으로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CSMS 서비스를 비활성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면 sync failed 메시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드 연결을 완료하기 전에 테넌트 계정에서 CMS를 해제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CSMS 서비스 유지를 비활성화할 때 동기화 실패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참조
하십시오.

절차
1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1.8 또는 1.9 장치로 이동하여 활성화하려는 추가 서비스에 필요한 리소

스 용량을 구성합니다.

활성화할 추가 서비스 최소 리소스
CSMS(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 총 vCPU 7개, 8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CBCS(Cloud Broker Client 서비스) 총 vCPU 6개, 8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ILS(이미지 지역 서비스) 총 vCPU 6개, 7.5 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2개 이상 총 vCPU 8개, 8 GB 메모리(RAM), 40GB 데이터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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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하려는 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작합니다.

a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SSH(보안 셸) 세션을 열고 root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b 활성화하려는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서비스 명령
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Cloud 

Monitoring Service에 필요)

systemctl enable csms
systemctl restart csms

Cloud Broker Client 서비스 systemctl enable cbcs
systemctl restart cbcs

이미지 지역 서비스 systemctl enable ils
systemctl restart ils

 
다음에 수행할 작업
CSMS(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성화한 경우 테넌트의 CSMS가 전송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서비스를 동기화하려는 테넌트의 Cloud Monitoring Service 설정도 지정해야 합니다.

1 브라우저에서 테넌트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cloud.horizon.vmware.com의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고 [시작] 페이지로 이동한 후 페이지의 일반 설정 섹션을 확장하여 [Cloud Monitoring 

Service] 행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2 Cloud Monitoring Service 토글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토글이 꺼져 있으면 토글을 켭니다.

토글이 이미 켜져 있으면 먼저 토글을 끄고 몇 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토글을 다시 켭니다. 이렇게 하
면 서비스는 새로 활성화된 CSMS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기 시작합니다.

기본 Amazon EC2의 Horizon Cloud Connector에 Horizon Cloud 제어부 서비스를 수동
으로 활성화
기본 Amazon EC2 인프라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배포하면 구독 라이센스 서비스만 활성화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제공하는 추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보안 셸 세션을 사용합니다.

중요  
n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활성화하기로 한 경우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와 완전히 연결하기 전

에 활성화를 수행합니다. Horizon 포드 가상 장치가 연결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n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CSMS 서비스를 비활성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면 sync failed 메시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드 연결을 완료하기 전에 테넌트 계정에서 CMS를 해제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CSMS 서비스 유지를 비활성화할 때 동기화 실패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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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SMS(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

이 구성 요소는 Horizon 포드에서 CMS(Cloud Monitoring Service)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배포 및 연결된 Horizon 포드에서 CMS를 사용하려면 아래 단계를 사용하여 해당 구성 
요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CMS는 Cloud Monitoring Service의 통합 가시성 및 인사이트 소개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CBCS(Cloud Broker Client 서비스)

이 구성 요소는 Horizon 포드에서 Universal Broker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Universal Broker를 사용
하고, Horizon 포드 리소스를 기준으로 다중 클라우드 할당을 구성하려면 해당 구성 요소를 활성화해야 합니
다. Universal Broker는 Universal Broker의 시스템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ILS(이미지 지역 서비스)

이 구성 요소는 Horizon 포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의 시스템 이미지를 추적하고 관리하려면 해당 구성 요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Horizon 이미지 관리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현재 릴리스에서 Horizon 배포에 Horizon 이미지 관리 서비스(IMS)를 사용하는 것은 온-프레미스 배
포에서만 지원합니다. 온-프레미스 이외의 Horizon 배포에서 IMS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페더레이션된 배포를 위해 네이티브 Amazon EC2에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의 이미지 지역 서비스 구성 요소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해당 기능의 실제 사용은 현재 해당 페더
레이션된 배포 유형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VM의 버전이 장 4 1세대 Horizon Cloud 제어부가 있는 VMware 

Horizon 포드 -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 2023년 5월 4일 서비스 릴리스에 맞춰 적절하게 업데이트됨에 설명된 리
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포드 환경 내의 Amazon EC2 인프라에서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로 이동합니다.

2 사용하려는 각 서비스에 활성화 단계를 수행합니다.

a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에서 SSH(보안 셸) 세션을 열고 root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b /opt/container-data/conf/container-info 파일의 백업을 생성합니다.

cp /opt/container-data/conf/container-info  /opt/container-data/conf/container-info-
backup

c 편집하려면 /opt/container-data/conf/container-info 파일을 엽니다.

vi /opt/container-data/conf/container-info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150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9815E322-A13F-4E0A-B4F7-98B34A054D8F.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admin15/GUID-B11D8E3C-2CC1-4D01-B679-F899D40437E6.html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manage-images-from-cloud/GUID-3473F188-7029-43F8-A375-91C1216F9BA0.html


d 활성화할 각 서비스(CBCS(Cloud Broker Client 서비스), CSMS(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 및 ILS(이
미지 지역 서비스))에 “enabled” 플래그를 “n”에서 “y”로 업데이트합니다.

{
      "name": "cbcs",
      "namespace": "cbcs-system",
      "buildNumber": "1593-b1b5139",
      "enabled": "y",
      "firstboot": "y",
      "profile": "all",
      "imgUrl": "hcs-docker-local.artifactory.eng.vmware.com/hcs-broker/dev/websocket-
client:1593-b1b5139"
    },

    {
      "name": "csms",
      "namespace": "cms-system",
      "buildNumber": "ultron-10",
      "enabled": "y",
      "firstboot": "y",
      "profile": "all",
      "imgUrl": "eucsupp-docker-local.artifactory.eng.vmware.com/cloudmonitoring/
csms:ultron-10"
    },

    {
      "name": "ils",
      "namespace": "ils-system",
      "buildNumber": "9",
      "enabled": "y",
      "firstboot": "y",
      "profile": "all",
      "imgUrl": "hcs-docker-local.artifactory.eng.vmware.com/image-locality-service/
ils-k8-1/image-locality-service:9"
    }

e 파일을 저장합니다.

f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활성화하려는 각 서비스에 적절한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Cloud Broker Client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kubectl apply -f /opt/vmware/docker-container/cbcs/charts/cbcs-component.yaml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Cloud Monitoring Service를 활성화합니다.

kubectl apply -f /opt/vmware/docker-container/csms/charts/csms-component.yaml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이미지 지역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kubectl apply -f /opt/vmware/docker-container/ils/charts/ils-component.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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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CSMS(연결 서버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포드를 Horizon Cloud Connector와 연결한 다음 CSMS가 
전송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서비스를 동기화하는 테넌트의 Cloud Monitoring Service 설정도 지
정해야 합니다.

1 브라우저에서 테넌트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cloud.horizon.vmware.com의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고 [시작] 페이지로 이동한 후 페이지의 일반 설정 섹션을 확장하여 [Cloud Monitoring 

Service] 행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2 Cloud Monitoring Service 토글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토글이 꺼져 있으면 토글을 켭니다.

토글이 이미 켜져 있으면 먼저 토글을 끄고 몇 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토글을 다시 켭니다. 이렇게 하
면 서비스가 CSMS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기 시작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CSMS 서비스 유지를 비활성화할 때 동기화 실패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
이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CSMS 서비스를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우에 대한 모
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클라우드부의 모든 테넌트는 처음부터 CMS를 사용하도록 기본 설정된 상태로 생성되며 명
시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한 설정이 유지됩니다. CSMS 서비스가 포드의 Horizon Cloud Connector 내에서 비활
성화된 상태이고 테넌트 계정에 CMS(Cloud Monitoring Service) 설정이 켜져 있으면 해당 포드에 대해 sync 
failed 오류가 보고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CSMS를 비활성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우 포드를 Horizon Cloud Connector

와 연결하기 전에 테넌트 계정에서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고 테넌트 계정에서 CMS 설정을 해
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CMS(Cloud Monitoring Service)는 각 테넌트에 제공되는 클라우드부 서비스 중 하나지
만 CSMS 서비스는 클라우드부에서 해당 CMS와 통신하기 위해 Horizon Cloud Connector 내에서 실행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의 일부 배포에서는 버전 1.9에 기본 프로파일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와 같이 CSMS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러한 배포에서는 클라우드부의 Cloud 

Monitoring Service 기능을 활용할 준비가 되면 CSMS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넌트에 CMS 토글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시점에 CSMS 서비스가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CSMS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해당 포드에 sync failed 오류가 보고됩니다. CSMS 마이크로 서비스를 
비활성 상태로 두려는 해당 사용 사례에서 sync failed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게 하려면 포드를 Horizon Cloud 

Connector에 연결하기 전에 테넌트 계정에서 Cloud Monitoring Service를 해제해야 합니다.

테넌트 계정에서 Cloud Monitoring Service를 해제하려면 cloud.horizon.vmware.com에서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테넌트에 아직 포드가 없다면 로그인 직후 콘솔의 [시작] 페이지가 표시됩니
다. CMS 토글은 일반 설정 메뉴의 Cloud Monitoring Service 행에 있습니다. 일반 설정을 확장한 다음 Cloud 

Monitoring Service 행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Cloud Monitoring Service를 해제합니다. Cloud Monitoring 

Service가 해제된 후에는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은 CSMS 마이크로 서비스에 포드
를 연결하는 동시에 sync failed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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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포드 및 가상 장치가 Horizon 제어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
Horizon 포드를 Horizon 제어부 서비스에 온보딩하는 워크플로의 이 단계에서는 precheck.sh 진단 도구를 실
행하여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가 연결 프로세스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진단을 
실행하고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구성에서 발생하는 차단 문제를 수정하여 연결 프로세스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precheck.sh 진단 도구는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또는 이
전 버전의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여 배포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무시하고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의 Horizon 포드 연결 완료를 직접 진행합니다.

precheck.sh 진단 도구는 제어부를 Horizon 포드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구성 요소의 상태를 검증합
니다. 또한 이 도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n 인증서 및 프록시 설정과 관련된 구성이 올바릅니다.

n 제어부 및 Horizon Cloud ConnectorHorizon Connection Server와의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해 SSL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다음을 확인합니다.

n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 단계를 
포함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고 포드의 환경으로 배포의 단계를 완료했으며, 클라우
드 호스팅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이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하는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절차
1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에 대한 SSH 세션을 엽니다.

2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진단 도구를 실행합니다. CS-FQDN을 포드 연결 서버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
름)으로 바꿉니다.

sudo /opt/vmware/bin/precheck.sh CS-FQDN

진단 도구가 성공적인 연결을 방지하는 문제를 발견하면 다음 정보를 반환합니다.

n 문제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의 이름
n 문제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의 상태
n 연결된 오류 메시지 및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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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를 정상 및 준비 완료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권장 업데이트 적용 단계(있는 경우)

참고   진단 도구는 항상 출력의 일부로 다음 예상 조건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보고합니다. 두 조건은 정상적인 
것으로 온보딩 워크플로의 이 단계에서 예상되며, 두 조건 모두 연결 프로세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n Component/Service Name: "Cloud Broker Client Service" 
Status: "NOT_INITIALIZED" 
Message: Service is not initialized.

이 조건은 다중 클라우드 할당에 대한 Horizon Universal Broker 설정에 설명된 대로 사용하도록 설정
될 때까지 NOT_INITIALIZED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부 Universal Broker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Universal Broker가 NOT_INITIALIZED 상태인 경우에도 Horizon 포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차단 문제를 발생하지 않으며 무시해도 됩니다.

n Component/Service Name: "Connector Client Service" 
Status: "FAIL" 
Message: Connector service is initialized post on-boarding.

Horizon Cloud Connector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초기화 프로세스 중에 제어부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에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온보딩 워크플로의 이 단계에서는 실패 조건이 예상
됩니다. 연결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Horizon Cloud Connector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초기화
되고 FAIL 조건이 지워지게 됩니다.

3 진단 도구가 연결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문제를 보고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를 조사하고 
권장 업데이트 적용 단계를 수행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Cloud Broker 클라이언트 서비스" 및 
"Connector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대한 오류 조건은 차단 문제가 아니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2단계와 3단계를 반복하여 진단 도구를 다시 실행하고, 도구가 연결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차단 
문제를 보고하지 않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해 
연결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진단 도구에서 보고하는 차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연결 프로세스를 시도하면 연결 프로세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4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의 Horizon 포드 연결 완료의 단계에 
따라 포드 온보딩 워크플로를 계속 진행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로의 
Horizon 포드 연결 완료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에 온보딩하는 워크플로의 이 단계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
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가 Horizon 포드의 연결 서버와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세부 정보를 지
정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포드가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 연결됩니다.

중요   포드의 Horizon 구독 라이센스 및 기타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단 하나의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포드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장치를 포드와 연결하는 것은 장치 업
데이트 및 문제 해결 절차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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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프로세스에서 Horizon 포드, Horizon Cloud 및 Horizon Cloud Connector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림은 기존 Horizon 포드에 Horizon Cloud Service를 연결하여 Horizon 구독 라이센스, 클라우드 호스
팅 서비스 또는 둘 다 사용에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서 연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VMware KB(기술 자료) 문서 
79859에서 문제 해결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다음과 같은 필수 준비 단계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다운로드하고 포드의 환경으로 배포 아래에서 해당 하위 항목의 단계를 완료
했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포드 및 가상 장치가 Horizon 제어부와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의 단계를 완료했는지 확인합
니다.

또한 다음을 확인합니다.

n 기본 노드(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또는 가상 장치(Horizon Cloud Connector 1.10 이하)의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n 브라우저 기반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표시하기 위한 URL이 있습니다. 이 URL은 
https://IP-address/와 같은 가상 장치의 IP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IP-address는 장치의 IP 

주소입니다. 또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DNS 서버에 있는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의 IP 주소에 매핑한 경우 구성 포털의 URL은 해당 FQDN이 됩니다.

특히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에 설명된 모든 항목을 충족했
는지 확인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Horizon Cloud와 연결할 때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n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DNS 구성은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가 포드 연결 서버의 FQDN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가 DNS를 사용하여 연결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온보딩 마법사의 포드의 도메인 자격 증명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n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는 Horizon Cloud 제어부와 통신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하
며 브라우저 기반 구성 포털을 표시해야 합니다. 환경에 프록시 서버와 배포된 장치가 있는 프록시 구성을 사
용해야 하는 경우 환경에 필요한 프록시 설정을 사용하여 배포된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구성했
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 Horizon 

Cloud Connector의 알려진 고려 사항 및 Horizon Cloud Connector 1.6 이상에 대한 프록시 설정 수정에
서 프록시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n 포드를 연결하는 Horizon Cloud 고객 계정과 연결된 My VMware 계정의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기존 
Horizon 포드에 Horizon Cloud Service를 연결하여 Horizon 구독 라이센스,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또
는 둘 다 사용에 설명된 것처럼, 클라우드 관리부에서 인증을 받아 커넥터를 설정하고 Horizon 구독 제품에 
해당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위해 연결을 설정하려면 My VMware 계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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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마법사의 첫 번째 설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n Horizon Connection Server의 FQDN

n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NETBIOS 이름
n 해당 도메인에 있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의 계정 이름. 사용자 이름의 SAM 유형을 입력합니다. 

UPN(사용자 계정 이름)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사용자 계정은 Horizon Cloud 제어부 요구 사항 체크
리스트가 있는 Horizon 포드의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요구 사항 섹션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
1 웹 기반 구성 포털을 실행하기 위한 URL을 가져옵니다.

n (온-프레미스 또는 VMware Cloud on AWS의 Horizon 포드) 장치의 파란색 콘솔 화면에서 URL을 가
져옵니다.

n (Azure VMware Solution의 Horizon 포드) Azure Portal VM 속성에서 장치 VM으로 이동하고 장치 
VM의 IP 주소 또는 FQDN을 기록하여 URL을 획득합니다. https://IP-address 또는 https://
FQDN/과 같이 URL을 구성합니다.

2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URL로 이동합니다.

중요   이 단계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는 Horizon Cloud에 연결하여 로그인 화면을 표시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클라우드 제어부에서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인증합니다. 이 연결은 포트 443을 사용
하는 아웃바운드 HTTPS입니다.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지 않으면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에 로그인하기 위한 로그온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로그인 화면에서 My VMware 계정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로그인을 클릭하기 전에 입력한 자격 증명이 있는 로그인 화면의 예입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156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1C1A08A9-9C4C-4373-819A-C59F41DC29FD.html#horizon-pod-and-horizon-cloud-connector-requirements-2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1C1A08A9-9C4C-4373-819A-C59F41DC29FD.html#horizon-pod-and-horizon-cloud-connector-requirements-2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1C1A08A9-9C4C-4373-819A-C59F41DC29FD.html


서비스 약관 메시지가 표시되면 동의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구성 포털에 포드 온보딩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에서는 필드 완료 이전 단계를 
보여 줍니다.

참고   이때 시스템은 Horizon Cloud Connector 환경이 잘못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구성이 잘
못된 경우 구성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Horizon connection server에 연결 필드에 Horizon Cloud Connector를 연결할 포드 연결 서버 인스턴
스의 FQDN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를 입력하면 연결 버튼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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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QDN을 입력한 후에는 연결을 클릭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지정된 연결 서버와 통신하고 해당 인증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합니다. 이 프
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통신이 설정되면 검색된 인증서 정보가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연결 서버에 유효한 루트 CA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가 유효한지 자동으로 검사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
가 표시되고 해당 확인란을 클릭하여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 상황의 예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나면 표시된 인증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해당 확인란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계속 진
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결 서버에 유효한 루트 CA 인증서가 있으면 마법사가 정보가 유효한지 자동으로 검사하므로 다음 단
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확인란을 클릭한 후의 화면을 보여 줍니다.

6 자격 증명 섹션에서 이 연결 서버와 연결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도메인 이름 다음에, 해당 도메인의 Active Directory 사용자에 대한 SAM 유형의 계정 이름과 관련 암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n 도메인 이름 부분 없이 SAM 유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UPN(사용자 계정 이름)은 입력하지 마십
시오. UI 필드가 UPN 형식을 수락하고 이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UPN 양식을 입력하면 후속 온보
딩 작업이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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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 관리자 계정에는 포드에 대한 루트 액세스 권한이 있는 관리자 역할이 Horizon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
어야 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스크린샷은 이 화면 영역을 보여 줍니다.

참고   이때 시스템은 지정된 연결 서버 인스턴스가 Horizon Cloud Connector의 다른 인스턴스와 이미 연
결되어 있는지 감지합니다. 이 경우 페이지에는 기존 연결을 삭제하고 이 연결 서버를 새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와 연결하는 새 설치 작업을 수행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새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가 기존 인스턴스보다 나중 버전인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를 수
동으로 업데이트에 설명된 대로 기존 장치 구성을 새 Horizon Cloud Connector 인스턴스로 복사하는 업그
레이드 작업을 수행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의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포드를 계속 연결하려면 메시지에서 적절한 작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법사의 2단계가 표시됩니다.

8 이 마법사 단계에서 포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정보를 입력한 이 단계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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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부 정보는 클라우드 관리부에서 쌍으로 연결된 연결 서버 인스턴스와 Horizon Cloud Connector

를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이름, 위치 및 설명이 관리 콘
솔에 표시되므로 제어부에 연결된 다른 포드와 이 포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명
이름 Horizon Cloud 테넌트 환경에서 이 포드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센터 위치 기존 위치를 선택하거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이 포드에 사용할 새 위치를 지정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관리 콘솔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따라 포드가 그룹화된 후 표시됩니
다.

도시 이름 텍스트 상자에 도시 이름 입력을 시작합니다. 입력한 문자와 일치하는 세계 도시 
이름이 자동으로 해당 백엔드 지역 조회 테이블에 표시되므로 해당 목록에서 도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의 자동 완성 목록에서 도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문제로 인해 위
치 이름이 지역화되지 않았습니다.

설명 선택 사항: 이 포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9 저장을 클릭하여 마법사의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마법사의 구성 단계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은 지정된 연결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고 최종 구성 단
계를 완료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 단계의 예입니다.

시스템에서 포드가 Horizon Cloud 제어부에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면 구성 후 관리 태스크에 대
한 몇 가지 지침 텍스트 및 작업 단추가 포함된 축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는 활성화된 클라우드 호스
팅 서비스의 상태도 표시됩니다. 회색 파선 아이콘은 서비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표시할 상태가 없음을 나
타냅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축하 화면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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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상 비활성화된 상태로 표시되는 구성 요소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향후 서비스 릴
리스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결 서버가 vSphere 인프라에 있는 경우 Horizon Cloud Connector vCenter Server 세부 정보 창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및 연결된 연결 서버가 VMware SDDC 또는 온-프레미스의 vSphere 인프라
에 설치되면 Horizon Cloud Connector vCenter Server 세부 정보 창이 축하 화면 앞에 자동으로 열립니
다.

페더레이션된 배포 유형에서와 같이 Horizon Cloud Connector 및 연결 서버가 기본적으로 공용 클라우드 
인프라에 설치되는 경우 이 기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창을 닫으려면 "관리 가이드" 의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의 자동화된 업데이트 문서에 설명
된 대로 vCenter Server 및 네트워크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포드별로 사용하
도록 설정되는 선택적 기능인 경우에도 이러한 세부 정보는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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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세부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Horizon Cloud Connector vCenter Server 세부 정보 창을 닫으면 
vCenter Server 및 네트워크 세부 정보 구성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입력할 때까지 영구 주의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처음에 나타나는 창의 예를 보여 줍니다..

결과
이 시점에 도달하면 연결 워크플로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VMware에서는 일반적으로 포드를 클라우드 
제어부와 연결하고 30분 내에 구독 라이센스를 활성화합니다. VMware에서 구독 라이센스를 활성화한 경우 포드
가 구독 유형의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포드의 웹 기반 관리 콘솔에 표시됩니다. 다음 화면은 샘플 
그림입니다.

주의   4시간이 지났는데 포드의 웹 기반 관리 콘솔 라이센스 영역에 라이센스 서비스에 연결됨 메시지가 표시되
지 않으면 VMware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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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수행할 작업
이제 포드는 Horizon Cloud와 연결됩니다.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해당 Horizon Cloud Connector 관
리 및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 가이드" 에서 Horizon 포드가 Horizon Cloud와 연결된 후 
Horizon Cloud Connector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지원하려면 작업자 노드를 배포합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에 작업자 노드 추가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Horizon Cloud Connector 2.0 이상 -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
에 작업자 노드 추가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지원하려면 기본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
에 작업자 노드를 추가하여 이중 노드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작업자 노드에는 Horizon Cloud Connector 애플
리케이션 서비스의 복제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작업자 노드를 추가하려면 먼저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작업자 노드를 포드의 vSphere 환경에 
배포합니다. 그런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작업자 노드를 기본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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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Connector의 노드, 클러스터, Fault Tolerance 및 고가용성 기능에 대한 개요는 Horizon 

Cloud Connector 클러스터, 노드 수준 고가용성 및 서비스 수준 Fault Toleranc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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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요구 사항
다음과 같은 필수 사전 단계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n 포드의 vSphere 환경에 Horizon Cloud Connector 다운로드 및 배포에 설명된 대로 클러스터의 기본 노드
를 배포하고 Horizon Cloud Connector를 Horizon 포드와 연결합니다.

n Horizon Cloud와 Horizon Cloud Connector 가상 장치 간에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DNS, 포트 및 프로토
콜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작업자 노드를 배포하려면 포드의 vSphere 환경에 Horizon Cloud Connector 다운로드 및 배포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Connector 장치를 OVF 템플릿으로 배포하기 위한 일반 절차를 따르십시오. 다음 옵
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n 템플릿 사용자 지정 마법사 페이지에서 작업자 노드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자 
노드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기본 노드가 배포됩니다.

n 작업자 노드의 ccadmin 사용자에 대한 SSH 공용 키를 구성합니다. 이 절차의 후반부에서 필요한 명령을 
실행하려면 작업자 노드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2 배포가 완료되면 vSphere Client를 사용하여 작업자 노드 VM의 전원을 켜야 합니다. 파란색 콘솔 화면에서 
Horizon Cloud Connector 구성 포털을 실행하기 위한 노드의 URL을 기록해 둡니다.

3 ccadmin 계정의 작업자 노드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클러스터의 기본 노드에 대한 SSH 세션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WORKER_IP>는 이전에 
생성한 작업자 노드의 IP 주소입니다.

/opt/vmware/sbin/primary-cluster-config.sh -as <WORKER_IP>

5 작업자 노드에 계속 연결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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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령이 중단 없이 실행되도록 허용합니다. 명령 출력의 끝에서 다음 예와 유사한 줄을 찾습니다. 여기서 
<PRIMARY_IP>는 기본 노드 VM의 IP 주소입니다.

Please run the following command on worker node to join the cluster:
/opt/vmware/sbin/worker-cluster-config.sh -a <PRIMARY_IP> <TOKEN 1> <TOKEN 2>

이 cluster-join 명령을 기록해 둡니다.

7 작업자 노드에 대한 SSH 세션을 열고 이전 단계에서 얻은 cluster-join 명령을 실행합니다.

/opt/vmware/sbin/worker-cluster-config.sh -a <PRIMARY_IP> <TOKEN 1> <TOKEN 2>

8 작업자 노드를 클러스터에 가입한 후 기본 노드 VM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새 클러스터 멤버 자격을 확인
합니다.

kubectl get nodes -o wide

명령으로 인해 반환된 출력에서 기본 노드와 작업자 노드가 모두 해당 IP 주소로 식별된 클러스터의 등록된 멤
버로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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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주요 특성 6
이 설명서 페이지에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주요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
포를 Horizon Cloud 포드라고도 합니다.

다음 항목도 참조하십시오.

n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및 포드 온보딩은 테넌트 계정이 새로 생성될 때 수행할 작업, 첫 번째 포
드를 배포하기 전 0일차 작업 및 포드 온보딩의 1일차 작업을 소개합니다.

n 간소화된 개념 증명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포드 배포 시작의 그림.

간단한 소개
Horizon Cloud 포드는 Horizon Cloud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포드 관리자 기술은 Microsoft 

Azure 구독에서만 실행되며 VMware SDDC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는 HorizonHorizon Connection Server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배포 유형과는 별개입니다.

배포
자동화된 포드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를 배포하여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를 배포합니다. Microsoft Azure의 클라우드 용량을 위한 구독이 있어야 하며, 해당 구독 정보를 불러와서 해당 
클라우드 용량을 Horizon Cloud 테넌트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마법사는 필수 VMwar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구독에 배포하고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생성합니다.

배포된 VMware 소프트웨어는 포드라고 하는 적절하게 구성된 엔티티를 생성하며, 이 포드는 제어부와 연결됩니
다.

포드를 배포한 후에는 제어부를 사용하여 VDI 데스크톱 및 RDSH를 프로비저닝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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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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포드를 Microsoft Azure에 배포하고 동일한 관리 콘솔에서 모든 포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드 후에 배포하는 포드는 첫 번째 포드와 동일한 VNet을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VNe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각 포드는 다른 Microsoft Azure 지역에 위치하면서 각 지역의 VNe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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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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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DSH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RDSH 팜용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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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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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에 외부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모두 있고,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와 동일한 VNet으로 배포하
고, 외부 게이트웨이 VM의 3개 NIC, 내부 게이트웨이 VM의 2개 NIC,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용으로 공
용 IP를 설정한 포드의 Horizon Cloud Pod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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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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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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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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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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VMware 리소스
다음 리소스는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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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VMware 기술 리소스 설명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포드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획득 및 구성해야 하는 자산에 대

해 알아보십시오.

VMware Horizon Cloud를 사용하는 
Microsoft Azure의 네트워킹 및 
Active Directory 고려 사항

이 문서에서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Microsoft Active Directory를 사
용하는 방법과 네트워킹 연결에 대한 다양한 옵션 및 모범 사례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보안 고려 사항
이 문서에서 환경의 보안 세부 정보와 저장된 데이터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RDS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기술 문서 다운로드)

이 문서에서 RDS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최적의 사용자 밀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팜 배포 및 전원 관리 설정과 관련된 비용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십시오.

본 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n 간소화된 개념 증명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포드 배포 시작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첫 번째 포드 배포 - 개략적인 워크플로
n Microsoft Azure로 Horizon Cloud 포드 배포 준비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포드 자동 배포 수행
n 포드 배포 또는 최초 도메인 바인딩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문제 해결

간소화된 개념 증명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포드 배포 시작
이 페이지에서는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간단한 사전 점검에 사용할 포드의 구성 
요소와 단계별 방법을 설명합니다.

PoC AD
등록

Azure Cloud
준비

포드 추가
마법사 실행

Horizon Cloud
사용 시작

Horizon Cloud
계정 획득 

간단한 소개
이 페이지는 개념 증명, 홈 랩, 파일럿, 평가판 환경 등과 같은 사전 점검 환경에 적합한 원활하고 간소화된 포드 배
포를 생성하는 단계별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전 점검이 완료된 후에 해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이 방법은 단일 구독, 하나의 기본 VNet 및 로컬 PoC Active Directory VM에만 사용하기 위
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경우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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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VMware 전문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VMware 전문 서비스는 제공 전문가 프로그램
을 통해 특정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된 구현 및 온보딩에 대
한 설계-구축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간소화된 초기 배포를 위한 구성 요소
이 페이지에 설명된 단계별 제조법은 졸업생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필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증명했습니다.

구성 요소
n 업계 표준 신용 카드로 지원되는 하나의 종량제 Azure 구독
n West US 3 해당 구독의 Azure 지역 위치
n 512개 주소(10.0.0.0/23)에 대해 구성된 해당 구독의 하나의 기본 단일 VNet

n Active Directory 등록 흐름을 충족하기 위한 해당 VNet의 로컬 PoC Active Directory VM

n Azure API 호출을 수행하기 위해 Contributor에 대해 설정한 앱 등록에 Azure 기본 제공 Horizon 

Cloud Service 역할을 사용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 West US 3 영역이 PoC 배포의 두 가지 목표, 즉 해당 지역이 의도된 VDI 최종 사용
자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것과 해당 지역이 종량제 구독을 사용하여 배포의 Azure 관리 
PostgreSQL 서비스 및 VM 제품군 vCPU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충족했으므로 West US 3 지역이 
이 방법에 사용된 것입니다.

간소화
n 나중에 [포드 편집]을 사용하여 배포된 포드에 게이트웨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게이트웨

이 구성 토글을 끈 상태로 배포함으로써 방법을 간소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트웨이 구성에 필요한 SSL 인증서를 가져오는 동시에 초기 배포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n 할당량 확인 단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Windows 11 OS(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골든 이미지에 대해 시스
템에 필요한 VM 제품군의 할당량 확인을 생략합니다. 시스템의 Windows 11 골든 이미지에는 
Windows 10 골든 이미지와는 다른 VM 모델이 필요합니다. 단순화하기 위해 할당량 확인에서 
Windows 11 사용 사례를 생략합니다.

Azure Portal을 사용하는 경우
Microsoft Azure 준비와 관련된 작업은 Azure Portal에서 수행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Azure Portal을 참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해하십시오.

n Microsoft는 시간을 두고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173

https://www.vmware.com/content/dam/digitalmarketing/vmware/en/pdf/datasheet/vmw-ps-remote-delivery-specialist-datasheet.pdf


n 또한 모든 사용자의 계정 액세스 및 포털 설정에 따라 개인별로 포털 환경을 설정합니다.

n 여기에 나오는 스크린샷과 Azure Portal에 표시되는 레이블 및 이름을 Microsoft의 변경 사항에 따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 이 페이지의 스크린샷과 레이블 및 이름은 Microsoft가 업데이트를 롤아웃하고 포털 환경을 개인 설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 Azure Portal에 표시되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PoC 페이지에서는 Azure Portal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용어 "창" 을 사용합니다.

Microsoft Azure Cloud 준비

Azure Cloud
준비

이 PoC 방법의 경우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PoC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필요한 요소로 Microsoft 

Azure 구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섹션에 포함된 스크린샷은 이 페이지의 단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종량제 구독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보
여 줍니다.

Microsoft는 사용자가 보고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을 개인 설정하므로 특정 Azure 환경에 표시되는 세부 정보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1

Azure
구독
획득

배포
보존 

2

필수
리소스
제공자
등록

할당량 확인
및 배포

3

할당량
확인/증가

요구 사항에
맞추기

4

애플리케이션
등록 생성

Azure API 를 사용하는
API 호출의 경우

5

네트워킹
설정

VNet
서브넷
DNS

6

VNet 의 로컬
Active Directory VM 

PoC 배포의 경우
AD, DNS 서비스

 Azure 구독 획득
PoC에 대한 첫 번째 작업은 PoC 배포에 대한 Azure 구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의에 따라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Microsoft Azure 구독
에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 Microsoft는 무료 유형, 종량제 및 엔터프라이즈 유형 구독과 같은 주요 Azure 구독 유형
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종량제 및 엔터프라이즈 유형 구독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필요한 할당량 수준을 
지원하는 구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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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는 일반적으로 무료 유형의 계정에서 할당량 수준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료 계정
을 Horizon Cloud 배포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없습니다.

PoC 배포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후 30일 동안 $200 Azure 크레딧을 사용하도록 하는 무료 Azure 계정에 등록합니다.

2 해당 무료 Azure 계정을 종량제 계정으로 즉시 변환합니다. $200 Azure 크레딧은 해당 종량제 계정에
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Horizon 범용 구독 라이센스 60일 평가판에 등록합니다(아직 Horizon Cloud 테넌트가 없는 경우의 요
구 사항).

4 VMware에서 Horizon Cloud 테넌트를 구성하는 동안 Azure 준비 항목 2 - 6을 계속 완료합니다.

5 Horizon Cloud 시작 이메일이 수신되면 로그인하고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할 준비가 되면서 Azure 구
독이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 5개의 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zure 구독을 획득한 경우 Azure Portal에 로그인하여 해당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Microsoft Azure 준비 작업(2~5)은 모두 Azure 구독 내에서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구
독에 대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zure Portal에 로그인합니다.

 필수 리소스 제공자 등록
이제 PoC 포드 배포에 필요한 모든 필수 리소스 제공자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특정 Azure 지역 위치에서 필수 항목의 가용성을 확인하는 다음 PoC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Microsoft.DBforPostgreSQL, Microsoft.Sql 및 Microsoft.Compute 리소스 제공자가 Registered 상태
가 되도록 Azure Portal에서 올바른 데이터를 표시해야 합니다.

[포드 추가] 마법사에 필요한 모든 추가 리소스 제공자를 지금 등록하면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포드 
추가] 마법사에 필요한 항목은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할 때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Azure Portal에서 각 리소스 제공자가 Unregistered에서 Registered 상태로 전환되는 데 최대 10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단계
1 Azure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ttps://portal.azure.com의 Azure Portal에 로그인합니다.

2 포털의 상단 검색 창에 구독을 입력하여 구독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해당 구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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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을 클릭하면 포털에 [구독] 창이 표시되고 로그인 자격 증명과 연결된 구독이 나열됩니다.

이 PoC에 사용하기 위해 획득한 구독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으면 구독 == 전역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표시되는 후속 상자에서 선택한 구독만 표시 상자를 선택 취소하고 적용을 클릭하여 필터가 구독 
== 모두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3 이 PoC에 사용할 구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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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독 창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리소스 제공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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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리소스 제공자를 클릭하면 [리소스 제공자] 창이 열립니다.

6 다음 표의 필수 리소스 제공자 각각에 대해 [리소스 제공자] 창을 스크롤하여 해당 리소스 제공자 옆에 
Registered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스크린샷은 Registered 상태를 볼 수 있는 위치를 보여 줍니다.

Microsoft Azure 표준 동작으로 인해 일부 리소스 제공자가 새로운 Azure 구독에서 이미 Registered 
상태를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zure는 Azure 구독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Azure 

Marketplace를 사용하기를 원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새 Azure 구독은 일반적으로 이미 
Microsoft.MarketplaceOrdering의 상태가 Registered입니다.

7 이러한 필수 리소스 제공자 중 하나에 대해 NotRegistered 줄이 표시되면 해당 제공자 중 하나를 선택
하고 창 맨 위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제공자를 Registered 상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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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클릭하면 다음 예제 스크린샷과 같이 창에 Registering이 표시됩니다.

등록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 포털의 [리소스 제공자] 창이 자동으로 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최신 상태를 
보려면 새로 고침을 클릭해야 합니다. 각 리소스 제공자의 상태가 Registering에서 Registered로 변
경되는 데 최대 1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구독에 대한 [리소스 제공자] 창에서 모두 Registered 상태를 표시할 때까지 다음 표의 리소스 제공자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단계를 반복합니다.

표 6-1. PoC에 대한 필수 리소스 제공자
리소스 제공자
Microsoft.Authorization

Microsoft.Compute

Microsoft.DBforPostgreSQL

microsoft.insights

Microsoft.KeyVault

Microsoft.MarketplaceOrdering

Microsoft.Network

Microsoft.ResourceGraph

Microsoft.ResourceHealth

Microsoft.Resources

Microsoft.Security

Microsoft.Sql

Microsoft.Storage

 가용성 및 할당량 제한 확인, 필요에 따라 증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는 배포를 배치할 특정 Azure 지역 위치를 결정합니다.

지연 시간이 짧은 경우 일반적으로 의도한 VDI 최종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Azure 위치에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배치합니다.

Microsoft는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 위치에서 특정 Azure 서비스 및 할당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PoC 배포
에 사용할 후보 위치 목록을 간략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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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종량제 구독에서 France Central에 대한 표준 Dv3 제품군 vCPU의 가용성을 확인한 날에 작성한 
다음 스크린샷을 참조하십시오. 이 스크린샷은 Microsoft Azure에서 구독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이 핵심 VM 제
품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모범 사례 방법
1 간략한 목록의 각 후보 지역에 대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필수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비스 및 특정 VM 제품군의 가용성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지역 중 하나가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와 VM 제품군의 가용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PoC 

배포를 위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3 게이트웨이 추가, 몇 개의 골든 이미지, 데스크톱 풀 및 다중 세션 팜 생성에 이르는 2일차 항목과 초기 포
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해당 지역의 VM 제품군 vCPU 및 총 지역 vCPU를 늘립니다.

표 6-2. 해당 방법의 경우 구독의 후보 위치에서 다음 항목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용도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 5세대, 메모리 최적화, 

vCore 2개, 10GB 스토리지
포드 자체

표준 Dv3 제품군 vCPU - vCPU 10개 포드 관리 VM용 vCPU 8개 및 1개의 RDS 골든 이미지용 vCPU 2

개(배포 후 추가된 이미지)

표준 DSv2 제품군 vCPU - vCPU 4개 단일 세션 Windows 10 골든 이미지 1개용 vCPU 2개 및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골든 이미지 1개용 vCPU 2

개. (이러한 이미지는 시스템의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
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표준 Av2 제품군 vCPU - vCPU 9개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배포 후 추가된 게이트웨이)에는 8개
의 vCPU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PoC 방법을 위해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및 도메인 컨트롤러 시스템에 이 Av2 제품군의 
vCPU VM 1개를 사용합니다. 이 예상 값은 9개의 vCPU(8+1)로 계
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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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해당 방법의 경우 구독의 후보 위치에서 다음 항목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속)

항목 용도
선택 사항: 표준 NVSv3 제품군 vCPU - vCPU 12개 * (데스크톱 1

대 이상)

PoC에서 GPU 지원 골든 이미지 및 데스크톱을 시도하려는 경우. 

이 NVSv3 제품군에서 골든 이미지용 vCPU 12개, vCPU 12개에 
해당 이미지를 기준으로 시도하려는 데스크톱 수를 곱한 개수를 추
가로 사용.

PoC 단일 세션 가상 데스크톱 및 다중 세션 팜을 위한 VM 제품군 포드에서 제공하는 가상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는 이를 위해 다양한 VM 제품군
을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각 단일 세션 또는 다중 세션 가상 인스
턴스에 대해 최소 2개의 vCPU가 권장됩니다. PoC 방법을 위해 표
준 Dv3 제품군 vCPU와 20개의 단일 세션 Windows 데스크톱, 2

개의 다중 세션 Windows 데스크톱 및 2개의 다중 세션 RDSH 서
버를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예상 값은 해당 제품군에서 48개의 
vCPU(24 x 2개 vCPU)로 계산됩니다.

위의 수치는 이 페이지의 소개에 설명된 대로 간단한 PoC 방식에 해당하는 수치만 반영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복
잡한 포드 배포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대규모 데스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 초기 배포의 업그
레이드, 서비스의 Windows 11 OS 지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가용성 및 할당량 제한 확인 예
먼저, Azure Portal에서 첫 번째로 선택한 후보 위치에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 - 단일 서버를 
생성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후보에서 필요한 VM 제품군 vCPU의 가용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PoC 작업 2가 완료되어 Microsoft.DBforPostgreSQL, Microsoft.Sql 및 
Microsoft.Compute 리소스 제공자가 Registered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예의 스크린샷은 이 페이지의 단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종량제 구독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보여 줍니다. 

Microsoft는 사용자가 보고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을 개인 설정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달라집니다.

1단계 - 상위 경쟁자를 식별하기 위해 해당 위치에서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생성을 시작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특정 지역 위치에 단일 서버 유형의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 포드 배포도 차단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을 먼저 증명하는 것이 좋습
니다.

1 Azure Portal의 상단 검색 창에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를 입력하여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 아이콘을 확인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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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털의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서버 창에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는 Microsoft 

Azure가 후보 위치에서 생성을 허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법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3 단일 서버 옵션에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포드 배포자는 단일 서버 유형을 사용하며 위치의 가용성을 확
인하기 위해 유사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Azure Portal에 유연한 서버를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더라도 단일 서버 만들기 경로를 선택합니다.

4 단일 서버 창에서 위치 메뉴로 스크롤하여 후보 지역 위치를 선택합니다.

Azure Portal에 구독에 대해 이 위치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간략한 위치 목
록의 다음 후보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종량제 구독에서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고 (Asia Pacific) Southeast Asia를 선택하면 
Currently, the service is not available in this location for your subscription.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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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는 지역별 및 구독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Asia Pacific) East Asia의 다음 후보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았습
니다.

선택한 위치에 대한 위치 메뉴 아래에 어떤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으면 해당 위치는 다음 확인 단계로 이동
하여 해당 후보 위치의 VM 제품군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5 X를 클릭해 창을 닫아 단일 서버 창을 닫습니다. 포털이 저장되지 않은 편집 내용을 삭제하도록 허용합니
다.

2단계 - 1단계에서 식별된 위치를 사용하여 해당 위치에서 VM 제품군 vCPU의 가용성을 확인합니다.

1 Azure Portal의 상단 검색 창에 할당량을 입력하여 할당량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해당 할당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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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을 클릭하면 포털에 [할당량] 창이 표시됩니다.

2 Microsoft.Compute를 클릭합니다.

내 할당량 창의 맨 위에 필터링 상자가 표시되고 제공자 필터가 Microsoft.Compute로 설정되어 있습
니다.

3 위치 메뉴에서 후보 위치를 선택하고 구독 메뉴에서 이 PoC에 사용 중인 구독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스크린샷은 위치 West US 3 및 PoC 구독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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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보 위치에 대해 다음 각 제품군의 VM 제품군 vCPU 가용성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군
의 할당량을 늘립니다.

표 6-3. 포드 배포용 제품군 vCPU 및 배포 후 VDI

VM 제품군 필요한 가용 vCPU

표준 Dv3 제품군 vCPU 총 10개의 vCPU(PoC 포드 자체용 vCPU 8개와 배포 후에 
하나의 RDSH 골든 이미지 생성에 사용할 vCPU 2개)

표준 DSv2 제품군 vCPU 총 4개의 vCPU(하나의 단일 세션 Windows 10 골든 이미지 
및 하나의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션 골든 이미지
의 배포 후 생성에 사용)

표준 Av2 제품군 vCPU 총 9개의 vCPU(포드의 게이트웨이용 vCPU 8개 및 PoC 로
컬 Active Directory용 vCPU 1개)

선택 사항: 표준 NVSv3 제품군 vCPU 골든 이미지용 vCPU 12개와 사용해 보려는 데스크톱 수 X 12

PoC 단일 세션 VDI 데스크톱 및 다중 세션 팜을 위한 원하는 
VM 제품군

PoC 방법을 위해 표준 Dv3 제품군 vCPU와 20개의 단일 세
션 Windows 데스크톱, 2개의 다중 세션 Windows 데스크
톱 및 2개의 다중 세션 RDSH 서버를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
다. 이 경우 해당 표준 Dv3 제품군 vCPU의 48개 vCPU(24 

x 2 vCPU)로 계산됩니다.

5 3단계의 VM 제품군에 대해 VM 제품군 이름 옆에 ⓘ 기호(원 안의 소문자 i)가 표시되면 해당 기호를 클
릭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없는 VM 크기 메시지가 표시되면 목록에서 해당 후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단계 -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반복하여 실행 가능한 새 후보를 식별한 다음, VM 제품
군에서 이 확인 작업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종량제 구독에서 France Central에 대한 표준 Dv3 제품군 vCPU의 가용성을 확인한 날에 
작성한 다음 스크린샷을 참조하십시오. 이 스크린샷은 Microsoft Azure에서 구독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이 VM 제품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Microsoft는 사용자가 보고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을 개인 설정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부 사항이 달
라집니다.

6 제품군의 사용 가능한 용량이 위 표의 수치보다 적으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제품군의 할당량을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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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 스크린샷은 구독에 현재 West US 3 위치에서 사용 중인 표준 Dv3 제품군 vCPU의 
0%(0% 사용량)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현재 할당량이 최대 10까지만 허용되며, 이것은 너무 낮은 
수치임을 나타냅니다. PoC에 따르면 표준 Dv3 제품군 vCPU에서 10개가 넘는 vCPU를 사용해야 하므
로 할당량 최댓값을 늘려야 합니다.

Microsoft는 개별 VM 제품군 vCPU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종량제 구
독에서는 위에 표시된 화면에서 사용량 수치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해당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위치 및 구독 내에서 해당 VM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최대 vCPU 수
로 할당량을 늘리는 요청을 지정하는 양식이 열립니다.

참고   Microsoft는 자체적으로 사용자 요청을 승인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증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Microsoft에 대한 지원 요청을 열 수 있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7 위 단계를 사용하여 단일 서버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및 VM 제품군 vCPU 모두에 대한 
가용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위치를 식별한 후 지역 위치의 총 지역 vCPU 수준을 확인하여 사용되지 않
은 사용 가능한 vCPU 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스크린샷에서는 구독의 West US 3 위치에 대해 총 지역 vCPU의 총 할당량이 최대 10이며 
이 수치는 PoC 방법에 필요한 71보다 훨씬 적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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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에서 지역의 총 지역 vCPU 수 할당량 수준에 따라 총 사용량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vCPU 수가 PoC 

배포에 필요한 총 가용 vCPU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표시되면 총 지역 vCPU 수 수준도 늘
려야 합니다.

3단계 - 후보 지역의 총 지역 vCPU 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늘립니다.

개별 VM 제품군 vCPU에 대한 할당량 제한을 늘린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PoC 방법에 맞게 원하는 Azure 지역 위치에 총 71개 이상의 새 vCPU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Azure에서 총 
지역 vCPU가 확인할 할당량입니다. (이 71개에는 포드 자체용 vCPU 16개와 외부 게이트웨이 1개, 로컬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버, 약 3개의 골든 이미지 및 약 20대의 가상 데스크톱이 포함됩니다. 이 수치에
는 GPU 지원 NV 제품군 이미지 또는 데스크톱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포함하려면 vCPU 12개와 GPU 

데스크톱 수 x12개의 vCPU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1 이전 단계와 동일한 [내 할당량] 창에서 배포에 사용할 위치 및 구독을 선택하고 총 지역 vCPU 수에 대한 
행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스크린샷은 배포에 사용할 West US 3 위치 및 구독에 대한 총 지역 vCPU 수를 나타냅니
다.

2 X of Y사용량 열에 표시된 수치가 사용 가능한(사용되지 않은) vCPU 수가 PoC에 필요한 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X of Y 수치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최대 수를 늘리십시오(Y 늘리
기).

사용자의 수치는 자체 구독 및 위치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므로 특정 수치가 스크린샷의 수치와 다르게 보
일 수 있습니다.

델타(Y - X = Z)를 확인하여 사용할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vCPU 수를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
용량에 10 of 15가 표시되는 경우 델타는 사용 가능한 5개(15 - 10 = 5)입니다. 해당 PoC를 수용하
려면 이러한 낮은 수치를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종량제 구독의 경우 구독에 아직 VM이 없으므로 초기 사용량이 0 of 10으로 표시되며, 포드, 외
부 게이트웨이, Active Directory 도메인 시스템, 3개의 골든 이미지 및 20개의 가상 데스크톱 예상 수
준을 수용하기 위해 최댓값을 71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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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한 후 할당량 증가 요청에서 새 최대 제한 값으로 71을 입력하고 요청을 제출
합니다.

참고   Microsoft는 자체적으로 사용자 요청을 승인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증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Microsoft에 대한 지원 요청을 열 수 있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위치에서 표준 Dv3 제품군 vCPUWest US 3 가용성을 확인하고 구독에서 할당량을 늘리는 특정 예
PoC 방법을 위해 단일 세션 가상 Windows 데스크톱, 다중 세션 Windows 데스크톱 및 다중 세션 RDSH 

서버에 표준 Dv3 제품군 vCPU를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해당 항목과 포드 자체를 수용하기 위해 제품군
의 할당량에 해당 제품군에 있는 58개 이상의 vCPU(이전 표의 데이터에서 합산함)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늘리면 가상 데스크톱 생성을 시작할 때 표준 Dv3 제품군 vCPU가 부족해지
지 않게 됩니다.

1 [내 할당량] 창의 검색 필터에서 표준 Dv3 제품군을 입력하고 위치를 West US 3로 설정합니다. 이 검
색을 수행하면 구독에 대해 West US 3의 표준 Dv3 제품군 vCPU에 대한 사용 가능한 할당량이 표시됩
니다.

2 사용량 열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비율로 전체 중 최소 58개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량 열에 8/10이 표시되면 10개 중 8개가 사용 중이고 해당 할당량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vCPU가 2개만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10-8=2(미사용)). 이 경우 해당 할당량을 표준 Dv3 제품군 
vCPU에 대해 원하는 총 58개의 vCPU를 수용할 수 있도록 56개 이상의 vCPU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위 테이블에 나오는 다른 필수 VM 제품군에 대해 유사한 할당량 확인을 반복했으며 필요에 따라 
수치를 늘렸습니다.

 앱 등록 생성
이 앱 등록은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
소입니다.

Azure 구독의 앱 등록은 Horizon Cloud에서 해당 API 호출을 사용하여 해당 구독에서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API 호출을 사용하여 처음에는 구독에서 배포를 실행합니다. 또한 서비스는 모든 VDI 관리 작업과 함께 
골든 이미지, VDI 데스크톱 등을 생성하는 2일차 작업에 대해 API 호출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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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이 절차 중에 이러한 항목을 수집하고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할 때 사용하기 위해 저장합니다.

[포드 추가] 마법사의 항목 사용자의 값
아래 2단계의 구독 ID

아래 5단계의 애플리케이션(클라이언트) ID

아래 5단계의 디렉토리(테넌트) ID

아래 6단계 클라이언트 암호 값

단계
1 Azure Portal에서 PoC에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 구독에 대한 세부 정보로 이동합니다. 

Subscriptions를 검색하고 결과 목록에 구독이 표시되면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Azure Portal의 검색 창을 사용하여 Subscriptions를 검색합니다. 결과 목록에 구독이 표시
되면 클릭하고 특정 구독을 클릭합니다.

2 구독 세부 정보에서 구독 ID를 복사하고 나중에 [포드 추가] 마법사에서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합니
다.

다음 스크린샷은 Az POC for Horizon이라는 구독에 대한 구독 ID를 복사한 위치를 보여 줍니다. 여기
서는 값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ID가 수정됩니다.

3 그런 후 Azure Portal의 검색 창에서 App registrations를 검색하고 결과 목록에 표시되면 앱 등록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앱 등록을 클릭하면 포털에 [앱 등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앱 등록] 페이지에서 새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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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Portal은 앱 등록 생성을 위한 UI를 표시합니다.

5 UI 양식에서 다음 항목을 지정합니다.

n 이 등록이 Horizon Cloud용임을 알려 주는 표시 이름.

n 이 앱 등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단일 테넌트 선택 항목을 선택합니다(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조직 디렉토리의 계정만이 선택 옵션이었음).

6 옵션 항목을 그대로 두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새로 생성된 앱 등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7 표시된 앱 등록에서 애플리케이션(클라이언트) ID 및 디렉토리(테넌트) ID를 복사한 후 나중에 [포드 추
가] 마법사를 위해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앱 등록의 필수 세부 정보를 보여 줍니다. 표시 이름은 hcs-poc1입니다. 여기서는 값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애플리케이션(클라이언트) ID 및 디렉토리(테넌트) ID가 수정됩니다.

8 이제 이 앱 등록을 위한 클라이언트 비밀 키를 생성합니다.

a 5단계의 앱 등록 디스플레이에서 인증서 또는 암호 추가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포털에는 해당 앱 등록을 위한 인증서 및 암호 창이 표시됩니다.

hcs-poc1이라는 앱 등록의 경우 다음이 표시됩니다.

b 해당 창에서 새 클라이언트 암호를 클릭합니다.

c 포털에는 클라이언트 암호 추가 화면이 표시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190



설명을 입력하고 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PoC를 포함할 시간에 맞는 만료를 선택
합니다.

여기서는 12개월(1년) 만료를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새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에서 이 동일한 클라이언트 암호를 계속 사용하려면 만료되기 전에 복구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암호 이름을 hcspoc1로 지정했습니다.

d 추가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및 암호 창에 항목이 표시되면 값 열을 찾고 해당 값을 복사한 후 나중에 [포드 추가] 마법사를 
위해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중요   값을 복사한 후 나중에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붙여넣을 때까지 이 화면을 열어 두십시오. 이 UI

를 벗어나 클릭하면 포털은 값을 난독화하며, 클라이언트 암호 생성을 반복하여 복사 및 저장할 값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은 생성한 클라이언트 암호를 보여 줍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값이 수
정됩니다.

9 이제 이 앱 등록에 Azure 기본 제공 Contributor 역할을 할당합니다.

이 역할 할당은 구독에서 PoC 배포에 대해 해당 API 호출을 사용하는 Horizon Cloud의 기능을 제공합
니다.

a 구독 세부 정보로 돌아갑니다(Azure Portal의 검색 창을 사용하고, Subscriptions를 검색하고, 구
독을 클릭한 다음, 구독 창에서 구독을 클릭합니다.).

b 액세스 제어(IAM)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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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액세스 제어(IAM) 창에서 추가 > 역할 할당 추가

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역할 할당 추가 창이 표시됩니다.

d 해당 역할 할당 추가 창에서 Contributor를 선택한 다음, 메모리를 클릭하여 메모리 탭으로 이동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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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멤버 탭에서 사용자, 그룹 또는 서비스 주체를 선택한 상태로 유지하고 멤버 선택을 클릭합니다.

f 선택 창에서 5단계에서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등록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6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생성한 경우 Azure는 애플리케이션 등록과 동일한 이름의 연결된 
서비스 주체도 생성합니다. 기술적으로 Horizon Cloud API 호출은 앱 등록 및 연결된 서비스 주체
를 모두 사용하여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생성하고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앱 등록에 사용한 이름인 hcs-poc1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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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이름을 클릭하면 선택된 멤버로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클릭하여 해당 선택을 완료합니다.

h 앱 등록 이름이 메모리 탭에 추가됩니다. 원할 경우 선택적 설명을 추가한 다음, 검토 + 할당을 클릭하
여 검토 + 할당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 스크린샷은 개체 ID가 수정된 PoC 선택 항목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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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 + 할당 탭에서 검토 + 할당 레이블이 지정된 버튼을 클릭하여 이러한 단계를 완료합니다.

 네트워킹 설정
이제 PoC에서 사용할 VNet(가상 네트워크) 및 서브넷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PoC 방법의 경우 다음 주소 공간 및 서브넷을 정의합니다.

Azure는 항상 모든 서브넷에서 5개의 주소를 자체 용도로 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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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공간 이름 용도
10.0.0.0/23 vnet-hcspoc PoC를 위해 생성하는 전체 VNet입니

다. /23은 512개의 주소로 VNet의 주소 공
간을 시작합니다. 이 CIDR을 사용하면 다음 
서브넷을 사용하여 PoC에 대한 포드, 게이
트웨이 및 골든 이미지와 가상 데스크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PoC에 대해 원하는 만큼 더 큰 공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0.0.0.0/29 poc-adsubnet 이 서브넷에 로컬 PoC Active Directory 

서버 시스템을 배치합니다.

여기서는 /29를 사용합니다. 이 범위는 사용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위이며 Azure가 모
든 서브넷에서 항상 자체 용도로 예약하는 5

개의 주소를 계속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0.0.0.32/27 hcspoc-mgmt [포드 추가] 마법사의 포드 관리 서브넷입니
다. 포드 추가 마법사는 이 서브넷에 대해 최
소 /27을 적용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서는 해당 배포의 
VM만 이 서브넷에 상주해야 하며 다른 기존 
또는 배포 후 시스템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
서 이 서브넷과 다음 두 서브넷을 고유한 서
브넷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포드 추가] 마법사를 사용하려면 이 서브넷
에 이름이 Microsoft.Sql인 서비스 끝점
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의 마지
막 단계에서 추가합니다 .

10.0.0.64/28 hcspoc-uag-ext [포드 추가] 마법사의 외부 게이트웨이 서브
넷입니다. 포드 추가 마법사는 이 서브넷에 
대해 최소 /28을 적용합니다.

10.0.1.0/25 hcspoc-vdi [포드 추가] 마법사의 VM 서브넷입니다. 여
기에서는 /25를 사용하여 계획 중인 골든 이
미지 및 VDI 데스크톱에 사용할 128개의 주
소를 제공합니다.

단계
1 Azure Portal의 상위 검색 창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입력하여 가상 네트워크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해당 

가상 네트워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가상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포털에 가상 네트워크 창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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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필터가 이 PoC에 대한 구독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표시된 [가상 네트워크 생성] 마법사에서 새로 만들기를 사용하여 Azure에서 VNet 개체를 보유할 리소
스 그룹의 생성하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리소스 그룹 이름을 hcsvnet-RG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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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Net 및 지역의 이름을 입력하고, PoC의 가용성 및 할당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작업 을 사용하여 
확인한 것과 동일한 Azure 지역 위치를 선택합니다.

PoC의 경우 VNet 이름을 vnet-hcspoc로 지정하고 구독에서 지역 West US 3을 사용하도록 선택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작업 에서 할당량을 확인하고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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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 주소 탭으로 이동합니다.

5 Azure는 IPv4 주소 공간을 큰 값으로 미리 채웁니다. 미리 채워진 값을 클릭하고 값을 VNet의 초기 주
소 공간에 사용하려는 CIDR로 변경합니다.

PoC의 경우 512개의 IP 주소(10.0.0.0 10.0.1.255)를 제공하는 CIDR인 10.0.0.0/23을 사용하도록 
선택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 값 아래의 공간을 클릭하면 Azure Portal에 주소 범위가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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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에 대해 원하는 만큼 더 큰 주소 공간을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이제 이 PoC에 필요한 4개의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각 서브넷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서브넷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보이는 서브넷 추가 UI를 채웁니다. 서브넷 이름과 해당 주소 범위를 입
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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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를 클릭할 때마다 서브넷이 IP 주소 탭에 추가됩니다.

4개의 서브넷이 모두 IP 주소 탭에 나열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서브넷 이름 서브넷 주소 범위
poc-adsubnet 10.0.0.0/29

hcspoc-mgmt 10.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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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넷 이름 서브넷 주소 범위
hcspoc-uag-ext 10.0.0.64/28

hcspoc-vdi 10.0.1.0/25

7 이제 마법사에는 VNet을 생성하기 위해 제출할 충분한 정보가 있습니다. 검토 + 만들기 탭으로 이동합니
다.

Azure는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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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효성 검사가 성공하면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Azure는 VNet 및 서브넷 배포를 시작합니다. 배포가 성공하면 포털에 다음과 유사한 알림이 표시됩니
다.

9 이제 가상 네트워크 만들기 마법사에서 생성한 hcspoc-mgmt 서브넷에 Microsoft.Sql이라는 서비스 
끝점을 추가해야 합니다.

a 포털에서 새로 생성된 VNet(이 경우 vnet-hcspoc)으로 이동합니다.

b 해당 서브넷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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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cspoc-mgmt 서브넷을 클릭합니다. 포털에는 해당 서브넷의 세부 정보 UI가 표시됩니다.

이름이 Microsoft.Sql인 서비스 끝점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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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서비스 끝점 메뉴를 클릭하여 서비스 목록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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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icrosoft.Sql을 선택한 다음, 해당 UI의 아래쪽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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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et에서 로컬 Active Directory VM 설정
이제 VM을 생성하고 PoC에서 사용할 로컬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및 도메인 컨트롤러로 구성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PoC 배포에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유:

n 기본적으로 VDI 솔루션은 최종 사용자에게 가상 Windows 데스크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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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금까지 IT 부서에서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여 조직의 사용자 및 IT 부서에서 발급한 
Windows 컴퓨터(데스크톱)에 대한 정보를 보유했습니다.

n 따라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유지하는 것은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와 같은 VDI 솔루
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PoC의 VNet에 로컬 PoC Active Directory 시스템을 생성하여 이 시스템이 PoC 배포에서 VNet의 이름 확인
을 위해 필요한 DNS(도메인 이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단계
1 Azure Portal의 상위 검색 창에서 가상 머신을 입력하여 가상 머신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해당 가상 머

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가상 머신을 클릭하면 포털에 가상 머신 창이 표시됩니다.

[구독] 필터가 PoC에 대한 구독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Azure 가상 머신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가상 머신 만들기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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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크린샷은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측면 스크롤 막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법사 UI의 아래쪽에 추가 항목이 나타납니다.

3 PoC Active Directory 서버의 경우 필수로 표시된 필드(포털에 별표가 있는 필드)에 대해 다음 옵션을 
선택하고, 선택 항목을 포털에서 사용하는 기본값으로 둡니다.

n 구독 - PoC 배포에 대한 구독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리소스 그룹 -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선택한 이름 POC-AD를 입력합니다.

n 가상 머신 이름 - POC-AD를 입력합니다.

n 지역 - PoC VNet(West-US3)과 동일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현재 시점의 선택 사항에 대한 그림입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항목 집합을 선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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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미지 - 이 문서를 작성할 때 VM에 대해 1세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oC이며 비교적 수명이 짧기 
때문에 낮은 세대 VM으로 이동하여 크기 메뉴에서 저비용 VM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VM 세대 구성을 클릭하여 1세대를 선택하고 선택 항목을 이미지 필드에 적용할 수 있는 UI를 가
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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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세대를 적용한 후 모든 이미지 보기를 클릭하여 포털의 이미지 선택 창으로 이동하고, 

Windows Server 타일을 찾은 후 해당 타일의 선택 메뉴를 사용하여 Windows Server 2019 

Datacenter - Gen1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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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크린샷에는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본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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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PoC Active Directory 서버 VM에 대해 Windows Server 2019 Datacenter - x64 

Gen 1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전에 다른 상황에서 이 Windows Server 2019 

Datacenter 선택 항목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PoC 목적에 적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n 크기 - Standard_A1_v2를 선택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Microsoft Azure에서는 구독 및 지
역에서 1세대 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VM 크기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PoC이며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VM 크기를 사용할 때 더 큰 크기를 사용할 때보다 월별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
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PoC에서 이전에 이 크기를 사용했으며 이 크기가 다른 PoC에서 잘 작동되
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포털이 인스턴스 세부 정보로 참조하는 이전 필드에 대한 선택 항목입니다.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항목 집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시되는 월별 비용은 Azure가 구독 유형에 대해 계산하는 항목, 선택한 지역 및 Azure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되는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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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관리자 계정 - VM이 생성될 때 서버 운영 체제에 로그인하기 위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
니다.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Azure Portal은 관리자 이름 및 암호가 준수해야 하는 조건을 안내합니다.

n 인바운드 포트 규칙 - 없음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VM의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Active Directory 도
메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Azure Bastion 사용을 구성합니다.

n 라이센싱 - 적합한 Windows Server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라이센스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이 PoC에서는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둡니다.

다음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방금 완료한 필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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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디스크 >로 이동합니다. 이 [디스크] 탭에서 OS 디스크 유형을 표준 HDD로 선택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 Azure에서 표준 HDD 사용 비용이 가장 저렴하며, PoC에 대해서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므
로 더 높은 수준의 디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OS 디스크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옵션은 기본값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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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네트워킹 >으로 이동합니다.

[네트워킹] 탭에서 PoC VNet과 작업 에서 PoC Active Directory에 대해 준비한 특정 서브넷에 따
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n 가상 네트워크 - vnet-hcspoc를 선택합니다.

n 서브넷 - poc-adsubnet을 선택합니다.

n 공용 IP - 나중에 Azure Bastion 방법을 사용하여 VM에 연결할 예정이므로 [없음]을 선택합니다. 

Azure Bastion을 사용하는 경우 VM의 공용 I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n NIC 네트워크 보안 그룹 - 이 문서를 작성할 때 Azure에서는 기본값인 기본 사항이 선택되었습니다. 

PoC용으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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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용 인바운드 포트 - 이 문서를 작성할 때 Azure에는 이 가상 머신 만들기 마법사에서 이전에 선택
한 없음 항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설정은 계속 유지합니다.

n VM이 삭제될 때 NIC 삭제 -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PoC이며 
PoC 끝에서 VM을 삭제하면 모든 VM의 아티팩트도 동시에 삭제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목록 이외에는 이 [네트워킹] 탭에서 다른 옵션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방금 완료한 필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6 이제 나머지 탭은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 + 만들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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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는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고, 유효성 검사가 통과되면 검토할 최종 정보를 표시합니다. 스크롤 막대
를 사용하여 생성할 항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토합니다.

이 스크린샷은 상황과 선택 사항에 따라 표시되는 항목을 보여 줍니다.

7 그런 후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Azure는 VM 및 모든 관련 아티팩트 배포를 시작합니다. 배포가 성공하면 포털에 다음과 유사한 알림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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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제 이 새 VM에 로그인하고 PoC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를 위한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a 포털에서 새로 생성된 VM(이 경우 POC-AD)으로 이동합니다.

b VM의 에이전트 상태에 준비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에이전트가 준비될 때까지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Azure에서 VM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Azure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가 설치되고 VM의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에이
전트가 준비 상태에 도달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값을 새로 고치려면 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에이전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에서는 에이전트가 준비되었으며 VM에 연결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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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 VM에 연결합니다. Azure Bastion 기능을 사용하여 이 VM에 연결하고 필요한 기능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a 연결 메뉴에서 배스천을 클릭합니다.

배포를 클릭하면 포털에 배스천 배포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스크린샷은 VNet에 
대한 PoC 값을 기준으로 하는 예입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220



이때 배스천 배포 버튼을 클릭하면 나열된 VNet 및 리소스(PoC의 VNet 및 VNet의 리소스 그룹)

에 Azure Bastion이 생성됩니다.

배스천 배포 프로세스에서 Azure는 배스천에 대한 서브넷을 VNet에 추가하고 표시된 리소스 그룹
에 배스천을 생성합니다.

b 배스천 배포를 클릭합니다.

Azure는 배스천에 대한 서브넷을 추가하고 배스천을 생성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 단계를 수행했
을 때의 PoC에 대한 알림 작업을 보여 줍니다.

Azure Bastion을 사용할 준비가 되면 포털의 디스플레이가 새로 고쳐져 VM에 대한 배스천에 로그
인하기 위한 UI가 표시됩니다.

c VM에 대해 지정한 관리자 자격 증명을 가상 머신 만들기 마법사에서 다시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합니
다.

새 창에서 열기 위한 상자를 선택 취소하지 않는 한, Azure는 동일한 브라우저 창에서 연결을 시작합
니다. 여기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값이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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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VM의 Windows Server 2019 운영 체제에 로그인되었으며 표준 데스크톱이 제공됩니다.

이 스크린샷은 PoC에서 확인된 항목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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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제 이 Windows Server 2019를 PoC에 대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및 도메인 컨트롤러로 구성
하고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PoC 배포에 필요한 관리자 계정에 추가합니다.

먼저 [역할 및 기능 추가] 마법사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역할 및 필요한 기능을 추
가합니다.

참고   이러한 단계는 많은 인터넷 문서 및 Microsoft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Windows Server 

2019 Datacenter를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및 도메인 컨트롤러로 구성하기 위한 단계와 동일합니다. 

Azure 클라우드에서 VM이 되는 것은 이러한 단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a 검색 가능 여부에 대한 오른쪽의 파란색 네트워크 상자에서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PoC의 경우 이 VM을 
검색 가능하게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b 서버 관리자 - 대시보드의 오른쪽 상단 관리 메뉴에서 역할 및 기능 추가를 클릭합니다.

[역할 및 기능 추가]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c 마법사를 진행하여 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 역할 및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여 서버를 구성
하도록 선택합니다.

n 역할 기반 또는 기능 기반 설치를 선택합니다.

n 서버 풀에서 서버 선택을 선택하고 이 단계에서 PoC VM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POC-AD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n 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 역할을 선택합니다.

n 또한 마법사에 필요한 역할 서비스 또는 기능 목록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기능 추가를 사
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n 마법사에 추가 기능 설치에 대한 단계가 표시되면 기본 선택 항목을 유지하고 다음 마법사 단계(다음)

를 계속 진행합니다.

n 마법사의 AD DS 단계에서 다음 확인 단계(다음)를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에는 마법사의 확인 단계에서 본 내용이 표시됩니다. 왼쪽에는 진행하고 옵션을 선택한 
마법사 단계가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VM에 대한 연결을 계속하고 설치 실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에 대한 확인란
을 선택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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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설치를 클릭합니다.

역할 설치 작업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스크린샷은 확인된 내용을 보여 줍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224



d 이제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합니다. 이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을 클릭합니다.

이제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하는 단계를 완료합니다.

[역할 및 기능 추가] 마법사를 닫은 후 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 구성 마법사가 이 서버를 도메
인 컨트롤러로 만들기 위한 값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a 배포 구성에서 새 포리스트 추가를 선택하고 PoC 도메인에 대해 원하는 루트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PoC의 경우 hcspoc.local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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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메인 컨트롤러 옵션에 대한 다음 마법사 단계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포리스트 및 도메인 기능 수준에 대해 마법사에서 제공된 기본값을 유지하고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및 GC(글로벌 카탈로그)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Microsoft 설명서에 따르
면 Microsoft는 첫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해 글로벌 카탈로그가 필요하며 여기서는 이것이 기본적으
로 첫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입니다.)

또한 마법사에서 DSRM 암호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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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 마법사 단계를 진행하면 위임을 생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노란색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세히 
표시를 클릭하여 전체 메시지를 읽습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는 이유는 PoC 도메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임의로 만든 것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메시지를 무시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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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입력한 도메인 이름을 기준으로 마법사가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NetBIOS 이름을 확인하고 원할 경우 변
경합니다.

PoC 도메인의 경우 입력한 hcspoc.local 이름에서 마법사가 파생한 HCSPOC 이름을 유지합니다.

e 마법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경로 단계에서는 기본값을 유지했습니다.

[검토 옵션] 단계에서 마법사가 이 서버를 새 포리스트의 첫 번째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로 
구성한다는 사실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옵션에는 이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기본 DNS 서버로 사용하도록 구성된다는 내용도 표시됩니다. 

PoC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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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다음을 클릭하여 사전 요구 사항 확인을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표시된 내용을 보여 줍니다. 모든 사전 요구 사항 확인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노란색 항
목은 PoC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FY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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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설치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면 로그아웃하려고 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백그라운드
에서 서버가 성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결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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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메시지에서 닫기를 다시 클릭하여 시스템이 백업되고 Azure 에이전트가 
준비될 때까지 배스천 연결을 닫습니다.

VM에 다시 연결하고 PoC에 필요한 관리자 계정을 구성합니다.

이제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를 생성했으므로 PoC에서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계정을 생성
해야 합니다.

a 연결 > 배스천을 사용하여 VM의 운영 체제에 다시 연결합니다.

서버 관리자 - 대시보드가 표시되면 대시보드에 방금 구성한 AD DS 및 DNS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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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제 도메인에 3개의 사용자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계정은 아래의 Horizon Cloud 테넌트에 PoC Active Directory 등록PoC Active 

Directory를 Horizon Cloud 테넌트에 등록 섹션에 제공된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PoC이므로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세 가지 계정을 PoC Active Directory의 표
준 도메인 관리자 그룹에 모두 추가합니다.

PoC의 경우 세 가지 계정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습니다.

n hcsbind1

n hcsbind2

n hcs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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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추가하려면 서버 관리자 - 대시보드에서 도구 >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c 해당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도구에서 작업 > 새로 만들기 >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d 첫 번째 새 사용자 계정에 대한 필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에 hcsbind1 이름을 지정하고 사용자가 암호를 변경할 수 없음 및 암호 사용 기간 만료 없
음을 선택했습니다.

e 해당 사용자가 나열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사용자를 도메인 관리자 그룹의 멤버로 만듭니다.

f d단계를 반복하여 두 명의 사용자를 더 추가합니다.

hcsbind2 및 hcsjoin으로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11 3개의 사용자 계정이 추가된 후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 VM에서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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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제 이 VM을 DNS 서버로 사용하기 때문에 VNet의 DNS 서버 구성에 해당 개인 IP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a VM의 개요 세부 정보에서 개인 IP 주소를 기록해 둡니다.

PoC VM에서 주소는 10.0.0.4였습니다.

b 이제 VNet의 설정 및 해당 DNS 서버 창으로 이동하여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c PoC Active Directory VM의 개인 IP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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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런 다음, 화면 메시지에 따라 PoC Active Directory VM으로 이동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13 마지막으로, 현재 AD VM에 연결해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으므로 시간당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Azure Bastion을 삭제합니다.

선택적 단계입니다. Azure Bastion에 대해 시간당 비용이 청구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스천이 생성된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하고 배스천 항목을 삭제합니다.

이 스크린샷은 VNet의 리소스 그룹에서 Azure Bastion이 존재했던 위치를 보여 줍니다. 배스천을 클릭
하고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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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Bastion을 삭제하는 데 약 1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 획득

Horizon Cloud
계정 획득 

로그인하고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려면 클라우드 테넌트 계정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테넌트 계정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또는 VMware Cloud services 계정.

n Horizon 범용 구독과 같은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구독. 다양한 유형을 비교하려
면 이 Horizon 구독 표를 참조하십시오.

계정 가져오기
https://customerconnect.vmware.com 헤더에서 등록 작업을 사용합니다.

구독 가져오기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구독이 아직 없는 경우 PoC에 대한 테넌트 계정을 가져오
는 한 가지 방법은 60일 평가판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이 60일 평가판 라이센스에 대한 알려진 페이지는 https://www.vmware.com/

horizon-universal-license-trial.html입니다.

구독이 이미 있거나 구독이 있는 엔터프라이즈 계정의 일부인 경우 이미 설정된 클라우드 테넌트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VMware KB 문서 2006985의 단계에 따라 SR(서비스 요청)을 제출합니다. 현재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테넌트가 설정될 때 알림
VMware가 계정 자격 증명을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에 연결하면 해당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또는 VMware Cloud services 계정의 프로파일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해당 이메일이 표시되면 테넌트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팸 폴더에서 
VMware Horizon Service의 이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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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및 [포드 추가] 마법사 실행

포드 추가
마법사 실행

테넌트 계정이 준비되었다는 이메일이 표시되면 로그인하고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 VM이 Azure Portal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단계 이후 해당 VM

은 포드 추가 프로세스에 필요한 VNet에 대해 DN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정보를 수집하면 이러한 단계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에는 이전 작업에서 설정한 정보가 포함됩
니다.

표 6-5. 이 절차 중에 이러한 항목을 수집한 후 콘솔에 로그인하고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항목 값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예: name@example.com).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의 암호

Azure 작업 준비의 구독 ID

Azure 작업 준비의 디렉토리(테넌트) ID

Azure 작업 준비의 애플리케이션(클라이언트) ID

Azure 작업 ‘앱 등록 만들기’ 준비의 값
아래 단계에서 구독 관리 UI에는 애플리케이션 키로 표시됩니다.

작업의 VNet 이름 

작업의 mgmt 서브넷 이름 

작업의 vdi 서브넷 이름 

1.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1 VMware Customer Connect 또는 VMware Cloud services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브라우저에서 https://cloud.horizon.vmware.com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화면은 https://console.cloud.vmware.com의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 UI로 
자동 리디렉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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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지시를 따라 VMware Cloud services 또는 VMware Customer Connect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주 콘솔에 [시작]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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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모든 새 테넌트의 시작점입니다.

포드 배포를 추가할 때까지 대부분의 콘솔이 잠깁니다.

이제 PoC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2. Azure 구독 정보를 콘솔에 추가합니다.

작업 에 설명된 것처럼 이 정보는 서비스가 API 호출을 사용하여 구독에서 배포를 처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1 관리 > 구독 관리를 클릭합니다.

이 UI 창을 표시합니다.

2 처음으로 구독 정보에 추가하려고 하므로 기본 추가 작업을 유지하고 콘솔에서 구독을 참조하는 데 사용
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이 Horizon Cloud 테넌트에서 여러 Azure 구독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 구독 값을 다른 구독
과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myhcspoc를 사용했습니다.

환경에 대해 Azure - 상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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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작업에서 수집한 값을 나머지 네 필드에 복사합니다 .

참고   이 구독 관리 UI의 애플리케이션 키 필드는 작업 ‘앱 등록 만들기’ 동안 복사한 클라이언트 암호 값
을 의미합니다 .

표 6-6. 작업 4의 Azure Portal 이름과 비교하여 구독 관리 UI에 표시되는 레이블
구독 관리 UI Azure Portal에서 사용되는 이름 사용자의 값
구독 ID 구독 ID

디렉토리 ID 디렉토리(테넌트) ID

애플리케이션 ID 애플리케이션(클라이언트) ID

애플리케이션 키 클라이언트 암호 키의 값

이 스크린샷은 PoC에 대한 선택 항목을 보여 줍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값이 수정됩니다.

3 필요한 항목을 지정한 경우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모든 값이 충족되었는지와 작업에서 해당 값이 의미에 맞게 잘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
니다 .

모든 값이 만족스럽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시스템 확인이 성공하면 파란색 성공 메시지가 잠깐 표시됩니
다. 값을 추가하면 이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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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시작] 페이지로 돌아가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1 관리 > 포드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 첫 번째 마법사 단계에서는 구독 정보를 이미 입력했으므로 구독 적용에서 구독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이 스크린샷은 구독 적용에서 hcspoc 구독 이름을 선택할 때의 마법사를 보여 줍니다. 이 스크린샷에는 
값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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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클릭합니다.

2 마법사의 포드 설정 단계에서 두 가지 주요 영역인 세부 정보 및 네트워킹을 완료합니다.

세부 정보
n 포드 이름 - 포드가 콘솔에 표시되면 포드에 대해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HCS-trialpod-1을 사용했습니다.)

n 위치 - 추가를 클릭한 후 도시 이름 필드에서 도시 이름 입력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Arl을 입력하여 Arlington 이름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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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글자가 입력하면 시스템은 입력한 문자와 일치하는 이름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도시
와 가장 가까운 도시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Arlington, WA, United States를 선택했습니다.)

n Microsoft Azure 지역 - 모든 할당량을 설정하고, VNet을 생성하고,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 
VM이 있는 동일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West US 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정보의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두고 네트워킹을 완료했습니다.

네트워킹
n 가상 네트워크 - VNet을 선택합니다. (vnet-hcspoc)

n 기존 서브넷 사용을 켜짐 위치(녹색)로 전환하고 해당 VNet에서 생성한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n 관리 서브넷 - 작업에서 생성한 mgmt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 (hcspoc-mgmt)

n VM 서브넷 - 기본 - 작업에서 생성한 vdi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 (hcspoc-vdi)

n NTP 서버 - 포드 VM과의 시간 동기화에 사용할 하나 이상의 NTP 서버 목록을 입력합니다. 여러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 쉼표로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단일 이름인 us.pool.ntp.or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항목은 이 마법사 단계에서 특별히 설정한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기본값 상태로 둡니다.

이 스크린샷은 예제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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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클릭합니다.

3 마법사의 게이트웨이 설정 단계에서 외부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시겠습니까?를 꺼짐 위치로 전
환합니다.

이 PoC 섹션에 대한 이 PoC 방법 항목에서 포드가 배포된 후 나중에 이 게이트웨이를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선택 사항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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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성 검사 및 계속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마법사에 입력한 내용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모든 항목이 확인되면 파란색 메시지
가 잠깐 표시됩니다.

이 배포에 대한 게이트웨이 토글을 해제한 경우에도 메시지 텍스트에 게이트웨이가 언급됩니다. 이것은 
예상된 결과입니다.

5 마법사의 마지막 요약 단계에서 PoC에 대해 설정한 올바른 서브넷mgmt 및 vdi 서브넷이 나열되는지 확
인합니다.

다음은 예제의 전체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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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을 클릭합니다.

Azure 구독의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생성이 시작됩니다.

콘솔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진행률 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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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다음으로 이동됩니다.

배포는 Azure Cloud와 Horizon Cloud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 30~4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콘솔에 반영됩니다.

완료 표시기가 표시되면 다음 섹션의 단계를 수행하여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등록합니다.

PoC Active Directory를 Horizon Cloud 테넌트에 등록

PoC AD
등록

이 작업은 나머지 콘솔 잠금을 해제하므로 새 PoC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탐색을 시작하고 2일차 작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이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 VM을 설정합니다.

1 콘솔의 [시작] 페이지에서 배포 성공이 표시되면 일반 설정을 확장하여 Active Directory 행을 표시합니다.

해당 행에서 구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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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tive Directory 등록] 창에서는 작업에서 생성한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 및 사용자에 대한 요청
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NetBIOS 이름, DNS 도메인 이름, 이 목적을 위해 설정한 
AD 사용자의 짧은 이름 및 암호입니다.

PoC 값은 HCSPOC(NetBIOS 이름), hcspoc.local(DNS 도메인 이름)과 hcsbind1 및 hcsbind2(두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이 스크린샷은 사용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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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바인딩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저장하고 [도메인 가입] 창을 표시합니다.

3 [도메인 가입] 창에서는 PoC Active Directory VM의 IP 주소와 작업에서 생성한 세 번째 AD 사용자의 자
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PoC 값은 VM의 10.0.0.4 IP 주소와 이름이 hcsjoin인 사용자의 자격 증명입니다. 이 스크린샷은 사용
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자 추가] 창을 표시합니다.

4 [관리자 추가] 창에서 시스템 검색이 PoC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서 도메인 관리자 그룹을 찾을 때까지 
도메인 관리자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도메인 관리자를 클릭하여 해당 AD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작업에서 생성한 세 개의 사용자 계정이 멤버
로 추가된 AD 그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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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5 이때 사용자는 자동으로 콘솔에서 즉시 로그아웃됩니다. 다음과 유사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 강제 로그아웃은 "기본적으로 진행됩니다" .

이제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등록되었으므로 클라우드 
테넌트에 대한 인증은 테넌트 계정 자격 증명으로 인증하는 방법과 선택한 AD 도메인 관리자 그룹의 구성원
인 AD 사용자 계정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6 기본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로그인합니다. 

cloud.horizon.vmware.com에서 시스템은 로그인 흐름을 완료하기 위해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 UI로 자동으로 리디렉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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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그인 후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 창이 표시됩니다. 위 2단계의 NetBIOS 이름이 창에 표시됩니다.

AD 도메인 관리자 그룹의 멤버인 사용자 계정 중 하나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PoC의 경우 아래와 같이 hcsjoin 계정의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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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인증을 완료한 후 Horizon Universal Console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왼쪽 탐색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는 Horizon Cloud의 새로운 기능 창이 팝업됩니다. 이 창은 상단 도움말 메뉴에서 쉽게 열 수 있
으므로 닫아도 됩니다. 도움말 메뉴는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원 안의 ?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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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사용 시작

Horizon Cloud
사용 시작

축하합니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포드가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간단한 사전 점검에 사용할 포드의 단계별 
방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입니다.

이제 탐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참고 사항
이 방법의 시작 부분에서 선택한 단순화 방식 중 하나는 먼저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없이 배포한 
다음,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2일차 PoC 작업을 수행하려면 해당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포드 편집] 마법사를 실행하여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추가하려면 먼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서명된 SSL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명된 SSL 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 연결을 위해 Unified Access Gateway 기능에 SSL이 필요하
기 때문입니다. 이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된 SSL 서버 인증서는 PEM 

형식이어야 하며 FQDN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단일 PEM 파일에는 개인 키가 있는 전체 인증서 체인이 포함되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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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SSL 인증서를 필수 PEM 형식으로 변환
n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게이트웨이 구성 추가

VMware Tech Zone의 온라인 비디오 및 추가 컨텐츠
VMware Digital Workspace Tech Zone에서는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평가 가이드를 제공
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배포 프로세스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한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에 대한 평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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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 첫 번째 포드 배포 - 개략적인 
워크플로
이 워크플로는 Horizon 제어부 서비스를 사용하여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를 배포하는 것부터 개략적인 순서를 설명합니
다. 해당 순서는 최종 사용자가 사용 권한이 부여된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고   이 워크플로는 특히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에 대한 포드 관리자 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포드
에 관한 것이며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사용하여 Horizon 포드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
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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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새 포드 배포에 대한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2 Horizon Cloud 외부에서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를 Microsoft Azure에 배포하기 
위한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3 포드를 배포하기 위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DNS 요구 사항 및 2019년 9월 이후 릴리스의 매니페스트 수준에서 Horizon Cloud 포
드에 대한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4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고 마법사를 실행하여 포드를 배포합니다.

5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Horizon 제어부에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계정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계정이 Horizon Cloud의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합니다.

6 관리 콘솔에서 인증을 받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개인에게 적절한 역할을 할당합니다. Horizon 

Cloud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역할이 사용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콘솔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한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7 테넌트에 대한 Universal Broker 구성을 완료합니다.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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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NS 서버에 필요한 CNAME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CNAME의 목적 및 Universal Broker에 대한 
CNAME 레코드 요구 사항 관련 내용은 DNS 서버에서 매핑할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
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및 Universal Broker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구성의 Azure Load Balancer에 대해 개인 IP 주소를 사용하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있는 경우 해
당 개인 IP 주소에 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는 방화벽 또는 NAT가 있어야 하며, 방화벽 또는 NAT가 공
용 IP 주소를 제공하고,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배포할 때 지정된 FQDN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야 합니다. 제어부는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해 지정된 FQDN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선택 사항: Horizon Cloud 테넌트 계정이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아직 온보
딩되지 않은 경우 지금 온보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에 대해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이 플랫폼에 온보딩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콘솔을 사용하여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을 참조하십시오.

10 선택 사항: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의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및 
포드를 참조하십시오.

11 골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단계 프로세스입니다. Horizon Cloud 테넌트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는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이미지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골든 이미지 생성은 기본 VM 가져오기
로 시작되며, 그 후에는 비즈니스 및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사용자 지정합니다.

12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최종 사용자 할당 유형에 따라 다음 단계 중 하나 이상을 적절하게 수행합니다.

n 단일 세션 VDI 데스크톱 또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할 단일 세션 이미지에서 최
종 사용자가 해당 VDI 데스크톱에서 사용하게 하려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타 적용 가능한 
사용자 지정을 구성합니다(예: 바탕 화면 배경 무늬 설정 및 GPU 드라이버(GPU 지원 이미지용) 설치 
등). 또한 이미지 가져오기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Microsoft Sysprep 모범 사례에 대한 
이미지도 최적화합니다. 이미지 VM의 Microsoft Windows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해당 
GPU 드라이버 설치 및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에 대해 수행할 5가지 핵심 단계
를 참조하십시오.

팁   VDI 사용 사례에서 VMware Blast Extreme을 사용하여 향상된 구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지 VM

을 추가로 조정하려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VMware Blast Extreme 최적화 가이드를 읽어 보고, 코
덱 옵션에 대한 해당 가이드의 권장 사항에 따라 이미지에서 코덱 옵션에 대한 추가 조정을 수행하는 것입
니다.

n 다중 세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할 다중 세션 이미지에서 최종 사용
자에게 제공하려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적용 가능한 다른 사용자 지정을 구성합니다(예: 바탕 
화면 배경 무늬 설정, GPU 드라이버(GPU 지원 이미지용) 설치 등). 또한 이미지 가져오기 프로세스의 일
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Microsoft Sysprep 모범 사례에 대한 이미지도 최적화합니다. 가져온 VM이 
기본적으로 Office 365 ProPlus가 포함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Windows 11 Enterprise 다
중 세션 시스템 중 하나를 실행하는 경우 Microsoft 설명서 항목 Office 365 ProPlus에 대한 공유 컴퓨
터 활성화 개요에 설명된 대로, Office 365 ProPlus에 대한 공유 컴퓨터 활성화를 위해 VM이 구성되었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져온 VM에서 Office 365 ProPlus가 공유 컴퓨터 인증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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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Microsoft 문서에서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이미지 VM의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이미지 VM의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다중 세
션 운영 체제 사용자 지정, 해당 GPU 드라이버 설치 및 최적의 원격 환경 성능을 얻기 위해 골든 이미지
에 대해 수행할 5가지 핵심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팁   VDI 사용 사례에서 VMware Blast Extreme을 사용하여 향상된 구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지 VM

을 추가로 조정하려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VMware Blast Extreme 최적화 가이드를 읽어 보고, 코
덱 옵션에 대한 해당 가이드의 권장 사항에 따라 이미지에서 코덱 옵션에 대한 추가 조정을 수행하는 것입
니다.

13 해당 이미지를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이것을 이미지 봉인 또는 게시라고도 합니다. 구성된 가상 
시스템을 할당 가능한 이미지로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14 게시된 다중 세션 이미지에서 세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려면:

a 데스크톱 팜을 생성하여 세션 데스크톱을 제공한 후 최종 사용자에게 이러한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할당을 생성합니다. 팜 생성 및 RDSH 세션 데스크톱 할당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b 애플리케이션 팜을 생성하여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에 추
가한 후 최종 사용자에게 해당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할당을 생성합니
다. 팜 생성, RDSH 팜에서 새 원격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할당 생성을 참조하십
시오.

15 게시된 단일 세션 VDI 데스크톱 이미지에서 단일 세션 VDI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하려면 전용 또는 플로팅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환경 포드에 대한 데스크톱 할당 정
보 및 이러한 데스크톱 할당 생성 관련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6 최종 사용자에게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인벤토리에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생성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해당 최종 사용자에게 해당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데스크톱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할당은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의 Windows 운영 체제 내에서 사용 권한이 부여된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권한을 사
용자에게 부여합니다. App Volumes 애플리케이션 - 개요 및 사전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17 배포에 2단계 인증 구성이 있는 경우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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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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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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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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필수 Horizon Cloud Pod 게이트웨이 정보로 2단계 
인증 시스템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위 워크플로 단계가 완료되면 최종 사용자에게 Universal Broker 브로커링 FQDN을 제공합니다. Horizon 

Client 또는 Horizon HTML Access(웹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브로커링 FQDN을 사용하여 사용 권한이 부여된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위의 각 단계에서 연결된 항목에서 각 워크플로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 Azure로 Horizon Cloud 포드 배포 준비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하고 포드 배포 마법사를 처음 실행하기 전에 다음 준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포드 배포 마법사는 포드 관리자 기반 유형의 포드를 배포합니다.

기억할 사항   이 마법사는 포드 관리자 기반 유형의 포드를 Microsoft Azure에 배포합니다. 콘솔은 현재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사용하는 AVS(Azure VMware Solution)에서 Horizon 포드를 자동화
하기 위한 배포 마법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장 3 2023년 4월 27일 서비스 릴리스부터 시작된 새 포드 배포에 대한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에 설명된 전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하십시
오.

n 가상 시스템을 배포하려는 경우 Microsoft Azure 계정 및 구독에 선택적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포함하여 포드에 필요한 가상 시스템 개수 및 크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Microsoft Azure Virtual Machine 요구 사항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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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의 구독과는 별개로 자체 구독을 사용하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여 포드를 배포하려는 경우 
다른 구독에 외부 게이트웨이에 필요한 가상 시스템 개수 및 크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용 
사례의 경우 VNet이 여러 구독에 걸쳐 있지 않으므로 구독마다 고유한 VNet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되
는 VNet 토폴로지가 동일한 Microsoft Azure 지역 내의 VNet에 연결되므로 이 구독은 포드 구독과 동
일한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n 장 3 2023년 4월 27일 서비스 릴리스부터 시작된 새 포드 배포에 대한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에 설명된 대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n 구독이 Azure StorageV2 계정 유형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App Volumes 기능
을 사용하려면 스토리지 계정이 필요합니다.

n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사용자 지정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구독이 리소스 그룹에 대
해 특정 태그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n 구독에 해당 구독의 포드 구성 요소 생성을 차단,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Azure 정책이 없는지 확
인합니다.

경고   구독에 리소스 그룹 생성과 관련된 제한이 있는 경우 포드 배포 프로세스가 초기에 실패할 수 있습
니다. 구독이 이전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포드 관리자 VM에 대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는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드 배포 프로세스가 1시간 후에 시간 초과되면, 먼저 특정 조건에 따
라 리소스 그룹의 생성을 차단, 거부 또는 제한하는 Azure 정책이 구독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n 포드를 배포하려는 지역에 VNet(가상 네트워크)이 있고 해당 가상 네트워크가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VNet이 없는 경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상 네트워크
를 생성하십시오.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의 VNet과는 별개로 자체 VNet을 사용하거나 포드의 구독과는 별개인 고유한 구독을 사용하는 외
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여 포드를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VNet이 포드의 VNet과 동일한 지역에 있
는지와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용 사례의 경우 
해당하는 두 VNet을 피어링해야 합니다.

중요   모든 Microsoft Azure 지역이 GPU 지원 가상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GPU 지원 데스
크톱 또는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포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하기 원하고 이 Horizon Cloud 릴리
스에서 지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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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를 배포하기 전에 VNet에서 포드에 대한 서브넷을 수동으로 생성하려는 경우 VNet에서 필요한 수
의 서브넷이 생성되어 있는지, 주소 공간이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을 충족하는
지, 리소스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
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경고   포드 배포를 위해 VNet에서 만드는 이러한 서브넷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포드를 배포하기 전에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지만, 해당 서브넷에 리소스를 두거나 IP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IP 주소를 서브
넷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경우 포드를 배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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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넷을 사전에 생성하지 않으려는 경우 포드 배포 프로세스에서 사용자가 화면 마법사에 입력하는 
CIDR 정보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n 가상 네트워크가 외부 이름을 확인하는 유효한 도메인 이름 서비스(DNS) 서버를 가리키도록 구성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사용하는 VNet 토폴로지에 필요한 DNS 

서버 설정을 구성합니다.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포드 배포 프로세스에는 외부 및 내부 이름 확인이 필요합니다. VNet이 외부 이름을 확인할 수 없
는 DNS 서버를 가리키는 경우 배포 프로세스가 실패합니다.

n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사용하여 포드를 포드 구독과는 별도의 구독에서 생성한 기존 리소스 그룹에 배
포하려는 경우, 배포자가 해당 리소스 그룹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대신,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
기 전에 해당 구독에 리소스 그룹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리소스 그룹 수준 또는 구독 수준에서 Horizon 

Cloud에 필요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
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n 이 릴리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Active Directory 설정이 있고 가상 네트워크가 이 설정에 연결
할 수 있으며 DNS 서버가 해당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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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된 배포 옵션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주체 수를 생성합니다. 포드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을 자체 구독에 배
포하는 경우 포드 자체에 사용되는 구독뿐만 아니라 해당 구독에 대한 서비스 주체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단계
는 포드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Horizon Cloud를 사용하기 위해 구성하는 각 서비스 주체에는 서비스 주체의 연결된 구독에서 적절한 
역할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주체의 역할은 서비스 주체의 연결된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Horizon Cloud가 Horizon Cloud 관리 리소스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포드 구독의 
서비스 주체는 포드를 성공적으로 배포하고, 포드 및 포드 관리 리소스에서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시작한 관리
자 워크플로를 수행하고, 시간에 따라 포드를 유지 보수하도록 허용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는 경우 구독의 서비스 주체는 게이트웨이 구
성에 필요한 리소스를 성공적으로 배포하고 Horizon Cloud 관리 리소스에 대해 관리자 워크플로를 수행하고 
시간에 따라 게이트웨이 관련 리소스를 유지 보수하도록 허용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설명된 대로, 서비스 
주체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n 구독 수준에서 참가자 역할을 할당합니다. 참가자 역할은 Microsoft Azure 기본 제공 역할 중 하나입니
다. 참가자 역할은 Microsoft Azure 설명서의 Azure 리소스에 대한 기본 제공 역할에 설명되어 있습니
다.

n 구독 수준에서 Horizon Cloud가 포드 관련 리소스를 배포하고 진행 중인 관리자 시작 워크플로 및 포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
을 사용하려는 경우을 서비스 주체에게 제공하도록 설정된 사용자 지정 역할을 할당합니다.

n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고 기존 리소스 그룹에 배포하는 경
우 유효한 조합은 서비스 주체에게 좁은 범위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역할을 사용하여 해당 리소스 그룹 및 
관련 VNet에 액세스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본 제공 읽기 권한자 역할을 사용하여 서비스 주체에
게 구독에 액세스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할은 Horizon Cloud에 사용되는 서비스 주체에게 직접 할당해야 합니다. 역할이 그룹에 할당되고 서
비스 주체가 해당 그룹의 멤버인 서비스 주체에 대해 역할의 그룹 기반 할당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
다.

3 Horizon Cloud가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등록된 상태를 요구하는 리소스 제공자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에 필요한 리소스 제공자가 모두 등록됨 상태를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4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포드 구독 및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에 대한 구독(해당 배포 옵션을 사용하는 경
우)에 대해 Microsoft Azure 구독 ID, 애플리케이션 ID, 애플리케이션 인증 키 및 Microsoft Azure AD 디
렉토리 ID 값을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가져옵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Horizon Cloud가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마법사에 대한 구독 관련 
정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5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으로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가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결을 신뢰하도록 할 수 있는 서명된 TLS/SSL 서버 인증서를 획득하십시오. 이 인증서
는 최종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CA)에서 서명하는 FQDN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인증서를 포함하여 인증서 체인에 있는 모든 인증서의 시간 프레임이 유효해야 합니다. 체
인의 인증서가 하나라도 만료되면 나중에 포드 온보딩 프로세스에서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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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Access Gateway는 CA 서명된 인증서를 제공하므로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지원하려면 포드용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을 배포합니다. 회사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지원하려면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합니다. 두 구성 유형은 포드 편집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초기 포드 배포 프로세스 또는 포드 후 배
포 동안 배포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FQDN에는 밑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FQDN에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이 실패합니다.

6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사용할 서명된 SSL 서버 인증서가 PEM 형식이 아니거나, 개인 키가 있
는 전체 인증서 체인을 포함하는 단일 PEM 파일이 아닌 경우 인증서 정보를 필요한 PEM 형식으로 변환하십
시오. 인증서 파일을 포드 배포에 필요한 PEM 형식으로 변환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7 Horizon Cloud에 액세스하도록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다음 두 항목 중 하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을 획득한 후 해당 계정으로 Horizon Cloud 액세스 권한을 등록합
니다.

n 그룹 또는 조직에서 VMware Cloud Services Engagement Platform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에 등록했거나 Horizon Cloud 또는 VMware Cloud services를 사용하여 Workspace ONE를 사용
하도록 등록한 경우, VMware Cloud services 설명서 항목 조직에 사용자 추가에 설명된 대로 
VMware Cloud services 조직 공간에 가입하도록 초대받았다면 활성화 링크가 있는 초대 이메일을 받
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경우 Horizon Cloud에 액세스하기 전에 이메일 지침을 완료하십시
오.

이러한 준비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cloud.horizon.vmware.com에서 Horizon Universal Console에 로그인합
니다. 이 주소를 통해 VMware Cloud Services 자격 증명 또는 VMware Customer Connect 자격 증명을 사
용하여 로그인하는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으로 리디렉션됩니다.

로그인 흐름을 완료한 후 콘솔에서 클라우드 용량 추가 섹션이 표시되면 관리 > 포드 추가를 클릭하여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화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마법사를 완료하십시오. 자세한 단계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포드 자동 배포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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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Microsoft Azure Virtual 
Machine 요구 사항
포드 배포, 포드 게이트웨이 구성의 배포 및 표준 작업을 수행하려면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용량에 특정 유
형 및 크기의 VM(가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VM을 지원하려면 구독에 적절한 할당량 및 구성이 필요합
니다. 별도의 구독에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하는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독에는 해당 외부 게이트웨
이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할당량 및 구성이 필요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포드에 대해 Horizon 인프라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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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 해당 구독으로의 Horizon Edge 가상 장치 배포를 지원하려면 포드 구독에 적절한 
할당량 및 구성이 필요합니다.

중요   포드 배포 마법사는 Microsoft Azure 환경에 포드를 구축하기 위한 충분한 코어 할당량과 지정한 게이트
웨이 구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법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구독 정보에 따라, 충분한 할당량이 없다고 확인되면 
화면 메시지가 표시되고 마법사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   GPU 지원 VM은 일부 Microsoft Azure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Microsoft Azure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아래 표에서 VM 규격 열에는 다음 정보가 제공됩니다.

n Microsoft Azure 설명서에서 사용되는 시리즈 이름
n Microsoft Azure 포털에 표시되는 할당량에서 사용되는 vCPU 제품군 이름
n 해당 제품군에 포함된 VM의 특정 이름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구독의 현재 할당량을 보려면 모든 서비스 > 구독으로 이동하여 해당 구독을 클릭
한 다음 사용량 + 할당량을 클릭합니다. Microsoft Azure의 Microsoft Windows 가상 시스템 크기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Microsoft Azure 설명서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virtual-machines/

windows/sizes에서 이 항목 및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관리자 VM

이러한 VM은 일반적으로 포드 자체의 핵심으로 간주됩니다. 포드 관리자 VM은 포드 프로비저닝된 가상 데스크
톱에서 실행되는 Horizon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로의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
합니다.

v2204 서비스 릴리스부터 Microsoft Azure 배포의 새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는 기본적으
로 고가용성이 구성된 상태로 배포됩니다. 배포에는 2개의 포드 관리자 VM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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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포드 관리 VM 요구 사항 - 포드의 코어 VM 관련(게이트웨이 구성 제외)

VM Microsoft Azure VM 사양 수량 설명

포드 관리
자 인스턴
스

Linux - 표준 Dv3 제품군:

Standard_D4_v3(4개의 코어, 16GB 

메모리)

OS 디스크: 표준 HDD 30GiB

참고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Standard_D4_v3 유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드 배포자는 표준 Dv2 제
품군의 Standard_D3_v2(4개의 코
어, 14GB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안정적인 상태 작업 동안 포드당 2개
포드의 청색/녹색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진
행되는 전체 기간 동안 포드당 4개.

안정적인 상태 작업 동안에는 2개의 VM이 존재하고, 

전원이 켜지고, 포드를 실행합니다. VMware 작업에
서 새 포드 매니페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시스템에서 
포드의 청색/녹색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대해 녹색 구
성 요소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포드 관리자 VM별로 두 
번째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전원이 켜집니다. 이때 실행
되는 총 포드 관리자 VM은 4개입니다. 전체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일부로, 시스템에서 녹색 구성 요소를 사용
하도록 전환하는 시간을 스케줄링합니다. 전환이 완료
되면 포드는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생성된 2개의 VM

을 사용하며, 청색 구성 요소 집합에서 이전에 사용되
던 2개의 VM은 중지된 후 삭제됩니다.

작업 환경의 규모는 시스템이 청색/녹색 업데이트 프
로세스에 대해 포드의 녹색 구성 요소를 구축하기 시작
하는 시점부터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고 포드가 새 녹
색 구성 요소를 사용하도록 전환되는 시점까지의 전체 
업데이트 기간 동안 동시에 실행되는 4개의 포드 관리
자 인스턴스를 수용해야 합니다. 포드의 청색/녹색 업
데이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Horizon Cloud 포드 
-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게이트웨이 관련 VM

게이트웨이 관련 VM은 다음과 같습니다.

n 포드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대해 보안 게이트웨이로 작동하도록 구성
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n 외부 게이트웨이를 별도의 VNet에 배포하는 경우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클라우드 관리 작업을 처리하
는 게이트웨이 커넥터 VM

참고   2020년 7월 분기별 릴리스부터는 전체 포드를 배포하거나 새 게이트웨이를 추가할 때와 같이 새 게이트웨
이를 배포할 때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대해 지원되는 VM 모델 목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릴리스 이전에는 게이트웨이 인스턴스가 Standard_A4_v2 VM 모델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화면 
마법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원되는 VM 모델 목록은 게이트웨이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Microsoft Azure 지역에
서 사용할 수 있는 VM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표시되는 선택 항목은 게이트웨이 배포에 사용하는 Microsoft 

Azure 구독의 VM 할당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드 배포 마법사의 VM 모델 메뉴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
는 VM 모델이 동적으로 반영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게이트웨이 인스턴스의 VM 모델을 유지합니다. 포드 업데이트 이전의 게이트웨이 인스턴
스의 VM 모델은 업데이트 이후의 VM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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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Unified Access Gateway VM 요구 사항
VM Microsoft Azure VM 사양 수량 설명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

이 릴리스부터는 새 게이트웨이 배포를 
위해 다음 VM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Linux 표준 Av2 제품군 — 

Standard_A4_v2(4개의 코어, 

8GB 메모리), OS 디스크: 표준 
HDD 20GiB

n Linux 표준 FSv2 제품군:

n Standard_F8s_v2(8개의 
코어, 16GB 메모리), OS 디
스크: SSD 32GiB

외부 또는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유지할지 또는 동일한 포
드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구성을 모두 유지
할지에 대한 선택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외부 전용 또는 내부 전용 구성의 경우:

n 안정적인 상태 작업 동안 포드당 2개
n 포드 관련 청색/녹색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되는 전체 기간 동안 포드당 4개.

외부 및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둘 다 사용되는 포드의 경우:

n 안정적인 상태 작업 동안 포드당 4개
n 포드 관련 청색/녹색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되는 전체 기간 동안 포드당 8개.

Unified Access Gateway는 배포 마법사에서 게이
트웨이 설정을 구성할 때 포드에 배포되는 선택적 기능
입니다. 포드에 대해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
턴스를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 환경이 포드의 전
체 청색/녹색 업데이트 프로세스 동안 실행되는 이러
한 인스턴스를 수용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상태의 인스
턴스 수는 외부 및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둘 다 유지하도록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외부 또는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중 
하나만 유지하는 경우 안정적인 상태 작업 동안 2개의 
인스턴스가 존재하고 전원이 켜지며 Unified Access 

Gateway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 동
안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실행하기 위해 두 개의 추가 인스턴스가 생성되
고 전원이 켜집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포드는 새로 
생성된 VM을 사용하도록 마이그레이션되며, 청색 구
성 요소 집합에서 이전에 사용되던 VM은 중지된 후 삭
제됩니다.

내부 및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둘 
다 유지하는 경우 안정적인 상태 작업 동안 4개의 인스
턴스가 존재하고 전원이 켜지며 Unified Access 

Gateway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인스턴스는 외부 구
성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두 인스턴스는 내부 구성에 
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 동안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를 실행하기 위해 구성당 두 개의 추가 인스턴스가 생
성되고 전원이 켜집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포드는 
새로 생성된 VM을 사용하도록 마이그레이션되며, 청
색 구성 요소 집합에서 이전에 사용되던 VM은 중지된 
후 삭제됩니다.

작업 환경의 규모는 시스템이 청색/녹색 업데이트 프
로세스에 대해 포드의 녹색 구성 요소를 구축하기 시작
하는 시점부터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고 포드가 새 녹
색 구성 요소를 사용하도록 전환되는 시점까지의 전체 
업데이트 기간 동안 동시에 실행되는 명시된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를 수용해야 합니다. 포드
의 청색/녹색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Horizon Cloud 포드 -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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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외부 게이트웨이를 별도의 VNet에 배치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커넥터 VM 요구 사항
VM Microsoft Azure VM 사양 수량 설명

게이트웨
이 커넥터 
인스턴스

Linux 표준 Av2 제품군:

Standard_A1_v2(1개 코어, 2GB 메
모리)

OS 디스크: 표준 HDD 10GiB

안정 상태 작업 동안 이 외부 게이트웨이 유
형당 1개
포드 관련 청색/녹색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
되는 전체 기간 동안 이 외부 게이트웨이 유
형당 2개.

외부 게이트웨이가 별도의 VNet에 배포되면 이 VM

이 생성되고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클라우드 관
리 작업에 사용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의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기 위해 추가 인스턴스
가 생성되고 전원이 켜집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새
로 생성된 VM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전
에 사용한 VM은 중지된 후 삭제됩니다. 이 선택적 구
성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작업 환경에서는 포드 관
련 청색/녹색 업데이트 작업 동안 끝까지 실행되는 이
러한 인스턴스를 수용해야 합니다.

골든 이미지 - 일반
골든 이미지는 Horizon Cloud에서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Microsoft Windows 운
영 체제 VM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VM을 골드 패턴으로 지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든 이미지는 사용자가 마스터 이미지를 생성할 때 선택한 항목에 따라 GPU를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Horizon Cloud에서 단일 포드 골든 이미지와 다중 포드 골든 이미지를 모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생성
은 콘솔의 자동화된 [마켓플레이스에서 VM 가져오기] 마법사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자동화된 마법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VM 크기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본값은 내부 설정과 특정 OS(운영 체
제)에 대한 마법사의 선택 사항 및 GPU 포함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골든 이미지 VM

v2207 서비스 릴리스부터 단일 포드 이미지 및 다중 포드 이미지 모두 VM 모델 요구 사항이 동일합니다. 단일 포
드 이미지는 콘솔의 [가져온 VM] 페이지를 사용하여 가져옵니다. 다중 포드 이미지는 콘솔의 [다중 포드 이미지] 

페이지를 사용하여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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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골든 이미지 VM 요구 사항
VM Microsoft Azure VM 사양 수량 설명

골든 이미
지

GPU 지원 골든 이미지의 경우 시스템
에서는 다음을 사용합니다.

n Standard_NV12s_v3(Standar

d NVSv3 제품군 vCPU)

n OS 디스크: 표준 HDD 127GiB

사용자 요구
에 따라 다
름

골든 이미지는 Horizon Cloud에서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VM입니다.

Windows 단일 세션 운영 체제 VM은 VDI 데스크톱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이
미지를 제공합니다.

RDS 지원 Windows 운영 체제 VM은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팜의 VM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이미지를 제공합니
다. 이 RDS 지원 범주에는 Windows Server OS와 Windows Enterprise 다중 세
션 OS가 모두 포함됩니다.

각 골든 이미지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와 GPU 지원 여부가 조합되어 지정
됩니다. 따라서 포드에서 다음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경우
n Microsoft Windows 2016 Datacenter를 사용하는 RDSH 데스크톱, GPU 없

음
n Microsoft Windows 2016 Datacenter를 사용하는 RDSH 데스크톱, GPU 포

함
2개 이상의 골든 이미지 VM이 필요합니다.

골든 이미지를 게시된 이미지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때때로 이미지 게시 또는 이미지 
봉인이라고도 합니다. 게시된 결과 이미지는 할당에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상태이므로 
때때로 봉인된 이미지 또는 할당 가능한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게시 워크플로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골든 이미지의 전원을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게
시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면 VM 전원이 다시 켜집니다.

참고   콘솔의 복제 작업을 사용하여 단일 포드 이미지를 복제하면 시스템에서 일시적
으로 골든 이미지의 VM 전원을 켜서 복제본의 구성을 가져온 후 다시 전원을 끕니다.

단일 포드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톱 이미지 및 
Horizon Cloud 포드 생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비 GPU 지원 골든 이미지에서 비 
Windows 11개의 OS를 사용하는 경
우 시스템에서는 다음을 사용합니다.

n Standard_DS2_v2(Standard 

DSv2 제품군 vCPU)

n OS 디스크: 표준 HDD 127GiB

Microsoft Windows 11 OS 또는 
Windows 11 OS Enterprise 다중 세
션 OS의 비 GPU 지원 골든 이미지의 
경우 시스템에서는 다음을 사용합니다.

n Standard_D4s_v3(Standard 

DSv3 제품군 vCPU)

n OS 디스크: 표준 HDD 127GiB

팜 VM

RDSH 팜 VM은 최종 사용자에게 세션 기반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RDS 지원 인스턴스입니
다. 세션 데스크톱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RDSH 팜과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RDSH 팜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추가 팜을 배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서비스 릴리스에서는 동일한 팜에서 세션 기반 데스크톱과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둘 다 제공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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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팜 VM 요구 사항
VM Microsoft Azure VM 사양 수량 설명

RDSH 팜 포드에서 팜을 생성할 때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려는 Microsoft Azure VM 유
형 집합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Microsoft 

Azure VM 크기 집합에서 고유한 목
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팜에
서 사용할 수 있는 VM 유형 집합을 사
용자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팜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팜 RDSH 

인스턴스의 OS 디스크 크기를 사용자 
지정하여 시스템 기본값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준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Windows VM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

docs.microsoft.com/en-us/azure/

virtual-machines/windows/sizes

의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운영 환경에서는 팜에 사용하는 
VM 유형이 최소 2개의 CPU를 포함하
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예기치 않은 최종 사용자 연결 문제가 
방지됩니다. 이 조건 때문에 Horizon 

Agent에서는 버전 7.x 이상에서 
Horizon Agent를 설치하거나 업데이
트하기 위해 최소 2개의 CPU가 필요
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Horizon Agent 기준은 버전 7.8에서 
시작하는 Horizon 제품 설명서에 명시
됩니다(최소 2 CPU에 대한 참조가 가
상 시스템에 Horizon Agent 설치 버
전 7.8부터 시작됨).

사용자 요구 
사항 및 
Horizon 

Cloud 환경
에서 VM 크
기를 사용자 
지정한 방식
에 따라 달
라집니다.

이러한 VM의 전원 상태는 팜 구성 설정 및 최종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VDI 데스크톱 VM

VDI 데스크톱 VM은 VDI 데스크톱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스턴스입니다.

참고   2020년 7월 분기별 서비스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은 Microsoft Azure 포드에서 App Volumes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콘솔의 App Volumes 캡처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Horizon Cloud 인벤
토리에 추가하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VM에 대한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여 캡처 프로세스를 지원합
니다. 이 시스템 생성 할당에 사용되는 VM 유형은 애플리케이션 캡처 프로세스를 위해 콘솔에서 선택한 게시된 이
미지에 사용되는 모델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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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VDI 데스크톱 VM 요구 사항
VM Microsoft Azure VM 사양 수량 설명

VDI 데스
크톱

포드에서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Microsoft Azure VM 유형 집합을 사
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Microsoft Azure 지역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Microsoft Azure 

VM 크기 집합에서 고유한 목록을 사용
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VDI 데스크톱 
할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VM 유형 집
합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 관리 가
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Microsoft가 VDI 사용 사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소규모 
Microsoft Azure VM 크기 집합은 
Standard_B2l 및 Standard_B1과 
같은 사용 사례에서 자동으로 생략됩니
다.

VDI 데스크톱 할당을 생성하거나 편집
할 때 VDI 데스크톱 인스턴스의 OS 디
스크 크기를 사용자 지정하여 시스템 
기본값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Windows VM 크기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Microsoft 설명서
(https://docs.microsoft.com/en-

us/azure/virtual-machines/

windows/sizes)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운영 환경에서는 VDI 데스크톱 
할당에 사용하는 VM 유형이 최소 2개
의 CPU를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예기치 않은 최종 사
용자 연결 문제가 방지됩니다. 이 조건 
때문에 Horizon Agent에서는 버전 
7.x 이상에서 Horizon Agent를 설치
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최소 2개의 
CPU가 필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
다. 이 Horizon Agent 기준은 버전 
7.8에서 시작하는 Horizon 제품 설명
서에 명시됩니다(최소 2 CPU에 대한 
참조가 가상 시스템에 Horizon 

Agent 설치 버전 7.8부터 시작됨).

사용자 요구 
사항 및 
Horizon 

Cloud 환경
에서 VM 크
기를 사용자 
지정한 방식
에 따라 달
라집니다.

이러한 VM의 전원 상태는 VDI 데스크톱 할당 설정 및 최종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Horizon Edge 가상 장치
이 장치는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해당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을 활성화할 때 포
드의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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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Horizon Edge 가상 장치 요구 사항
VM Microsoft Azure VM 사양 수량 설명

Horizon 

Edge 가
상 장치

Linux - 표준 Dv3 제품군:

Standard_D4_v3(4개의 코어, 16GB 

메모리)

OS 디스크: 표준 HDD 30GiB

포드당 1개 포드에서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 VM이 생성되며,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CMS(Cloud Monitoring Service)에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수 사례 지원 관련 Jumpbox VM

VMware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팀이 해당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VMware 관리 장치와의 통신을 위해 임시 
Jumpbox VM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구독 코어 및 할당량이 해당 시점의 배포를 수용해야 합니다. 지
원 관련 Jumpbox 배포에 대한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Jumpbox는 VMware 지원 팀의 감독에 따라 배포되고 VM이 지원 요청을 더 이상 서비스할 필요가 없으면 
VMware 지원 팀의 감독에 따라 삭제됩니다.

표 6-14. 임시 지원 관련 Jumpbox VM 요구 사항
VM Microsoft Azure VM 사양 수량 설명

지원 관련 
Jumpbo

x

Linux 표준 F 제품군:

Standard_F2(2개의 코어, 4GB 메모
리)

OS 디스크: 표준 HDD 30GiB

1 이 지원 관련 Jumpbox VM은 VMware 지원 요청을 처리할 때 VMware 관리 장치
에 대한 보안 통신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
Horizon Cloud 포드를 해당 환경에 배포하려면 Microsoft Azure 환경에 기존 가상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배포 중인 영역에 아직 VNet(가상 네트워크)이 없으면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해야 합니다.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
를 포드의 VNet과는 별도로 자체 VNet에 배포하려면 해당 VNet을 생성한 다음, 두 VNet을 피어링해야 합니다. 

포드와는 별도로 자체 구독을 사용하는 포드의 외부 게이트웨이를 유지하려면 해당 구독의 외부 게이트웨이에 사
용할 별도의 VNet을 생성하고 두 VNet을 피어링해야 합니다. 단일 VNet은 여러 구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부 
게이트웨이를 자체 구독에 배포할 경우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의 VNet과는 별개이고 피어링되는 VNet을 사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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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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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할 VNet을 선택하
십시오.

서브넷 생성 서브넷 필요

포드의 VNet을 사용하여 외부 게이트웨이
에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

이 구성의 경우 VNet에서 미리 서브넷을 생
성하고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해당 서브넷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서브넷의 주소 공간을 
마법사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
드 배포자가 VNet에서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   기존 VNet이 피어링된 경우 배포자
가 VNet의 주소 공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VNet이 피어링된 경우 포
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

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에 설명된 대로 미리 서브넷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브넷을 미
리 생성하지 않으려고 하며 VNet의 기존 주
소 공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서브넷 CIDR을 
배포 마법사에 입력하면 마법사가 오류 메시
지를 표시하며, 유효한 서브넷 주소 공간을 
지정하여 계속하거나 피어링되지 않은 가상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는 포드 배포에는 다음 서
브넷이 필요합니다.

n 포드 자체의 관리 활동에 참여한 VM에
서 사용한 IP 주소의 경우, 관리 서브넷

n 기본 VM 서브넷 — 테넌트 서브넷 또는 
데스크톱 서브넷으로도 알려져 있습니
다. 이 서브넷은 해당 서브넷의 RDSH 

서버 VM 및 VDI 데스크톱 VM에 사용
하는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배포 마법사
에서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지정된 경우 Unified Access 

Gateway VM은 이 서브넷의 IP 주소
도 사용합니다.

중요   VDI 데스크톱에 대한 VM, RDS 

지원 이미지 및 포드의 팜에 있는 모든 
RDSH VM은 이러한 IP 주소를 사용합
니다. 이 기본 VM 서브넷은 포드가 배
포된 후에는 확장될 수 없으므로 이 범
위는 이 포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데스
크톱 수를 수용할 만큼 크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포드가 향후 
1,000개가 넘는 데스크톱을 제공해야 
할 경우 이 범위는 해당 개수 이상의 IP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릴리스부터는 새 기능을 사용하여 나중
에 포드를 편집하고 팜 VM 및 VDI 데
스크톱 VM에서 사용할 VM 서브넷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
을 사용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VM 서브
넷을 추가하여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 
증가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팜 및 VDI 데스크톱 할당의 정의에 이러
한 추가 서브넷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 
VM 서브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본 
VM 서브넷의 범위를 예상된 팜 VM 및 
데스크톱 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큰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
다.

n 선택적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 사용하는 IP 주소
에 대한 DMZ 서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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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할 VNet을 선택하
십시오.

서브넷 생성 서브넷 필요

배포자가 서브넷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
면 배포자가 해당 VNet에서 항상 새 서브넷
을 생성합니다. VNet의 주소 공간에 관해 
배포자는 다음과 같이 마법사에 입력하는 서
브넷 주소 공간을 처리합니다.

n 마법사에서 아직 VNet의 주소 공간에 
없는 주소 공간을 지정하면 배포자가 자
동으로 해당 주소 공간을 추가하도록 
VNet의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런 
다음 VNet에 새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n 마법사에서 지정된 주소 공간이 이미 
VNet의 기존 주소 공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배포자가 지정된 주소 공간을 사
용하여 VNet에 새 서브넷을 생성합니
다.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의 VNet 또는 구독
과는 별도로 자체 VNet 또는 구독을 사용하
도록 하면서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

이 구성의 경우 두 개의 VNet이 포함되고 
이러한 VNet을 피어링해야 하기 때문에 
VNet에서 미리 서브넷을 생성하고 포드 배
포 마법사에서 해당 서브넷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
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에 설명된 대
로 서브넷을 미리 생성합니다. 배포 마법사
는 배포자 서브넷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서
브넷의 주소 공간을 마법사에 직접 입력하는 
옵션을 제공하지만, VNet의 주소 공간에 아
직 없는 주소 공간을 지정하면 배포자는 피
어링된 VNet이므로 VNet에 추가할 수 없
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VNet에는 포드용 서브넷이 
있고 하나의 VNet에는 외부 게이트웨이용 
서브넷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VNet은 피어
링되어야 합니다. 포드의 VNet을 VNet-1로 
나타내고 외부 게이트웨이의 VNet을 
VNet-2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러한 각 
VNet에 대해, 포드 배포자가 자동으로 생성
할 서브넷의 주소 공간을 지정하거나 미리 
생성한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배포에서 포드의 VNet(VNet-1)

은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의 자체 VNet에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된 것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관리 서브넷 및 데스크톱 서브넷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구성의 다른 
VNet(VNet-2)에 있는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서는 DMZ 서브
넷을 사용하도록 지정되었으므로 포드의 
VNet은 이 구성의 DMZ 서브넷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배포 구성에서 외부 게이트웨
이의 VNet은 다음 서브넷을 가져옵니다.

n 외부 게이트웨이 자체의 관리 작업에 포
함된 VM(게이트웨이의 커넥터 VM, 외
부 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IP 주
소용 관리 서브넷

n 외부 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백엔
드 서브넷

n 외부 게이트웨이의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DMZ 서브넷

등록된 계정에 적합한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여 이러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 대한 특정 포털 끝점이 있습니다.

n Microsoft Azure 상용(표준 글로벌 지역)

n Microsoft Azure 중국
n Microsoft Azure 미국 정부
사용자 계정에 적절한 URL을 사용하여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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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포털의 검색 창을 사용하여 가상 네트워크를 검색하고 해당하는 가상 네트워크 

결과를 선택하여 가상 네트워크 창으로 이동합니다.

2 가상 네트워크 창에서 생성을 클릭하여 [VNet 생성]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3 마법사의 화면 마법사 단계에서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구독 포드를 배포할 때 사용하려는 구독과 동일한 구독을 선택합니다.

리소스 그룹 기존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거나 가상 네트워크가 생성될 때 새 리소스 그룹을 만들 수 있
습니다.

이름 VNet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영역 포드를 배포하려는 Microsoft Azure 지역과 동일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주소 공간 VNet의 주소 공간을 지정합니다.

서브넷 및 주소 범위 Microsoft Azure에서는 VNet을 생성할 때 하나의 서브넷을 생성해야 합니다. 기본값을 
유지하거나 이름과 범위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필수 서브넷 중 하나에 대해 
이 서브넷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드 배포자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주소 범위를 지정합니
다. 예를 들어, 포드의 테넌트 서브넷에 대해 이 서브넷을 사용하려는 경우 IP 주소 범위가 
배포 마법사에 필요한 /27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중요   포드의 필수 서브넷 중 하나에 이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리소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 사항 설정에 대해서는 기본값을 유지합니다.

4 검토 단계를 진행한 다음, 생성을 클릭합니다.

결과
사용자의 Microsoft Azure 계정에서 VNet(가상 네트워크)이 생성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포드 배포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도록 하지 않고, 필요한 서브넷을 수동으로 생성하려면, 새로 만든 VNet을 포드에 
사용할 서브넷을 사용하여 구성합니다. 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및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중인 DNS 서비스와 함께 새로 생성된 VNet과 포드에서 사용할 Active Directory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구
성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사용하는 VNet 토폴로지에 필요한 DNS 서버 설정을 
구성합니다.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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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et 구성이 방화벽 및 기타 네트워크 동작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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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배
포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중요   포드 관리자 VM에는 Microsoft Azure VNet에서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외부 게이트
웨이를 자체 VNet에 배포하는 경우 해당 VNet은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게이트웨이 커넥터 VM

을 지원해야 합니다. 프록시 기반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포드 배포 마법사의 필드를 완료할 때 
프록시 서버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
브넷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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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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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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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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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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지역에 포드에 사용하려는 VNet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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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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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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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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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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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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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신을 허용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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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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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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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사용하는 VNet 토폴로지에 필요
한 DNS 서버 설정을 구성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가 배포되는 VNet에는 내부 시스템 이름과 외부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포드 배포 프로세스 동안 배포자가 Horizon Cloud 제어부에서 외부 주소로부터 Microsoft Azure 환경
으로 포드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다운로드합니다. Microsoft Azure 환경에 배포되는 VM에 대해 포드의 
Horizon Cloud Active Directory 도메인 가입 작업을 수행하려면 내부 VM(가상 시스템) 이름 확인 기능이 필
요합니다.

중요   이러한 주요 요구 사항은 특정 DNS 이름에 연결해야 하는 포드 관련 VM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포드 관련 VM에서 내부 시스템 이름 및 외부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
도록 VNet 토폴로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드를 배포하려는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하는 모든 
VNet 토폴로지가 관련된 필수 서브넷에 배포된 포드 VM에서 해당 DNS 이름 확인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DNS 확인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의 VNet과 별도로 고유한 VNet에 배포되도록 하려는 경우 해당 
VNet을 피어링해야 하며, 사용자와 네트워킹 팀은 피어링된 VNet 토폴로지가 이전 단락에 설명된 것처럼 포드의 
주요 DNS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토폴로지의 DNS 설정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설명서 집합에서는 네트워킹 팀에서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고급 VNet 토폴로지의 
세부 정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내부 네트워크 연결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운영 환경의 경우,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 팀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부 이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회사 시스템용 Microsoft Azure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유효한 DNS 서버를 가리키도록 가상 네트워크의 DNS 설정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가상 네트워
크에 DNS 서버로 역할하는 Microsoft Windows Server 2016 가상 시스템을 배치하고, 가상 네트워크의 DNS 

설정이 배치된 해당 DNS 서버의 IP 주소를 가리키도록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증명 환경에서 조직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부 이름 확인을 외부 공용 DNS에게 
위임하도록 내부 DN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직 및 ISP는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공용 재귀 이름 서버를 제
공합니다(예: 208.67.222.222의 OpenDNS 또는 8.8.8.8의 Google Public DNS). 공용 재귀 이름 서버의 샘
플 목록을 보려면 Wikipedia 문서 공용 재귀 이름 서버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Azure 지역에 포드 배포자 마법사에서 지정하려는 VNet 토폴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또는 네트워킹 팀이 해당 VNet 토폴로지에 대해 구성하려는 DNS 서버 설정이 성공적인 포드 배포에 필요
한 특정 외부 이름에 연결하고 해당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을 참조하십시오.

절차
1 Microsoft Azure Portal의 왼쪽 탐색 모음에서 (가상 네트워크)을 클릭한 다음, 사용자의 포

드에 사용할 가상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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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S 서버를 클릭하여 가상 네트워크의 DNS 서버 설정을 표시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옵션을 사용하여, 이름 인식에 사용하려는 DNS 서버의 주소를 추가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DNS 포트 및 프로토콜에 대한 포드 배포자의 액세스 요구 사항이 VNet 토폴로지에서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및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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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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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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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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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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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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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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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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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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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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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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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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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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285



표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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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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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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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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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289



표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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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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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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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291



표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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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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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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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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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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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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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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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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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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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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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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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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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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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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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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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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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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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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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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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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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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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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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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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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에 외부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모두 있고,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와 동일한 VNet으로 배포하
고, 외부 게이트웨이 VM의 3개 NIC, 내부 게이트웨이 VM의 2개 NIC,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용으로 
공용 IP를 설정한 포드의 Horizon Cloud Pod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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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해당 최종 사용자 연결이 아래 나열된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해당 로드 밸런서에 도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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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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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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에 외부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이 모두 
있고, 외부 게이트웨이를 포드와 동일한 VNet으로 배포하고, 외부 게이트웨이 VM의 3개 NIC, 내부 게이트웨
이 VM의 2개 NIC,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용으로 공용 IP를 설정한 포드의 Horizon Cloud Pod 아
키텍처 그림 다이어그램은 이 내부 로드 밸런서 및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의 위치를 나타냅니
다. 포드에 이 구성이 있으면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최종 사용자 트래픽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
스에 요청을 분산하는 해당 공용 로드 밸런서로 이동합니다. 이 구성의 경우 해당 최종 사용자 연결이 아래 나
열된 포트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해당 로드 밸런서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드 배포에서 내
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는 vmw-hcs-podID-uag-internal라는 리소스 그룹에 있습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의 UU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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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관리 가이드" 에 설명된 대로 콘솔의 포드 요약 페이지를 사용하여 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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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포드 관리자 VM에 업로드합니다.그런 다음, Workspace ONE Access를 포드와 통합하는 단계를 
완료합니다.

표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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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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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포드 구성에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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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 UDP 데이터 트래픽을 위한 Unified Access Gateway의 Blast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한 Blast Extreme(적응형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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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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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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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관리 가이드" 에서 URL 컨텐츠 리디렉션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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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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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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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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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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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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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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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경우 서비스는 API 호출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구독에 포드를 배포하고 해당 포드와 포드 프로비저닝된 VDI 데스크톱 및 팜을 관리합니다. Horizon Cloud가 포
드 구독에서 해당 API 호출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앱 등록을 생성합니다.

간단한 소개
포드의 초기 배포에서 포드 배포자는 포드에 사용하기로 선택한 Microsoft Azure 구독의 API를 호출합니다. 이
러한 API 호출은 포드 구독에서 포드 관리자 VM, VM의 NIC, 해당 NICS의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Horizon 

Cloud 포드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와 같은 항목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포드 배포 후에 Horizon Cloud는 계속해서 포드 구독에서 API를 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드 배포 
후 서비스는 API 호출을 사용하여 골든 이미지에 대한 기본 이미지 VM을 생성하고, 골든 이미지에서 sysprep을 
실행하고, 팜 호스트 및 VDI 데스크톱 VM을 생성하고,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을 추가 및 편집하고, 포드를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합니다.

포드 배포자를 실행하기 전에 앱 등록 생성
포드 배포자가 포드 구독 내에서 포드 리소스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하기 위해 포드 배포 프로세스 중에 API

를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기 전에 앱 등록 및 클라이언트 암호 키가 있어야 합니다. 앱 등록을 
생성하면 포드 구독에 서비스 주체 개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포드 구독 수준에서 작동하려면 Azure Portal에서 클라이언트 암호 키를 생성하고 Horizon Cloud 앱 등록에 역
할을 할당해야 합니다.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포드 구독과는 별도로 자체 구독에 배포되는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Horizon Cloud에서는 마법사를 실행하여 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할 때 해당 구독에서 API를 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포드 구독용 외의 앱 등록 및 클라이언트 암호 키가 해당 구독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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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등록에 역할 할당 정보
Horizon Cloud 앱 등록에서는 포드 구독에 할당된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제공 Contributor 
역할은 포드 구독이 있는 Horizon Cloud에서 사용하는 역할입니다. 포드 구독 내에서 Horizon Cloud가 수행해
야 하는 모든 API 호출을 포함하므로 Contributor 역할을 사용합니다.

역할 할당은 직접 할당이어야 합니다. 역할이 그룹에 할당되고 앱 등록이 해당 그룹의 멤버인 역할의 그룹 기반 할
당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조직이 포드 구독에서 Contributor 역할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Horizon Cloud는 대신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 지정 역할은 Horizon Cloud가 사용해야 하는 특정 API 호출을 제
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역할 및 Horizon Cloud 앱 등록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리소스 제공자 등록
포드 구독에서 다음 리소스 제공자는 모두 Registered 상태여야 합니다. 이 목록의 일부 리소스 제공자는 이미 
Registered 상태이지만 다른 리소스 제공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 Microsoft 

Azure 동작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모든 Azure 구독에 대해 리소스 제공자 집합이 등록됩니다.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나열된 이러한 리소스 제공자가 Registered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
다.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리소스 제공자가 Registered 상태인지 검증하고 포드 배포가 등록 취소
된 경우 포드 배포가 시작되지 않도록 합니다.

n Microsoft.Compute

n microsoft.insights

n Microsoft.Network

n Microsoft.Storage

n Microsoft.KeyVault

n Microsoft.Authorization

n Microsoft.Resources

n Microsoft.ResourceHealth

n Microsoft.ResourceGraph

n Microsoft.Security

n Microsoft.DBforPostgreSQL

n Microsoft.Sql

n Microsoft.MarketplaceOrdering

다음 스크린샷은 Azure Portal에서 등록됨 상태 및 등록 취소됨 상태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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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구독에서 리소스 제공자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Azure Portal에 로그인하고 포드를 배포할 구독을 검색합니다.

2 구독 이름을 클릭하고 (리소스 제공자)이 보일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이전 목록에서 리소스 제공자를 찾은 후 이러한 제공자가 (등록됨) 상태를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전 목록에 NotRegistered로 표시되는 리소스의 경우 포털을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
등록된 계정에 적합한 Microsoft Azure 포털을 사용하여 이러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Microsoft Azure 클라우드에 대한 특정 포털 끝점이 있습니다.

n Microsoft Azure 상용(표준 글로벌 지역)

n Microsoft Azure 중국
n Microsoft Azure 미국 정부
외부 게이트웨이가 포드와는 별도로 자체 구독을 사용하는 Horizon Cloud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앱 등록
을 위해 해당 구독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Azure Portal에서 다음 단계를 모두 직접 완료하려면 포털 로그인에 앱 등록을 생성하고 포드를 배포하려는 구독
에서 해당 앱 등록에 역할을 할당할 수 있는 충분한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구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경우, 이러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앱 등록을 생성하고 해당 앱 등록에 역할을 할당하는 데 필요한 사용 권한
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앱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
2 포털의 검색 창에서 App registrations를 검색하고 결과 목록에 표시되면 앱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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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앱 등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앱 등록] 페이지에서 새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이 등록이 Horizon Cloud용임을 알려 주는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이 조직 디렉터리의 계정만을 선택합니다.

6 선택적 [리디렉션 URI] 섹션은 기본 상태인 빈 상태로 둡니다.

7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앱 등록 생성을 완료합니다.

새로 생성된 앱 등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8 앱 ID 및 디렉토리 ID를 복사한 후 나중에 배포 마법사를 실행할 때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복사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름이 Hzn-Cloud-Principal인 앱 등록과 앱 ID 및 디렉토리 ID가 표시되는 위치를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를 보여 줍니다.

9 그런 다음, 앱 등록의 클라이언트 암호 키를 생성합니다.

a 이전 스크린샷에서 이 표시되는 위치를 참조하십시오. Azure Portal의 새로 
생성된 앱 등록 페이지에서 인증서 및 암호를 클릭합니다.

b 새 클라이언트 암호를 클릭합니다.

c 다음 스크린샷에 설명된 것처럼 포털에서 클라이언트 암호 추가 화면이 표시됩니다. 설명을 입력하고 만
료 기간을 선택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키 설명은 16자 이하여야 합니다(예: Hzn-Cloud-Ke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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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암호 값을 복사한 후 나중에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붙여넣을 때까지 이 화면을 열어 두십시오.

d 나중에 배포 마법사를 실행할 때 검색할 수 있는 위치에 암호 값을 복사합니다. 마법사에 이 값을 붙여넣
는 필드가 있습니다.

10 Horizon Cloud 앱 등록에 역할 할당을 추가합니다. 구독 수준에서 역할을 할당합니다.

a Microsoft Azure Portal의 기본 탐색 모음에서 모든 서비스를 클릭하고 구독을 클릭한 후 포드 배포자
를 통해 포드를 배포할 구독의 이름을 클릭하여 구독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이때 화면에서 나중에 배포 마법사에서 필요한 구독 ID를 기록해 둡니다.

b (액세스 제어(IAM))을 클릭한 다음, 추가 > 역할 할당 추가를 클릭하여 역할 할당 추가 
화면을 엽니다.

c 역할 할당 추가 화면에서 역할로 Contributor 역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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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Horizon Cloud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조직이 이 용도로 설정한 
사용자 지정 역할을 선택합니다.

d 다음에 대한 액세스 할당 드롭다운 목록에서 Azure AD 사용자, 그룹 또는 앱을 선택합니다.

e 선택 상자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앱 등록 이름을 검색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 단계를 보여 줍니
다.

f 생성한 Horizon Cloud 앱 등록에 지정한 이름을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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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제 Horizon Cloud 앱 등록을 생성 및 구성하고, Horizon Cloud에 필요한 리소스 제공자의 등록 상태를 확인
했으며, 포드 배포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입력해야 하는 구독 관련 값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4개의 구독 관련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 구독 ID

n Azure Active Directory ID

n 애플리케이션 ID

n 애플리케이션 키 값
참고   Horizon Cloud는 앱 등록의 클라이언트 암호 키에 대해 설정한 만료 기간을 감지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Horizon Cloud가 이 앱 등록을 계속 사용하여 포드 및 해당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API 호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키의 만료 날짜에 도달하기 전에 키를 새로 고친 다음, 새 키를 Horizon Cloud 환경에 입력해야 합
니다. 현재 Microsoft Azure Portal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최대 만료 기간은 2년입니다. 키가 2년 후에 만
료된 뒤 키를 새로 고치지 않거나 포드에서 사용하기 위해 Horizon Cloud 환경에 새 키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만료된 키와 연결된 포드의 작동이 중지됩니다. Microsoft Azure Portal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허용하는 수명
인 2년보다 길게 비밀 키를 생성하려면 Microsoft Azure는 현재 PowerShell, Azure CLI 또는 Graph API를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역할 및 Horizon Cloud 앱 등록
조직은 포드 구독에서 Contributor 역할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대신 사용자 지정 역할을 생성하고 해당 역
할을 Horizon Cloud 앱 등록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Horizon Cloud에 필요한 API 호출을 허용하도록 사용자 지
정 역할을 구성해야 합니다. 조직이 포드 구독에서 Contributor 역할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이 포드 구독 또는 외부 게이트웨이 구독(선택 사항)에서 API 호출을 수행하고 
해당 VDI 관련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역할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ontributor 역할은 이 용도로 
사용됩니다. Contributor 역할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조직은 사용자 지정 역할을 생성하고 사용자 지정 역할을 통
해 Horizon Cloud 앱 등록이 필요한 API 호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조직에서 해
당 용도로 설정한 특정 리소스 그룹에 게이트웨이 리소스를 배포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포드 구독의 Horizon 

Cloud 앱 등록에 대한 사용자 지정 역할 외에, 해당 게이트웨이 구독에 대한 사용자 지정 역할은 포드 구독에 대한 
사용자 지정 역할보다 좀 더 세분화된 범위별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역할에 대한 간략한 소개
중요한 개념은 Horizon Cloud가 포드 구독 및 해당 리소스 그룹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여 포드 및 해당 게이트
웨이 구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성공적으로 생성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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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예로, 포드 및 게이트웨이 아키텍처에는 NIC가 포함된 가상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독에 가상 시스템
과 NIC를 생성하고 해당 NIC를 구독의 VNet에 있는 서브넷에 연결하는 기능이 Horizon Cloud에 필요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역할은 앱 등록의 서비스 주체가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작업 집합을 제공합니다. 관리 작업
은 리소스와 해당 리소스에 대해 수행된 작업을 조합한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규칙에 따라 포드 구독 및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 구독의 Horizon Cloud 앱 등록 기능을 필요한 
최소 작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사용 사례 개요
구독 및 리소스 그룹에서 Horizon Cloud 필수 작업을 논의할 때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두 구독 사용 사례에서 포드 구독의 앱 등록에 대한 역할은 단일 구독 사용 사례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규칙
을 따라야 합니다.

사용 사례 설명
포드 및 해당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Horizon 

Cloud에서 사용하는 단일 구독입니다.

이 경우 포드의 구독 수준에서 서비스 주체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
해야 합니다. 구독 수준에서 서비스 주체에 할당된 역할은 Horizon 

Cloud가 구독에서 필수 리소스를 성공적으로 생성하고 시간에 따라 
리소스에 대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이 경우에 역할은 기본 리소스 그룹, 네트워크 보안 그룹, 가상 시
스템 등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2개의 구독이 있으며, 포드 구독에서처럼 Horizon Cloud가 외부 
게이트웨이의 지정된 구독에서 게이트웨이의 필수 리소스 그룹 및 
리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n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리소스에 사용하도록 지
정된 하나의 구독

n 나머지 포드 리소스에 대한 하나의 구독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각 구독에 대한 서비스 주체에는 위에 설명
된 단일 구독 사용 사례의 경우와 동일한 작업을 허용하는 사용 권한
을 사용하여 구독 수준에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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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설명
위와 같이 2개의 구독이 있지만 Horizon Cloud에서 외부 게이트웨
이의 필수 리소스 그룹 및 리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지 않고, 

해당 외부 게이트웨이의 지정된 구독에서 미리 리소스 그룹을 생성
하고, Horizon Cloud에서 해당 기존 리소스 그룹에 외부 게이트웨
이의 리소스를 배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에 사용되는 서비스 주체에 액세스 권한을 부
여하는 두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n 위 경우와 동일하게 구독 수준에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n 다음 조합을 사용합니다.

n 구독 수준에서 기본 제공 읽기 권한자 역할을 사용하여 액
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n 명명된 리소스 그룹의 수준에서 사용자 지정 역할에 정의된 
사용 권한을 사용하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리소스 그
룹 수준에서 부여된 사용 권한은 Horizon Cloud가 외부 
게이트웨이의 리소스를 배포하고 구성하기 위해 리소스 그
룹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소스 그룹에 대한 사용 권한 외에도, Horizon Cloud는 
배포 계획에 따라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n 이 배포가 해당 구독 VNet에 대해 미리 생성한 서브넷
을 사용하는 경우 Horizon Cloud에는 해당 서브넷에 
NIC 및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를 생성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서브넷이 속한 VNet에 필요한 사용 권한
은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
subnets/* 및 Microsoft.Network/
networkSecurityGroups/*입니다.

n 이 배포에서 위의 Microsoft.Network/
virtualNetworks/subnets/* 및 
Microsoft.Network/networkSecurityGroups/* 
사용 권한 외에, Horizon Cloud가 서브넷을 생성하는 
경우 Horizon Cloud에는 서브넷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VNet에 필요한 사용 권한은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write입
니다.

n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가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지
정하는 경우 Horizon Cloud에는 명명된 리소스 그룹
에서 공용 IP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
다. 명명된 리소스 그룹에 필요한 사용 권한은 
Microsoft.Network/publicIPAddresses입니다.

VNet에 사용자 지정 경로가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 Cloud

에는 사용자 지정 경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VNet에 사용자 지정 경로가 있는 경우 위의 모든 사용 사례 외에 사
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Microsoft.Network/routeTables/
join/action

포드 및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단일 구독을 사용하거나, 구독 수준에서 사용 권한이 설정
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사용 사례의 경우 사용 권한은 구독 수준에서 할당됩니다. 사용자 지정 역할은 다음 표의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와일드 카드 문자)는 나열된 작업 내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모든 작업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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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구독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할당할 때 사용자 지정 역할에서 허용해야 하는 Microsoft Azure 리소스 작업
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Authorization/*/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authorizatio
n

Microsoft.Compute/*/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availabilitySe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disk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image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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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authorization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표 6-28. 구독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할당할 때 사용자 지정 역할에서 허용해야 하는 Microsoft Azure 리소스 작업 (계속)

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Compute/location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snapsho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virtualMachine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virtualMachineScaleSe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dbforpostgr
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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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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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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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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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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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KeyVault/*/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keyvault

Microsoft.KeyVault/vaul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keyvault

Microsoft.KeyVault/vaults/secre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keyvault

Microsoft.Network/loadBalancer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networkInterface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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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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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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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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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Network/networkSecurityGroup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publicIPAddresse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write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checkIpAddressAvailability/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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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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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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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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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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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subne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virtualNetworkPeerings/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ResourceHealth/availabilityStatuses/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resourcehea
lth

Microsoft.Resources/subscriptions/resourceGroup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resources

Microsoft.Resources/deploymen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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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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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구독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할당할 때 사용자 지정 역할에서 허용해야 하는 Microsoft Azure 리소스 작업 (계속)

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Storage/*/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storage

Microsoft.Storage/storageAccoun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storage

Microsoft.Compute/galleries/read
Microsoft.Compute/galleries/write
Microsoft.Compute/galleries/delete
Microsoft.Compute/galleries/images/*
Microsoft.Compute/galleries/images/version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
read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
write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marketplace
ordering

다음 JSON 코드 블록은 이전 작업 집합이 있을 때 Horizon Cloud Pod라는 사용자 지정 역할 정의의 모습을 
보여 주는 예제입니다. ID는 사용자 지정 역할의 고유 ID입니다. Azure PowerShell 또는 Azure CLI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역할을 생성하면 이 ID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변수 mysubscriptionId1은 사용자 지정 역할이 사용
되는 구독의 ID(포드의 구독 또는 선택적 게이트웨이 구독)를 대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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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구독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할당할 때 Horizon Cloud 필수 작업을 허용하는 역할에 대한 샘플 JSON

{
"Name": "Horizon Cloud Pod",
"Id": "uuid",
"IsCustom": true,
"Description": "Minimum set of Horizon Cloud pod required operations",
"Actions": [
  "Microsoft.Authorization/*/read"
  "Microsoft.Compute/*/read"
  "Microsoft.Compute/availabilitySets/*"
  "Microsoft.Compute/disks/*"
  "Microsoft.Compute/images/*"
  "Microsoft.Compute/locations/*"
  "Microsoft.Compute/virtualMachines/*"
  "Microsoft.Compute/virtualMachineScaleSets/*"
  "Microsoft.Compute/snapshots/*"
  "Microsoft.DBforPostgreSQL/*"
  "Microsoft.KeyVault/*/read"
  "Microsoft.KeyVault/vaults/*"
  "Microsoft.KeyVault/vaults/secrets/*"
  "Microsoft.Network/loadBalancers/*"
  "Microsoft.Network/networkInterfaces/*"
  "Microsoft.Network/networkSecurityGroups/*"
  "Microsoft.Network/publicIPAddresses/*"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read"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write"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checkIpAddressAvailability/read"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subnets/*"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virtualNetworkPeerings/read"
  "Microsoft.Resources/subscriptions/resourceGroups/*"
  "Microsoft.ResourceHealth/availabilityStatuses/read"
  "Microsoft.Resources/deployments/*"
  "Microsoft.Storage/*/read"
  "Microsoft.Storage/storageAccounts/*"
  "Microsoft.Compute/galleries/read"
  "Microsoft.Compute/galleries/write"
  "Microsoft.Compute/galleries/delete"
  "Microsoft.Compute/galleries/images/*"
  "Microsoft.Compute/galleries/images/versions/*"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read"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write"
  ],
"NotActions": [],
"DataActions": [],
"NotDataActions": [],
"AssignableScopes": [
  "/subscriptions/mysubscriptionId1"
  ]
}

사용자 지정 경로가 VNet 및 해당 서브넷에 있는 경우
Microsoft Azure Cloud에는 사용자 지정 경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가 VNet 및 해당 서브넷에 추가된 경우 이 추가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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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0. VNet에 사용자 지정 경로가 있을 때 허용되어야 하는 Microsoft Azure 리소스 작업
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Network/routeTables/join/action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에 대해 별도의 구독을 사용하는 경우 구독 수준에 읽기 
권한자 역할이 있고 세분화된 수준에서 추가 필수 사용 권한이 할당된 사용자 지정 리소스 그룹
으로 배포
이 사용 사례의 경우, 외부 게이트웨이 구독의 구독 수준에서 조직이 Horizon Cloud 앱 등록에 사용할 기본 제공 
Reader 역할과 명명된 리소스 그룹 수준에서의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다음 표의 사용 권한을 지정하는 사용자 지정 역할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해당 사용자 지정 역할이 
Horizon Cloud 앱 등록에 할당되어 외부 게이트웨이의 구독에서 특별히 명명된 리소스 그룹에 작동합니다. 사용
자 또는 조직은 외부 게이트웨이를 배포하는 구독에 명명된 해당 리소스 그룹을 미리 생성합니다.

계획된 배포 옵션에 따라 서브넷 및 VNet에 일부 특정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n 이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가 미리 생성한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 Horizon Cloud에는 해당 서브넷에 NIC 및 
NSG(네트워크 보안 그룹)를 생성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서브넷이 속한 VNet에 필요한 사용 권한은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subnets/* 및 Microsoft.Network/
networkSecurityGroups/*입니다.

n 이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에서 위의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subnets/* 및 
Microsoft.Network/networkSecurityGroups/* 사용 권한 외에, Horizon Cloud가 서브넷을 생성하는 
경우 Horizon Cloud에는 서브넷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구독의 VNet에 필요한 사용 권한은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write입니다.

n 배포가 외부 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해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Horizon Cloud에는 명명된 
리소스 그룹에서 공용 IP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명명된 리소스 그룹에 필요한 사용 권한
은 Microsoft.Network/publicIPAddresses입니다.

명명된 리소스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허용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와일드 카드 문자)는 나열된 리소스 제공자 
작업 내의 문자열과 일치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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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지정된 리소스 그룹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Microsoft Azure 리소스 작업 
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Authorization/*/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authorizatio
n

Microsoft.Compute/*/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availabilitySe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disk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image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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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지정된 리소스 그룹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Microsoft Azure 리소스 작업 (계속)

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Compute/location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snapsho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virtualMachine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Compute/virtualMachineScaleSe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compute

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dbforpostgr
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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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comput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dbforpostgresql


표 6-31. 지정된 리소스 그룹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Microsoft Azure 리소스 작업 (계속)

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KeyVault/*/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keyvault

Microsoft.KeyVault/vaul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keyvault

Microsoft.KeyVault/vaults/secre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keyvault

Microsoft.Network/loadBalancer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networkInterface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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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keyvaul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표 6-31. 지정된 리소스 그룹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Microsoft Azure 리소스 작업 (계속)

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배포에서 외부 게이트웨이 배포에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Microsoft.Network/
publicIPAddresse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checkIpAddressAvailability/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Network/virtualNetworks/virtualNetworkPeerings/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network

Microsoft.ResourceHealth/availabilityStatuses/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resourcehea
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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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network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health


표 6-31. 지정된 리소스 그룹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Microsoft Azure 리소스 작업 (계속)

작업 Microsoft Azure 

설명서에 포함된 설
명

Microsoft.Resources/subscriptions/resourceGroup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resources

Microsoft.Resources/deploymen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resources

Microsoft.Storage/*/read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storage

Microsoft.Storage/storageAccounts/*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storage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
read
Microsoft.MarketplaceOrdering/offertypes/publishers/offers/plans/agreements/
write

https://
docs.microsoft.c
om/en-us/azure/
role-based-
access-control/
resource-
provider-
operations#micr
osoftmarketplace
or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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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resour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storage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role-based-access-control/resource-provider-operations#microsoftmarketplaceordering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마법사에 대한 구독 관련 정보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려면 Microsoft Azure 구독의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 게
이트웨이를 포드와는 별도로 자체 구독에 배포하는 경우 배포자에는 두 구독 모두에 대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요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애플리케이션 키를 생성할 때 해당 키를 바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포드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Azure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하여 언제든지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D는 8-4-4-4-12 형태의 UUID입니다. 이러한 ID 및 다음 표에 설명된 키는 포드 배포 마법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필수 값 수집 방법 값
환경 Microsoft Azure 구독에 등록할 때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환경을 결정합니다. 이때 특정 Microsoft 

Azure 환경 내에서 계정 및 구독이 생성됩니다.

구독 ID Microsoft Azure Portal의 기본 탐색 모음에서 모든 서
비스를 클릭하고 구독을 클릭한 후 포드에서 사용할 구독
의 이름을 클릭하여 구독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표
시된 구독 ID를 찾습니다.

디렉토리 ID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 클
릭합니다(관리 아래에 있음).

애플리케이션 ID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 

을 클릭하고 포드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의 단계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에 대해 생성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키 Microsoft Azure Portal에서 해당 키를 생성할 때 바로 
가져옵니다. 포드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orizon Cloud가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등록된 상태를 요구하는 리소스 
제공자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Horizon Cloud 포드를 생성하고 관리하려면 Horizon Cloud는 해당 구독에서 다양
한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Horizon Cloud가 초기에 포드를 배포하고 포드의 수명 
동안 포드를 관리 및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독에 등록됨 상태의 특정 리소스 제공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서 문서에는 Horizon Cloud에서 등록됨 상태여야 하는 리소스 제공자가 나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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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 설명서에 따르면 리소스 제공자는 Microsoft.KeyVault 리소스 제공자가 리소스의 Key 

Vault 유형을 제공하는 것처럼 Microsoft Azure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Microsoft Azure 설
명서 항목 Azure 리소스 제공자 및 유형에 설명된 것처럼 구독에서 특정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해당 유형의 
리소스를 제공하는 리소스 제공자에 대해 해당 구독을 등록해야 합니다. Microsoft Azure 설명서에서는 기본적
으로 등록된 리소스 제공자도 있지만 구독에 명시적으로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리소스 제공자도 있다고 설명합
니다.

포드를 배포하기 전에 여기에 나열된 리소스 제공자가 구독에서 모두 등록됨 상태를 표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포드를 배포할 때 포드 배포자는 다양한 Microsoft Azure 리소스 제공자에 명령을 실행하여 배포자가 생성해
야 하는 리소스 유형 생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독에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포드 배포가 검증 및 계속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명시적 수동 등록이 필요한 리소스 제공자가 등록됨 상태가 되지 못할 경우 마법사는 포드 배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유효한지 검사하고 계속 진행한 후 포드 배포 프로세스 시작에서 포드 배포자는 
필요한 리소스 제공자 집합이 구독에서 등록됨 상태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포드 배포자에 필요한 리소스 제공자
가 등록됨 상태가 아닌 경우 마법사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Microsoft.Security 리소스 
제공자가 구독에서 등록됨 상태가 아닌 경우의 예를 보여줍니다.

Horizon Cloud에 리소스 제공자 필요
n Microsoft.Compute

n microsoft.insights

n Microsoft.Network

n Microsoft.Storage

n Microsoft.KeyVault

n Microsoft.Authorization

n Microsoft.Resources

n Microsoft.ResourceHealth

n Microsoft.ResourceGraph

n Microsoft.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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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icrosoft.DBforPostgreSQL

n Microsoft.Sql

n Microsoft.MarketplaceOr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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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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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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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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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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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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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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포드 
자동 배포 수행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여 Microsoft Azure의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와 해당 게이트웨이 구성으로 이루어진 
구성 요소를 배포합니다. 이 포드의 커넥터 구성 요소는 Horizon Cloud와 연결되어 Horizon Cloud에서 
Microsoft Azure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   이 마법사는 포드 관리자 기반 유형의 포드를 Microsoft Azure에 배포합니다. 이 마법사는 Horizon 

Connection Server 기술을 사용하는 AVS(Azure VMware Solution)에는 Horizon 포드를 배포하지 않습니
다. AVS에서 Horizon 포드를 수동으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영역의 Azure VMware 

Solution 아키텍처의 Horizon 및 Azure VMware Solution을 사용하여 Horizon 배포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포드 유형에 대해 이러한 포드를 수동으로 배포한 후에는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배포
된 기존 Horizon 포드를 온보딩할 때의 개괄적인 워크플로의 단계에 따라 Horizon Cloud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배포자는 사용자가 마법사의 각 단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포드를 구성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특정 단
계에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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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요구 사항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법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항목은 원하는 포드 
구성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구성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 미리 생성하는 기존 서브넷을 선택하거나 포드 배포자가 서브넷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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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외부 또는 내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여 배포, 둘 다 사용하여 배포 또는 둘 다 사용하지 
않고 배포하고 나중에 추가합니다. 한 가지 유형의 게이트웨이 구성으로만 배포하는 경우 나중에 포드를 편집
하여 구성되지 않은 다른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 배포 방식 나중에 추가로 편집할 수 있는 포드 구성 방식
외부 내부
내부 외부
없음 한 유형 또는 두 가지 유형

n 포드의 VNet과는 별도로 자체 VNet에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여 배포
이 시나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변형이 있습니다.

n 포드의 구독과는 별도로 자체 구독에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여 배포. VNet은 
여러 구독에 걸쳐 있지 않으므로 이 옵션은 개별 VNet 사례의 특수한 시나리오입니다. 외부 게이트웨이
가 자체 구독을 사용하여 배포되는 경우에도 자체 VNet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n 자체 구독에서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별도의 구독에서 명명된 
리소스 그룹에 배포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포드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구독에서 
해당 리소스 그룹을 미리 생성해야 합니다.

n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2단계 인증을 위한 옵션을 지정하여 배포.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에 2단계 인증 
설정을 구성하지 않고 배포하는 경우 나중에 포드를 편집하여 구성되지 않은 다른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구성의 로드 밸런서에 공용 IP 주소가 포함되지 않
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에 공용 IP 주소가 없는 마법사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DNS 서버의 
FQDN에 매핑한 IP 값을 마법사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FQDN은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PCoIP 연결에서 
최종 사용자의 Horizon 클라이언트에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배포 프로세스에서 배포자는 Unified Access 

Gateway의 Horizon 구성 설정에 해당 IP 주소를 구성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설명서에서 이 
IP 값이 PCoIP 외부 URL을 나타냅니다. Unified Access Gateway 설명서에서는 이 값이 URL을 나타내지
만 입력된 값은 IP 주소여야 합니다. 이 IP 주소를 DNS의 FQDN에 매핑합니다. 이 FQDN은 최종 사용자의 
Horizon Client에서 포드의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과의 PCoIP 세션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FQDN입니다.

경고   나중에 배포된 포드를 편집하여 외부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에 대한 이 IP 주소 설정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DNS 매핑이 FQDN과 일치하는 공용 IP 주소를 배포 마법사에서 입력하고 FQDN이 배포 마
법사에서 업로드하는 인증서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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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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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 배포를 위한 포드 배포 마법사 시작
이 마법사는 Microsoft Azure 구독에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마법
사를 사용하여 첫 번째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시작 페이지의 Microsoft 

Azure 행에서 관리 > 포드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3 새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 지정
포드 배포 마법사의 이 단계에서는 이 포드에 대해 사용하려는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제공합니다.

4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배포 중인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드 구성 정보 지정
포드 배포 마법사의 [포드 설정] 단계에서 네트워킹 정보뿐만 아니라 포드의 이름과 같은 세부 정보를 지정합
니다.

5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 지정
마법사의 이 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가 구성된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지정합니다. Unified Access Gateway는 이 유형의 포드에 대한 게이트웨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6 유효한지 검사하고 계속 진행한 후 포드 배포 프로세스 시작
유효성 검사 및 계속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지정된 값을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의 유효성이 검사되면 마법사
는 검토할 수 있게 정보를 요약해서 표시합니다. 그러면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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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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Azure로 Horizon Cloud 포드 배포 준비에 설명된 대로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

니다.

n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마법사에 대한 구독 관련 정보에 설명된 대로 구독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 Microsoft Azure 구독과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에 설명된 것처럼 포드를 배포하는 
지역에 기존 가상 네트워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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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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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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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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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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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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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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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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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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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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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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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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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설명된 대로 배포자가 해당 리소스 그룹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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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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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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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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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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 배포를 위한 포드 배포 마법사 시작
이 마법사는 Microsoft Azure 구독에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마법사를 
사용하여 첫 번째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Horizon Universal Console 시작 페이지의 Microsoft Azure 행
에서 관리 > 포드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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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이 마법사는 AVS(Azure VMware Solution)에 Horizon 포드를 배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릴리스에서는 Azure VMware Solution에 대한 포드 배포를 자동화하는 마법사가 없습니다. 해당 포드 유형에 
대해 먼저 AVS에서 Horizon 포드를 수동으로 실행한 다음, Horizon Cloud Connector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에 연결해야 합니다. AVS에서 Horizon 포드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영역의 Azure 

VMware Solution 아키텍처의 Horizon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n 조직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https://cloud.horizon.vmware.com에서 Horizon Cloud 

Service 주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https://console.cloud.vmware.com의 표준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 화면으로 자동 리디렉션됩니다.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VMware Customer Connect 계정의 이전 이름은 My VMware 

계정). 계정 자격 증명은 user@example.com과 같은 기본 이메일 주소와 계정 프로파일에 설정된 암호입
니다.

n 조직에서 VMware Cloud Services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에 액세스하도록 요청하면 먼저 
https://console.cloud.vmware.com에서 VMware Cloud Services로 로그인합니다. VMware 

Cloud Services에 로그인한 후 [내 서비스] 섹션 아래에 표시된 Horizon Cloud 카드를 클릭합니다.

n 조직에서 Workspace ONE 환경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테넌트에 액세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먼
저 해당 Workspace ONE 콘솔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집합에 나타나는 Horizon Cloud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VMware Cloud Services 로그인 화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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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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인증되면 브라우저에 콘솔이 표시됩니다. 기존 포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용량] 섹션이 
확장되고 [클라우드 용량 추가] 행이 있는 시작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참고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및 포드 온보딩에 설명된 대로 Horizon Cloud 테넌트 레코드의 
구성에 따라 VMware Cloud Services로의 온보딩에 대한 파란색 배너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포
드 배포에 필요하지 않으며 나중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Cloud 

Services에 Horizon Cloud 테넌트 온보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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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용량 추가] 행에서 관리 > 포드 추가를 클릭합니다.

클라우드 용량 추가 마법사에서 첫 번째 단계가 열립니다.

3 새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 지정의 단계를 수행하여 이 포드에 사용할 구독
을 지정합니다.

새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 지정
포드 배포 마법사의 이 단계에서는 이 포드에 대해 사용하려는 Microsoft Azure 구독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n Horizon Universal Console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포드 자동 배포 수행에 설명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이 마법사 단계를 위해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마법사에 대한 구독 관련 정보에 설명된 대로 구독 관련 정
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n 포드 관리자 기반 포드 배포를 위한 포드 배포 마법사 시작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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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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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초기 [시작] 페이지에서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 이전에 입력한 구독 정보가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에 입력한 구독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n 마법사를 시작하고 이 첫 번째 마법사 단계에서 구독 정보를 입력한 다음 추가를 클릭하여 구독 정보를 시
스템에 제출하고 마법사의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후속 단계에서 모든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법사를 취소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추가를 클릭한 후 시스템에서 이 첫 번째 마법사 단계에서 
입력한 구독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후속 단계에서 마법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이전에 입력한 
구독 정보를 보유합니다.

n 이전에 이 Horizon Cloud 고객 계정 레코드에 대한 첫 번째 포드와 후속 포드를 배포하여 해당 계정 레
코드를 사용했으며 이후 어떤 시점에 해당 포드를 삭제했습니다. Horizon Cloud 고객 계정 레코드와 연
결된 자격 증명으로 다시 로그인하면 이전에 입력한 구독 정보가 해당 고객 레코드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
으며 이전 구독 이름이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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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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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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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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이 화면에서는 특정 구독 이름과 연결된, 이전에 입력한 구독 값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a Microsoft Azure에서 구독과 관련된 부분을 설정합니다.

b [클라우드 용량 추가] 마법사를 시작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해당 구독 값을 입력한 후 다음 마법사 단계로 
진행합니다.

c 그러나 다음 마법사 단계에서 요청된 네트워킹 값을 읽은 즉시 이 마법사를 취소하고 새 브라우저 탭을 열
어 Microsoft Azure 포털로 이동하고 전제 조건을 충족하도록 네트워킹 구성을 조정합니다.

d 그런 다음 Microsoft Azure 포털에 있는 동안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도록 새 애
플리케이션 등록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e [시작] 페이지가 있는 브라우저로 돌아가서 [클라우드 용량 추가] 마법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 이전에 입력한 구독 이름이 여전히 구독 적용 드롭다운 목록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름을 선택하면 
모든 필드가 이전 애플리케이션 ID를 비롯한 이전 값으로 채워지며, 이 특정 화면에서 값을 변경하거나 해당 
구독 이름을 편집 또는 삭제하여 같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마법
사를 취소하십시오. 그런 다음, 콘솔의 [시작] 페이지로 이동하고 관리 > 구독 관리를 클릭하고 삭제 작업을 사
용하여 이전에 입력한 구독 이름을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새 포드 마법사를 다시 시작하고 사용할 값을 입력
한 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완료된 기본 구독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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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마법사 단계를 진행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시스템에서 지정된 모든 값에 대한 유효성과 이러한 값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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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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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가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생성하여 필요한 서비스 주체 생성 항목 및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을 참조하십시오.

값 수정과 관련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값이 구독에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값과 유효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서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의 목록입니다(모든 상황이 포함되지는 않음).

n 구독에 있는 디렉토리 ID를 지정했지만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ID 값을 지정한 경우
n 지정한 서비스 주체의 할당된 역할이 포드 배포자에 필요한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중요   해당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둘 이상의 부분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
면 수집한 구독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주체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3 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배포 중인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드 구성 정보 지정의 
단계에 따라 포드 세부 정보 및 네트워킹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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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마법사를 사용하여 Microsoft Azure에 배포 중인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한 포드 구성 정보 지정
포드 배포 마법사의 [포드 설정] 단계에서 네트워킹 정보뿐만 아니라 포드의 이름과 같은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기억할 사항   이 마법사는 포드 관리자 기반 유형의 포드를 배포합니다. 콘솔은 현재 AVS(Azure VMware 

Solution)에서 Horizon 포드를 배포하기 위한 배포 마법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VS에서 Horizon 포드를 배
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 영역의 Azure VMware Solution 아키텍처의 Horizo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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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요구 사항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배포 프로세스 중에 필요한 서브넷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려는 경우 해당 서브넷에 대한 마법사 필드에서 지정
하려는 CIDR 주소 범위가 Microsoft Azure의 VNet에 있는 기존 서브넷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
니다.

이 포드에서 사용하기 위해 서브넷을 미리 생성한 경우 해당 서브넷에 리소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
리 서브넷에 사용하기 위해 생성한 서브넷에 해당 서브넷의 서비스 끝점으로 구성된 Microsoft.SQL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는 Microsoft.SQL 서비스가 관리 서브넷에서 서비스 끝점으로 구성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포드 배포를 위해 VNet에서 만드는 이러한 서브넷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포드를 배포하기 전에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지만, 해당 서브넷에 리소스를 두거나 IP 주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IP 주소를 서브넷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경우 포드를 배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마법사의 이 단계에서는 포드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필요한 네트워킹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단계가 처음 표시될 때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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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포드 이름 이 포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다른 포드에서 이 포드를 식별하기 위해 관리 콘솔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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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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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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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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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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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며 그룹의 리소스에 의해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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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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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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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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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토글을 예로 설정한 경우 모든 포드의 필수 서브넷에 대해 기존 서브넷에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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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넷이 표시됩니다. 포드의 관리 서브넷에 대해 사용하려는 기존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중요  
n 해당 서브넷에 대한 서비스 끝점으로 구성된 Microsoft.SQL 서비스가 있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이 서비

스 끝점은 관리 서브넷을 통해 포드 관리자 VM과 포드의 Azure Postgres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필요한 통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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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할 서브넷 주소 범위(CIDR 표기법)를 입력합니다(예: 192.168.8.0/27). 관리 서브넷의 경우 /27 이상의 CIDR이 
필요합니다.

경고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마법사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브넷이 Microsoft Azure 환경에 아직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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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됩
니다.

기존 서브넷 사용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메뉴에 가상 네트워크에 대해 선택한 VNe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브
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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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에서 프로비저닝하도록 하려는 VM의 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지 확인합니다. 포드 배포 후에는 이 데스
크톱 서브넷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경고   기존 서브넷을 사용하는 마법사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브넷이 Microsoft Azure 환경에 아직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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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합니다.

포드 배포자는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환경에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다운로드하고 Horizon Cloud 클라우
드 제어부에 다시 연결하기 위해 인터넷에 대한 아웃바운드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포드에서 프록시 구성을 사용하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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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스크린샷은 VNet에서 미리 생성된 서브넷을 사용할 때 이 단계를 완료한 경우의 예입니다. 이 예에서는 
아웃바운드 인터넷 연결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프록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이름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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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3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 지정의 단계에 따라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을 사용할 포
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데스크톱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
도록 하려면 외부 Unified Access Gateway 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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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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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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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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지 검사하고 계속 진행한 후 포드 배포 프로세스 시작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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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배포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설명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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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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지 검사하고 계속 진행한 후 포드 배포 프로세스 시작
유효성 검사 및 계속을 클릭하면 시스템에서 지정된 값을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의 유효성이 검사되면 마법사는 검
토할 수 있게 정보를 요약해서 표시합니다. 그러면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절차
1 유효성 검사 및 계속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은 지정된 값이 유효한지 다음과 같이 검사합니다.

n 생성될 서브넷에 대해 지정된 주소 범위가 유효하며 구독 내의 선택한 영역에 있는 다른 주소와 겹치지 않
는지 여부

n 구독 할당량에 포드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VM(가상 시스템)과 코어가 있는지 여부
n 업로드한 모든 인증서 파일이 올바른 PEM 형식인지 여부
n 기존 관리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해당 서브넷에서 Microsoft.Sql 서비스 끝점을 사용하도

록 설정했습니까?

중요   2019년 9월 서비스 릴리스부터 새 포드 배포를 시작하려면 관리 서브넷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된 
Microsoft.Sql 서비스 끝점이 포드의 Microsoft Azure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지원해야 합
니다. 관리 서브넷에서 끝점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검증 오류가 표시되면 Microsoft Azure Portal

에 로그인하고 서브넷에서 Microsoft.Sql 서비스 끝점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법사를 
다시 제출하여 포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끝점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드 
배포 전에 Microsoft Azure에서 VNet에 Horizon Cloud 포드의 필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을 참조하십시
오.

모든 항목의 유효성이 검사되면 요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겹치는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구독에 이미 있는 동일한 값을 사용하는 기존 서브넷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마지막 마법사 단계에서 요약된 정보를 검토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는 Microsoft Azure 환경에 포드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배포는 Microsoft Azure Cloud와 Horizon Cloud 제어부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 30~4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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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가 성공적으로 배포될 때까지 콘솔의 [시작] 화면에 진행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새로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약 30분 후에 시간 초과
되어 다시 로그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Microsoft Azure 중국 클라우드에서 포드를 배포할 때, 전체 배포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최대 7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페이지에 나열된 것처럼 배포자가 액세스해야 하는 호스트 이름에 대한 트래픽이 느려질 수 
있는 지리적 네트워크 문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20분 후에 포드 상태가 Pending에서 Downloading으로 전환되지 않고 Microsoft Azure 중국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포드를 Error 상태로 전환하고 포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없
으며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네트워킹 연결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에 포드가 Error 상태로 표시되면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
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페이지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필수 위치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
의 네트워크 구성 또는 방화벽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VNet의 구성된 DNS가 내부 또는 외부 
이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가 열려 있지 않거나 방화벽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azure.com 호스트 이름에 대한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테스트를 실행하면 사용자 환경의 
네트워킹이 포드 요구 사항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드 배포 또는 최초 도메인 바인딩 문제
가 발생할 경우의 문제 해결 페이지부터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배포 프로세스 전체에서, [시작] 페이지의 [용량] 섹션은 보류 중, 다운로드 중, 구축 중, 연결 중 등과 같이 프
로세스가 거치는 다양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다음 표는 포드를 구축하는 단계에 대한 몇 가지 대략적인 샘플 기간을 제공합니다.

중요   배포 진행 중에 경험하는 실제 기간은 해당 시점의 네트워크 지연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단계 샘플 기간
보류 중 1~2분
다운로드 중 1~2분
빌드 중 20분
연결 중 10분

포드가 성공적으로 배포된 경우:

n Horizon Cloud가 해당 Horizon Cloud 고객 계정 레코드에서 식별된 계정 소유자에게 알림 이메일을 발송
합니다. 이 이메일에는 포드 온보딩이 완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n [시작] 화면에 녹색 확인 표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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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이 포드에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관리 메뉴에서 포드 삭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배포 프로세스가 실패하거나, 사용한 값이 만족스럽지 않아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하기 전에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관리 > 포드 삭제를 클릭하여 배포한 아티팩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포드가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다고 나타나면 관리 > 포드 추가를 다시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관리 > 포드 삭제 옵션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이 시점에 포드를 삭제하도록 선택하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으로 인해 모든 포드 관련 아티팩트가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완전히 삭제되기 전에 [시작] 페이지에 포드가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새 포드
를 삭제한 후 포드 배포 마법사를 다시 실행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Horizon Cloud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로그아웃합니다.

2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합니다.

3 VNet으로 이동합니다.

4 배포자가 포드의 서브넷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한 경우 포드에서 생성된 서브넷이 없는지와 포드 서브넷에 
대해 지정한 주소 범위가 VNet의 주소 공간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Horizon Cloud에 다시 로그인하여 포드 배포 마법사를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시작] 화면의 [일반 설정] 섹션을 확장하고 Active Directory 도메인 등록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등록이 다음으로 필요한 단계입니다. 도메인을 등록하고 도메인 그룹에 대한 슈퍼 관리자 역할
을 설정하면 사용자는 모든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콘솔에서 이 포드를 계속 관리합니다.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의 시작 장을 참조하십시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등록한 후 시작 마법사에 
따라 다음으로 완료할 작업을 봅니다.

지정한 게이트웨이 유형에 따라 DNS 서버에 적절한 CNAME 레코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DNS 서버에서 매핑할 
Horizon Cloud 포드 게이트웨이의 로드 밸런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에 설명된 CNAME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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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 둘 다 동일한 FQDN을 사용하며 포드가 배포된 후에 수신되는 최종 사용자 클라이
언트 트래픽의 라우팅을 게이트웨이 리소스 그룹의 적절한 로드 밸런서 리소스로 구성해야 합니다. 목표는 인터넷
에서의 클라이언트 트래픽이 외부 게이트웨이의 Microsoft Azure 퍼블릭 Load Balancer로 라우팅되고 인트라
넷의 클라이언트 트래픽이 내부 게이트웨이의 Azure 내부 Load Balancer로 라우팅되도록 라우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게이트웨이의 FQDN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DNS 쿼리 원본 네트워크에 따
라 게이트웨이 주소를 외부 게이트웨이 또는 내부 게이트웨이로 확인하도록 분할 DNS(분할 도메인 이름 시스템)

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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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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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IP 주소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수 Horizon Cloud Pod 게이트웨이 정보로 2단계 인증 
시스템 업데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포드 배포 또는 최초 도메인 바인딩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문제 해결
사용자 환경의 네트워킹이 Microsoft Azure의 Horizon Cloud 포드에서 사용하도록 적절히 구성되지 않은 경
우, 해당 포드를 구축하는 프로세스가 보류 중 상태가 되거나, Active Directory 환경에 대해 도메인 바인딩을 수
행하기 위한 배포 후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네트워크 관련 원인은 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를 열지 못하는 것과 DNS에서 내부 및 외부 주소를 둘 다 확인하도록 설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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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제 해결 단계에 따라 몇 가지 테스트를 실행하여 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가 열려 있는지와 DNS가 내부 및 
외부 주소를 둘 다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포드를 성공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전체적인 네트워킹 요구 사항은 전제 조건 검사 목록에 나와 있으며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사용하는 VNet 토폴로지에 필요한 DNS 서버 설정을 구성합니다. 및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에 설명되어 있습
니다. 사용자 환경의 네트워킹이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다음 두 가지 문제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발
생합니다.

문제 일반적인 원인
n 시작 페이지에 포드가 보류 중 상태로 표시되며, 연결 상태로 진

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드가 약 10분 동안 보류 상태를 
유지합니다(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Microsoft Azure China 

클라우드로 포드를 배포하는 경우 제외).

n 포드가 성공적으로 배포되었더라도 Active Directory를 등록
하려고 하면 "Unable to register Active Directory" 

오류와 함께 도메인 바인딩 단계가 실패합니다.

n 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가 열려 있지 않거나 방화벽 환경이 의해 차
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가 열려 있지 않거나 방화
벽에 의해 차단되어 있으면, 포드 소프트웨어가 Microsoft Azure 

클라우드 환경에 안전하게 다운로드되지 못하고 Horizon Cloud 

클라우드 제어부에 다시 연결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류 중 상
태 문제가 발생합니다.

n VNet DNS 서버가 내부 및 외부 시스템 이름을 둘 다 확인할 수 있
는 유효한 DNS 서버를 가리키도록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n VNet DNS 서버가 DNS 서버를 제대로 가리키더라도 해당 DNS 

서버가 내부 및 외부 시스템 이름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 이름에 대한 DNS 확인이 VNet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보
류 중 상태 문제 및 도메인 바인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NS가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Active Directory로 확인될 수 없으면 도
메인 바인딩 단계가 실패합니다. VNet DNS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Microsoft Azure에서 Horizon Cloud 포드에 사용하는 VNet 토
폴로지에 필요한 DNS 서버 설정을 구성합니다.을 참조하십시오.

DNS 구성이 내부 및 외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Microsoft Azure 구독에 작은 테스트 VM(가상 시스템)을 배포한 다음 해당 VM을 사용하
여 이러한 네트워킹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문제 해결 단계의 개략적인 시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SH 키 쌍을 생성합니다.

2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VM을 생성합니다.

3 해당 테스트 VM에 연결합니다.

4 네트워킹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5 테스트가 완료되면 이 문제 해결을 수행하기 위해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생성된 테스트 VM 및 모든 테
스트 관련 아티팩트를 삭제합니다.

참고   테스트 관련 아티팩트를 삭제하지 않고 나중에 콘솔의 삭제 작업을 사용하여 포드를 삭제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드를 삭제할 때 시스템에서 포드의 서브넷을 검사하여 포드 ID에 따라 서브넷에 연
결된 모든 항목이 포드 자체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에서 추가 VM, VM 디스크, IP 또는 기타 아티팩트가 
노드의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확인하면 시스템에서 포드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386

https://docs.vmware.com/kr/VMware-Horizon-Cloud-Service/services/hzncloudmsazure.getstarted15/GUID-5F69086E-E061-48F3-93D9-9705B8B5FD8A.html


문제 해결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이러한 모든 수동 테스트가 성공하더라도 모든 트래픽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통과하도록 하고 인증된 
트래픽만 통과하도록 허용하지만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프록시를 사용하기 위한 값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포드 배
포가 보류 중 상태에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상황과 일치하는 경우 [시작] 페이지에서 포드를 삭제하고 
포드 배포 마법사를 다시 실행한 후 필수 프록시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절차
1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문제 해결 - SSH 키 쌍 생성

이 문제 해결의 일부로 테스트 Linux VM이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됩니다. 테스트 Linux VM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SSH 키 쌍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서 테스트 VM에 대한 SSH 연결에 사용할 키 쌍을 생성
합니다. 해당 시스템에 키 쌍이 이미 있는 경우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2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가상 시스템 생성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테스트 Linux VM(가상 시스템)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구성
된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3 SSH를 사용하여 테스트 VM에 연결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네트워크 연결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 VM에 대해 SSH(Secure 

Shell) 연결을 수행합니다.

4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행하여 네트워킹 확인
DNS가 내부 및 외부 주소 둘 다를 확인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가 열려 있는지에 대한 테스
트를 실행하여 2개의 네트워크 관련 영역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테스트 VM

을 사용하여 실행합니다.

5 테스트를 완료한 후 테스트 VM 삭제
Microsoft Azure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더 이상 테스트 VM이 필요하지 않
으면 해당 테스트 VM 및 관련된 모든 아티팩트를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문제 해결 - SSH 키 쌍 생성
이 문제 해결의 일부로 테스트 Linux VM이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됩니다. 테스트 Linux VM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SSH 키 쌍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서 테스트 VM에 대한 SSH 연결에 사용할 키 쌍을 생성합니다. 해당 
시스템에 키 쌍이 이미 있는 경우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 SSH 키 쌍을 생성하기 위해 Microsoft Windows 또는 Linux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시스템에 대한 단계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단계를 선택합니다.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서 SSH 키 쌍 생성
Microsoft Windows 시스템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할 테스트 Linux VM에 대해 SSH 연결
을 수행할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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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에서 테스트 VM을 생성할 때는 생성된 공용 키 파일의 컨텐츠를 사용합니다. 테스트 VM에 연
결하는 데 사용할 기존의 키 쌍이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 이미 있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고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가상 시스템 생성에 설명된 대로 테스트 VM을 계속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SSH 키 쌍을 생성하고, 테스트 VM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키 파일의 컨텐츠를 
복사하고, PuTTY Pageant 도구에 개인 키를 로드합니다. Pageant는 개인 키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SSH 

인증 에이전트입니다. 메모리에 개인 키를 저장하면, 개인 키가 자동으로 해당 Microsoft Windows 시스템의 모
든 SSH 세션에 적용되므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SSH 키 쌍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SSH 키 쌍 생성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려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SSH 키 쌍 생성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Microsoft Windows에서 PuT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SSH 키 쌍을 생성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www.putty.org에서 PuTTY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PuTTY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에서는 시작 메뉴의 PuTTY 도구 예를 보여 줍니다.

절차
1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서 PuTTYgen(PuTTY 키 생성기)을 실행합니다.

PuTTY 키 생성기 창이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에서 강조 표시된 것처럼, 목표는 SSH-2 RSA 유형 및 
2048비트의 공개-개인 키 쌍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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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H-2RSA를 선택했고 비트 수로 2048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생성을 클릭합니다. 창은 진행률 표시
줄이 있는 키 창으로 변경됩니다.

3 화면 지침에 따라 진행률 표시줄 아래의 빈 영역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PuTTY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
는 것처럼, 이 영역에서 커서를 이동하여 해당 프로세스에 필요한 임의성을 추가합니다.

4 키 암호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개인 키를 저장하고 개인 키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키 암호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됩니다. 그러나 키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개인 키 저장을 
클릭하면 키 암호 없이 개인 키를 저장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개인 키가 PPK 파일로 저장됩니다. 개인 키 저장을 클릭한 후 로컬 시스템의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파일 이름
을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공용 키 저장 버튼을 사용하여 테스트 VM을 생성할 때 복사할 수 있는 위치에 공용 키를 저장합니다.

6 PuTTY SSH 인증 에이전트인 Pageant를 실행합니다.

Windows 10 시스템에서는 Pageant 아이콘이 시스템 트레이에 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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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키 추가를 클릭한 후 파일 선택 창을 사용하여 
저장된 개인 키(PPK) 파일로 이동한 후 해당 파일을 선택하여 Pageant에 개인 키를 추가합니다.

참고   이전에 개인 키 파일을 저장할 때 키 암호를 지정한 경우 해당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표시됩니
다.

결과
이때, 개인 키가 Pageant에 로드됩니다. 작업 메뉴의 키 보기 선택 옵션을 사용하여 로드된 키 목록의 키를 볼 수 
있습니다. PuTTY를 사용하여 SSH 세션을 시작할 때 PuTTY는 Pageant에서 키를 자동으로 검색하므로,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해당 키를 사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SSH 세션 실행을 마친 후에 Pageant를 종
료하려는 경우 Pageant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의 오른쪽 클릭 메뉴에서 종료 선택 옵션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가상 시스템 생성의 단계에 따라 테스트 VM을 생성합니다.

Linux 시스템에서 SSH 키 쌍 생성
Linux 시스템을 사용하여 Microsoft Azure 구독에 배포할 테스트 Linux VM에 대해 SSH 연결을 수행할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테스트 VM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생성된 공용 키 파일의 컨텐츠를 사용합니다. 테스트 VM

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기존의 SSH 키 쌍이 Linux 시스템에 이미 있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고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가상 시스템 생성에 설명된 대로 테스트 VM을 계속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유지하려는 기존 SSH 키 쌍을 덮어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Linux 시스템
에서는 기본적으로 SSH 공용 및 개인 키 파일이 Linux ~/.ssh/id_rsa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SSH 키 쌍이 해
당 디렉토리에 있으며 이 명령을 실행할 때 동일한 파일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명령에 다른 위치를 지정하고 
SSH 키 쌍이 해당 위치에 이미 있는 경우에는 기존 키 쌍을 덮어쓰게 됩니다.

절차
1 Linux 시스템에서 bash 셸을 엽니다.

2 bash 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sh-keygen -t rsa -b 2048

3 키를 저장할 파일을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하고, 암호를 확인하기 위한 화면 지시를 따릅니다.

다음은 화면 지침의 예입니다. 여기서는 키를 저장할 파일로 mykey를 입력했습니다.

-bash-4.1$ ssh-keygen -t rsa -b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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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ng public/private rsa key pair.
Enter file in which to save the key (/mts-cm/home/user1/.ssh/id_rsa): mykey
Enter passphrase (empty for no passphrase):
Enter same passphrase again:

참고   키 암호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됩니다.

개인 키는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에 저장되고, 공용 키는 동일한 이름 및 .pub 확장명을 갖는 파일에 저장됩니
다. 파일로 mykey를 입력하는 위 예제를 사용할 경우 샘플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r identification has been saved in mykey.
Your public key has been saved in mykey.pub.

다음에 수행할 작업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가상 시스템 생성의 단계에 따라 테스트 VM을 생성합니다.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가상 시스템 생성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테스트 Linux VM(가상 시스템)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포드에 대해 구성된 네
트워크 연결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Horizon Cloud 포드 배포 문제 해결 - SSH 키 쌍 생성에 설명된 대로 생성한 SSH 공용 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VM에서 해당 개인 키를 가진 시스템에서 시작된 SSH 연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VM 생성 마법사에서 해당 공용 
키를 제공합니다.

Microsoft Azure에서 필수 가상 네트워크 구성에 설명된 대로 포드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VNet(가
상 네트워크)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드 추가] 마법사의 옵션을 사용하여 포드에 대해 고유한 명명된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서브넷에 대한 
CIDR을 입력한 경우 포드 배포자가 포드의 관리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배포 프로세스가 실패한 시점에서 이 프로
세스는 VNet에서 포드의 관리 서브넷을 이미 생성했을 수 있습니다.

n 배포자가 해당 관리 서브넷을 이미 생성한 경우 해당 서브넷에 테스트 VM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드의 
관리 서브넷이 VNet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하고, 해당 VNet으로 이동한 
후, 포함된 서브넷 목록을 검토합니다. 포드 배포자가 포드의 서브넷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경우(포드에 
대해 고유한 명명된 서브넷을 사용하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음) 포드의 관리 서브넷에는 vmw-hcs-podID-
net-management 패턴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podID는 포드의 UUID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드의 관
리 서브넷은 포드 배포를 위해 생성한 서브넷입니다.

n 실패한 배포 프로세스 중에 VNet에 포드의 관리 서브넷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VNet에서 사용 가능한 서브넷
을 선택하거나 테스트 VM에서 사용할 새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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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털에서 Azure Martketplace에서 Ubuntu Server LTS 모델 유형을 기준으로 계산 VM을 생성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Ubuntu Server 20.04 LTS를 Azure Marketplace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테스트 Linux VM을 생성할 때 마법사 UI에 따라 필요한 옵션을 구성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음 항목을 구성
해야 합니다.

옵션 설명
구독 포드에 대한 [포드 추가] 마법사에서 선택한 것과 일치합니다.

리소스 그룹 선택 옵션은 테스트 VM에 대한 새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프롬프
트에 따라 새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이 테스트 VM에 기존 리소스 그룹을 사용할 수 있지만, 테스트 VM과 관련된 리소스 그
룹이 권장됩니다. 테스트 실행이 끝나면 전체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여 해당 VM과 관련 
아티팩트를 보다 쉽게 삭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포드에 대한 [포드 추가] 마법사에서 선택한 것과 일치합니다.

크기 이 VM은 확인 테스트를 완료하는 데만 사용되는 일시적인 VM이면 되므로 어떤 크기도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작은 크기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Microsoft Azure의 관
련 비용이 절감되므로 테스트 VM으로 작은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 2 

vCPU 모델).

사용자 이름 이 이름은 나중에 필요하므로 적어둡니다.

인증 유형 SSH 공용 키를 선택합니다.

SSH 공용 키 소스 기존 공용 키 사용을 선택합니다. SSH 공용 키 필드가 해당 선택 항목과 함께 표시되며 
SSH 공용 키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SSH 공용 키 이 필드에 SSH 키 쌍을 만들 때 생성한 SSH 공용 키를 붙여 넣습니다. 붙여넣은 컨텐츠
는 공용 키의 ---- BEGIN SSH2 PUBLIC KEY ---- 줄로 시작하고 ---- END SSH2 
PUBLIC KEY ---- 줄로 끝납니다.

공용 인바운드 포트 이 테스트 VM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한 SSH(22) 포트를 허용합니다.

가상 네트워크 실패한 포드 배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VNet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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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서브넷 포드를 이미 배포하려고 했으나 해당 프로세스가 실패한 경우, 가상 네트워크에서 포드

의 관리 서브넷이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서브넷이 생성된 경우 이 테스트 VM에 대해 
해당 서브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넷 선택 옵션을 클릭하여 선택한 가상 네트
워크에 있는 서브넷으로 이동합니다. 도구 설명에 전체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 서브넷으
로 마우스를 가져가야 할 수 있습니다.

포드 배포 프로세스로 VNet에 포드의 관리 서브넷을 생성하지 못한 경우 테스트 VM에 
사용하기 위해 식별한 VNet의 서브넷을 선택합니다(위 전제 조건의 설명 참조).

참고   포드를 성공적으로 배포했으나 도메인 가입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 도메인 
가입 작업이 해당 데스크톱 서브넷에 연결된 데스크톱 이미지와 함께 사용되므로 관리 
서브넷 대신, 테스트 VM에 대한 포드의 데스크톱 서브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용 IP 생성된 테스트 VM에 공용 IP 주소가 할당되도록 이 선택 옵션을 선택합니다. 공용 IP 

주소가 있으면 WAN(Wide Area Network)을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용 IP를 사용하는 것이 네트워킹 구성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공용 IP를 사용하여 테스트 VM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로컬 시스템으로부터 
서브넷 필드에서 선택한 서브넷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이 있거나 네트워크의 다른 시스
템에 연결한 후 테스트 VM에 대해 인바운드 연결을 수행해야 합니다.

4 마법사의 최종 단계에서 핵심 정보(구독, 지역 위치, 가상 네트워크 및 서브넷)가 포드에 사용하려는 항목과 일
치하는지 확인한 후 제출하여 VM을 생성합니다.

SSH를 사용하여 테스트 VM에 연결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네트워크 연결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 VM에 대해 SSH(Secure Shell) 

연결을 수행합니다.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서 테스트 VM에 대해 SSH 연결 수행
테스트 VM을 만들 때 지정한 공용 키에 해당하는 개인 키가 있는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서 이 연결을 만
듭니다.

사전 요구 사항
테스트 VM의 IP 주소와 VM을 만들 때 지정한 사용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PuTTY가 사용됩니다. SSH 세션을 시작할 때 PuTTY에서 개인 키
를 쉽게 로드하도록 하려면 PuTTY를 시작하기 전에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서 SSH 키 쌍 생성에 설명된 
대로 Pageant를 시작하고 Pageant 키 목록에 SSH 개인 키를 추가합니다. SSH 개인 키는 테스트 VM을 생성할 
때 지정한 공용 키와 일치해야 합니다. 개인 키가 Pageant에 로드되면 PuTTY SSH 세션은 해당 개인 키를 자동
으로 사용합니다.

절차

1 PuTTY를 시작합니다( ).

PuTTY 구성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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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TTY 구성 창에서 호스트 이름을 지정하고 SSH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PuTTY 구성 창의 호스트 이름 필드에 다음 패턴의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testvm_username@testvmip

문자열에서 testvm_username 및 testvmip에 테스트 VM의 사용자 이름과 IP 주소를 대신 입력합니다.

중요   테스트 VM에 처음 연결하는 경우라면 열기를 클릭할 경우 서버의 호스트 키가 캐시되지 않았다는 
PuTTY 보안 메시지가 표시되고, 서버의 rsa2 키 지문이 표시됩니다. 또는 예를 클릭하여 서버의 호스트 키를 
PuTTY의 캐시에 추가하거나, 아니요를 클릭하여 PuTTY의 캐시에 키를 추가 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VM에 대해 연결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의심되면 취소를 클릭하여 연결을 중단한 후 PuTTY 구성 창으
로 돌아가 호스트 이름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이 샘플을 사용하는 창의 모습입니다.

testvmadmin@40.121.180.132

결과
SSH 연결이 설정되면 명령줄 창이 표시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테스트 VM에 연결되었으므로 테스트를 실행하여 Microsoft Azure 환경 내의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행하여 네트워킹 확인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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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시스템에서 테스트 VM에 대해 SSH 연결
테스트 VM을 만들 때 지정한 공용 키에 해당하는 개인 키가 있는 Linux 시스템에서 이 연결을 만듭니다.

사전 요구 사항
테스트 VM의 IP 주소와 VM을 만들 때 지정한 사용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1 bash 셸을 엽니다.

2 bash 셸 $ 프롬프트에서 아래와 같이 명령의 testvmip 및 testvm_username에 테스트 VM의 IP 주소 및 
사용자 이름을 대신하는 ssh 명령을 입력합니다.

ssh Testvm_usernametestvmip@testvmip

예를 들어,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가상 시스템 생성의 예에서 테스트 VM 세부 정보를 사용할 경
우 샘플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ssh testvmadmin@40.121.180.132

결과
SSH 연결이 설정되면 다음 스크린샷과 유사한 명령줄 창이 표시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테스트 VM에 연결되었으므로 테스트를 실행하여 Microsoft Azure 환경 내의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행하여 네트워킹 확인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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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행하여 네트워킹 확인
DNS가 내부 및 외부 주소 둘 다를 확인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가 열려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실
행하여 2개의 네트워크 관련 영역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테스트 VM을 사용하여 실
행합니다.

포드는 내부 및 외부 주소를 둘 다 확인하기 위해 DNS에 의존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두 테스트는 네트워크 환경에 
구성된 DNS가 내부 및 외부 주소에 대한 알려진 FQDN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중요   이러한 모든 수동 테스트가 성공하더라도 모든 트래픽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통과하도록 하고 인증된 
트래픽만 통과하도록 허용하지만 포드 배포 마법사에서 프록시를 사용하기 위한 값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포드 배
포가 보류 중 상태에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상황과 일치하는 경우 [시작] 페이지에서 포드를 삭제하고 
포드 배포 마법사를 다시 실행한 후 필수 프록시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이러한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가상 시스템 생성 및 SSH를 사용하여 테스트 
VM에 연결에 설명된 대로 Microsoft Azure 구독에서 테스트 VM을 생성하고, SSH 연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VNet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네트워크 내부의 서버에 대한 IP 주소 및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가져
옵니다(예: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 DNS 확인 테스트에서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절차
1 dlg 명령을 통해 Microsoft Azure에서 VNet의 내부인 알려진 도메인 이름을 쿼리하여 작업 환경에서 

DNS가 내부 FQDN을 확인하는지 검토합니다.

SSH 연결 창에서 dig 명령을 실행하여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쿼리합니
다(예: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

dig internal-domain-name

여기서 internal-domain-name은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버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dig(Domain Information Grouper)는 네트워크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줄 도구입니다. 내부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이 명령을 실행할 경우 결과는 DNS 구성이 내부 주소를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DNS 구성이 명령에 사용된 internal-domain-name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명령 출력으로 해당 도메인 이름
에 연결된 올바른 IP 주소가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VNet이 DNS 항목 skylo.local과 IP 주소 192.168.0.15의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
러가 있는 내부 Active Directory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dig skylo.local을 실행하면 
VNet의 DNS 구성이 해당 내부 skylo.local 서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됩니다.

testvmadmin@HCS-testingVM:~$ dig skylo.local

; <<>> DiG 9.10.3-P4-Ubuntu <<>> skylo.local
;; global options: +cmd
;; Got answer:
;; ->>HEADER<<- opcode: QUERY, status: NOERROR, id: 64899
;; flags: qr aa rd ra; QUERY: 1, ANSWER: 1, AUTHORITY: 0, ADDITION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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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PSEUDOSECTION:
; EDNS: version: 0, flags:; udp: 4000
;; QUESTION SECTION:
;skylo.local.                   IN      A

;; ANSWER SECTION:
skylo.local.            600     IN      A       192.168.0.15

;; Query time: 1 msec
;; SERVER: 192.168.0.15#53(192.168.0.15)
;; WHEN: Mon Mar 26 20:58:01 UTC 2018
;; MSG SIZE  rcvd: 56

testvmadmin@HCS-testingVM:~$

ANSWER SECTION이 제공된 호스트 이름이 해당 호스트 이름에 대해 예상되는 IP 주소로 확인되었음을 나
타낼 경우 테스트는 성공적인 것입니다.

참고   경우에 따라 DNS가 100%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일부 요청은 실패하고 일부 요청은 제대로 확인됩니다. 

처음에 이 명령을 실행했을 때 실패하면 이 명령을 10~12번 반복해서 실행하면서 매번 안정적인 응답이 제공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dlg 명령을 통해 알려진 외부 도메인 이름을 쿼리하여 DNS가 작업 환경에서 외부 FQDN을 확인하는지 검토
합니다.

SSH 연결 창에서 dig 명령을 실행하여 외부 업계 표준 도메인 이름(예: vmware.com 또는 
microsoft.com)을 쿼리합니다.

dig external-domain-name

여기서 external-domain-name은 VNet에 외부인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dig 
vmware.com을 실행하면 VNet의 DNS 구성이 해당 외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testvmadmin@HCS-testingVM:~$ dig vmware.com

; <<>> DiG 9.10.3-P4-Ubuntu <<>> vmware.com
;; global options: +cmd
;; Got answer:
;; ->>HEADER<<- opcode: QUERY, status: NOERROR, id: 38655
;; flags: qr rd ra; QUERY: 1, ANSWER: 2, AUTHORITY: 0, ADDITIONAL: 1

;; OPT PSEUDOSECTION:
; EDNS: version: 0, flags:; udp: 4000
;; QUESTION SECTION:
;vmware.com.                    IN      A

;; ANSWER SECTION:
vmware.com.             150     IN      A       107.154.105.19
vmware.com.             150     IN      A       107.154.106.19

;; Query time: 28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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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 192.168.0.15#53(192.168.0.15)
;; WHEN: Mon Mar 26 21:14:29 UTC 2018
;; MSG SIZE  rcvd: 71

testvmadmin@HCS-testingVM:~

위 예에서 ANSWER SECTION은 외부 도메인 이름 vmware.com이 두 개의 IP 주소로 올바로 확인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참고   azure.com 또는 microsoft.com과 같은 다양한 외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이 테스트를 반복하면
서 DNS가 다른 외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S 테스트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구성 및 DNS 서버를 확인합니다. VNet에 DNS 서버를 추가했
는지 확인합니다.

중요   사용자 VNet에 DNS 서버를 추가해야 하거나 VNet의 DNS 서버 구성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 사항
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당 VNet에 연결된 모든 VM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VNet의 DNS 서버 구성을 변경하
고 해당 VNet에 연결된 일부 VM만 다시 시작하면 변경 사항이 VNet에 올바르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3 netcat 명령을 사용하여 필요한 아웃바운드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Horizon Cloud에서는 포드 소프트웨어를 Microsoft Azure 환경에 안전하게 다운로드하고, 포드를 
Horizon Cloud 제어부에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아웃바운드 포트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1세
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에 설명된 
대로, 포드의 관리 서브넷에서 아웃바운드 TCP 포트 80, 443 및 11371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아래 명령에 나
와 있는 것처럼 netcat 명령을 실행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아웃바운드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
다.

SSH 연결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포트당 1번씩).

참고   포트 11371을 테스트하기 위한 아래 명령은 연결을 테스트할 packages.microsoft.com을 지정하지
만, 다른 2개의 줄은 Horizon Cloud 제어부에 대한 아웃바운드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testvmadmin@HCS-testingVM:~$ netcat -v -w 3 cloud.horizon.vmware.com 80
Connection to cloud.horizon.vmware.com 80 port [tcp/http] succeeded!
testvmadmin@HCS-testingVM:~$ netcat -v -w 3 cloud.horizon.vmware.com 443
Connection to cloud.horizon.vmware.com 443 port [tcp/https] succeeded!
testvmadmin@HCS-testingVM:~$ netcat -v -w 3 packages.microsoft.com 11371
Connection to packages.microsoft.com 11371 port [tcp/hkp] succeeded!

포트가 적절히 열려 있으면 netcat 명령은 해당 테스트에 대해 succeeded! 줄을 반환 합니다.

netcat 명령이 오류를 반환하는 경우 Microsoft Azure 네트워크 연결, 구독의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방화
벽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
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에 설명된 대로 네트워크 구성이 배포를 위해 포드에 필요한 DNS, 포트 및 프로
토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배포 가이드

VMware, Inc. 398



결과
위의 테스트가 성공하는 경우 포드를 성공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포드에 사용할 선택적 기능을 구성하려는 경우(예: True SSO 또는 인증 서버와의 2단계 인증) 해당 용도로 
추가 포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아웃바운드 포트 테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포트가 제대로 열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테스트를 완료했으면 테스트 VM과 VM 디스크, IP 주소, NIC와 같은 모든 관련 아티팩트를 Microsoft Azure 환
경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테스트 VM에 대한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해당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여 모든 VM의 아티팩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완료한 후 테스트 VM 삭제의 단계를 따르
십시오.

중요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테스트 VM의 아티팩트를 모두 삭제하지 않고 VM을 포드의 서브넷 중 하나에 
연결한 경우 나중에 포드에서 삭제 작업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포드를 삭제하려고 하면 나머지 연
결된 아티팩트로 인해 시스템에서 포드를 완전히 삭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삭제 작업을 사용하여 포
드를 삭제하면 Horizon Cloud가 포드에 대해 생성한 리소스 그룹과 서브넷을 삭제합니다. Microsoft Azure는 
여전히 사용 중인 서브넷이 삭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테스트 VM의 아티팩트가 포드의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서브넷을 삭제할 수 없으며 포드 삭제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방지하려면 포드를 성공적으로 배포한 
후 테스트 VM의 아티팩트가 모두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테스트를 완료한 후 테스트 VM 삭제
Microsoft Azure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더 이상 테스트 VM이 필요하지 않으면 
해당 테스트 VM 및 관련된 모든 아티팩트를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중요   Microsoft Azure 환경에서 테스트 VM의 아티팩트를 모두 삭제하지 않고 VM을 포드의 서브넷 중 하나에 
연결한 경우 나중에 포드에서 삭제 작업을 사용하여 Horizon Cloud 환경에서 포드를 삭제하려고 하면 나머지 연
결된 아티팩트로 인해 시스템에서 포드를 완전히 삭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삭제 작업을 사용하여 포
드를 삭제하면 Horizon Cloud가 포드에 대해 생성한 리소스 그룹과 서브넷을 삭제합니다. Microsoft Azure는 
여전히 사용 중인 서브넷이 삭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테스트 VM의 아티팩트가 포드의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서브넷을 삭제할 수 없으며 포드 삭제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방지하려면 포드를 성공적으로 배포한 
후 테스트 VM의 아티팩트가 모두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절차
1 Microsoft Azure Portal에 로그인합니다.

2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배포된 방식에 따라 테스트 VM을 삭제합니다.

n 테스트 VM을 자체 리소스 그룹에 배포했으며 해당 그룹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체 리소
스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경고   다른 항목을 실수로 삭제하지 않으려면 삭제하기 전에 리소스 그룹에 테스트 VM과 해당 관련 개체
(예: 디스크 및 네트워크 어댑터)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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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전체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지 않고 테스트 VM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포털의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테스
트 VM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이 검색 결과로 VM 및 모든 관련 개체(디스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공용 
IP 주소 등)가 나열됩니다. 그런 후 각 개체를 개별적으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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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첫 번째 포드가 완전히 배포되고 
Horizon Cloud에 연결되었습니다. 7
첫 번째 Horizon Cloud 포드 배포를 축하합니다!

콘솔의 [시작] 페이지는 클라우드 연결 포드를 성공적으로 생성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첫 번째 포드가 Microsoft Azure에 배포된 포드인 경우 페이지가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때 이 포드와 함께 사용하려는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Horizon Cloud를 등록하는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
다. "Horizon Cloud 관리 가이드" 에서는 이러한 세부 단계를 제공합니다. Horizon Cloud 환경 시작 항목 및 해
당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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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록 — 변경 로그 — Microsoft 
Azure 및 Horizon 포드용 Horizon 
Cloud에 온보딩 8
이 설명서 항목에서는 "Microsoft Azure 및 Horizon 포드용 Horizon Cloud로 온보딩 — 배포 가이드" 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사항 기록을 제공합니다.

참고   2019년 9월 17일부터는 가이드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중요 변경 사항만 제공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의 수정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타 수정 등의 사소한 컨텐츠 수정 사항, 목록을 표로 전환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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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Horizon 인프라 모니터링의 Horizon Edge 가상 장치 배포를 위한 DNS 이름 테이블에 두 개의 새 필수 대상 URL을 추
가했습니다.

2023년 2월
개정 설명
2023년 2월 21일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에 대한 DNS 이름 테이블의 프록시 트래픽 열에 있는 일부 데이터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3일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의 구성에 프록시가 포함되어 있을 때 네트워크 트래픽이 프록시를 통과하는
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DNS 이름 테이블에 프록시 트래픽 열을 추가했습니다.

2023년 1월
개정 설명
2023년 1월 11일 알려진 문제 페이지에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알려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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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개정 설명
2022년 8월 30일 syslog 서버 사용 기능에 대한 문제가 Horizon Cloud - 알려진 문제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8월 9일 2022년 8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2년 6월
개정 설명
2022년 6월 28일 Microsoft의 Horizon Cloud 포드 및 관련 서비스 기능에 대한 DNS 요구 사항에 Horizon Edge 가상 장치에 대한 새 

필수 DNS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2022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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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한 인증이 포함됩니다.

2022년 6월 23일 Microsoft의 Horizon Cloud 포드 및 관련 서비스 기능에 대한 DNS 요구 사항에 필요한 새 DNS 이름이 추가되었습니
다.

2022년 4월
개정 설명
2022년 4월 26일 2022년 4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2년 3월
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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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진 제한 사항에 콘솔이 Azure Marketplace 이외의 원본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제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에서 사용하도록 지원되더라도 가
져온 모든 기본 이미지를 Azure Marketplace에서 제공되는 Windows 기반 VM에서 빌드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3일 2022년 2월,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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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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7일
개정 설명
2021년 9월 7일 2021년 9월 7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8월 18일
개정 설명
2021년 8월 18일 비밀 키의 만료 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는 Microsoft Azure Portal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포드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 관련 항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개정 설명
2021년 8월 10일 2021년 8월 10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7월 15일
개정 설명
2021년 7월 15일 2021년 7월 15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6월 29일
개정 설명
2021년 6월 
29일

포드의 외부 및 내부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Unified Access Gateway 장치에 대해 선택할 VM 모델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
기 위해 다음 항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서비스 제한
n 장 3 2023년 4월 27일 서비스 릴리스부터 시작된 새 포드 배포에 대한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n Horizon Cloud 포드의 게이트웨이 구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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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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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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일
개정 설명
2021년 3월 1일 도메인 가입 계정이 슈퍼 관리자 역할이 있는 Active Directory 그룹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의 해결과 관련된 업데이

트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포드 그룹에 1600.0보다 오래된 매니페스트가 실행되는 Microsoft Azure Horizon Cloud 포
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orizon Cloud의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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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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개정 설명
2020년 12월 2일 202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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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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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2020년 10월 8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20년 7월 9일 — 2020년 10월 7일
개정 설명
2020년 9월 9일 [시작] 페이지의 관리 메뉴의 가용성에 따라 이 가이드의 스크린샷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Horizon Cloud Connector

의 알려진 고려 사항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각 항목의 컨텍스트에 적절하게 용어 기본 이미지와 골든 이미지를 채택하면서 Horizon 설명서에 맞게 이 가이드를 업데
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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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설명
2020년 8월 5일 일본의 새 지역 클라우드 제어부 가용성에 맞게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해당 지역 제어부의 DNS 이름 1세대 테넌

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름 및 Horizon Cloud 

Connector 및 Horizon 포드 사용 시 DNS,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서 항목이 업데이트되
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HA(고가용성) 기능이 있을 수 있는 포드는 이제 Microsoft Azure 정부(미국 정부 버지니아, 미국 정부 애리조나, 미국 
정부 텍사스)에 대해 지원됩니다.

2020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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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에 맞게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시작 메일에 표시

되는 지역 이름이 사용자에게 친숙한 이름을 사용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다음 문서 항목도 해당 변경 사항에 맞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세대 테넌트 - Horizon Cloud on Microsoft Azure 배포 - 호스트 이름 확인 요구 사항, DNS 이
름

2020년 5월 27일 2020년 5월 27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맞게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2020년 5월 12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맞게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 관
련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 대한 테이블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2020년 4월 13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맞게 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2020년 3월 17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19년 12월 13일 — 2020년 3월 16일
개정 설명
2020년 2월 
25일

언급된 변경 사항에 대해 다음 항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n 조직에서 Horizon Cloud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의 목록에 Microsoft.Network/
virtualNetworks/virtualNetworkPeerings/read가 추가되었습니다.

n 리소스 제공자 Microsoft.Sql이 포드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의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n Jumpbox VM 및 포드 관리자 VM에서 포트 9443/TCP를 사용하여 Unified Access Gateway VM에 연결하는 내
용에 대한 행이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포트는 포드를 배포하는 동안 
그리고 포드를 편집하여 해당 Unified Access Gateway 설정을 변경할 때마다 Unified Access Gateway에서 설정
을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n Horizon Cloud 포드 - 포트 및 프로토콜 요구 사항에서 포드 Unified Access Gateway VM으로부터 포드 
Microsoft Azure Load Balancer로의 로그인 인증 트래픽에 대한 포트 요구 사항이 포트 443에서 8433으로 수정되
었습니다.

2020년 1월 13

일
Horizon 7 Cloud Connector에 대한 프록시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항목에는 Horizon Cloud 제
어부에 Horizon 포드 온보딩 및 Horizon 포드 및 Horizon Cloud Connector - 제어부 서비스로 온보딩 준비가 포함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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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설명
2020년 1월 6

일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orizon Cloud Connector에 대한 SSH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 장 4 1세대 Horizon 

Cloud 제어부가 있는 VMware Horizon 포드 - 요구 사항 체크리스트 - 2023년 5월 4일 서비스 릴리스에 맞춰 적절하게 
업데이트됨에 대한 새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2020년 12월 13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2019년 9월 17일 — 2019년 12월 12일
개정 설명
2019년 11월 21일 설명서 항목 포드 구독에서 Horizon Cloud 앱 등록 생성의 8단계에서 최신 포드 아키텍처와 관련된 Microsoft Azure 

구독에 필요한 추가 리소스 제공자를 사용해서 리소스 제공자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2020년 9월 17일, Horizon Cloud 릴리스 정보의 새로운 기능에 해당하는 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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