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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DaaS

Q: DaaS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Q: Horizon DaaS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A. DaaS®는 Desktops as a Service(DaaS)의 약자입니다.

A. Horizon DaaS는 어디서나 모든 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로 제공할 수 있는 가상 데스크톱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
션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VMware Horizon View™ Client를 사용하거나 웹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과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합니다. 가상
데스크톱과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 상주하므
로 IT 부서는 기존 기술과 툴을 사용하여 이들을 관리할 수 있
습니다. VMware는 기반 인프라 관리와 함께 동종 업계 최고
의 SLA,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Q: Horizon DaaS란 무엇입니까?
A. VMware Horizon™ DaaS®는 VMware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로,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장소에 관계없이 저렴한 가
격에 관리가 쉬운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로 모든 기기에 빠르
게 배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종 사용자는 vCloud® Air™
에 빌드되는 Horizon DaaS를 통해 어떤 기기나 브라우저
에서도 자신의 가상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고, IT 부서
는 기존 기술과 툴을 사용하여 구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
습니다. VMware Horizon DaaS는 신뢰할 수 있는 VMware
vSphere®를 기반으로 IT에서 기대하는 안정성, 보안, 성능
과 함께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VMware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Q: Horizon Daas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A. VMware Horizon Daa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미엄 최종 사용자 환경 – 단일 클라이언트로 장소에 관
계없이 어떤 기기에서든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가상 데스크
톱과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최상의 최
종 사용자 환경입니다.
• 간편한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 –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기기에든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클라우드 서
비스로 간편하게 제공합니다.
• 예측 가능 비용 – 예측 가능한 클라우드 경제성으로 초기
비용과 데스크톱 TCO를 절감합니다.
• 하이브리드-클라우드 유연성 – 사내 및 클라우드 기반 미
래를 위해 빌드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더 빠르게 구축합
니다. 여기에는 단일 클라이언트에서 사내 데스크톱이나
클라우드 데스크톱에 원활히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포
함됩니다.
• 통합 보안 및 제어 – VMware 기반의 통합 보안, 제어, 지원
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조직이 Horizon DaaS를 사용해야 합니까?
A. Horizon DaaS의 도입이 필요한 곳은 가상 데스크톱과 호스
팅된 애플리케이션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점
을 원하는 조직입니다.
• 예측 가능한 경제성으로 초기 비용 절감 및 운영 비용 모델
로 전환
• 가상 데스크톱과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의 TCO(총 소유
비용) 절감
• 유연성, 대응력 확보 및 제공 시간 단축
• IT 보안 및 제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뛰어난 최종 사용자
환경 제공

Q: Horizon DaaS 데스크톱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
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 VMware 또는 선호하는 리셀러를 통해 Horizon DaaS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Mware 영업 팀에 문의하십시오.
Q: Horizon DaaS는 어느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 Horizon DaaS는 현재 미국 및 영국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될 예정이며 나중에 공지해 드립니다.
Q: 클라우드 데스크톱은 WAN 및 3G/4G 연결에서 어떤 성능
을 제공합니까?
A. 최적의 최종 사용자 환경을 얻으려면 100kbps의 안정적 상
태의 대역폭을 갖춘 최종 사용자 기기를 권장합니다.
Q: 어떤 유형의 IT 관리와 보안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A. IT 부서는 자체 이미지 또는 VMware에서 제공하는 골드 패
턴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상 데스크톱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
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할당을 위한 데스크톱
풀을 만들고 최종 사용자에게 데스크톱을 할당할 수 있습니
다. IT 부서는 Active Directory 환경에 가상 데스크톱 및 호스
팅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부 네트워
크에 대한 보안 연결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T에서 Enterprise Center 및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다단계 인
증을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VMware Horizon View 또는 vSphere가 없을 경우 Horizon
DaaS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예. Horizon View와 vSphere는 Horizon DaaS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Q: 클라우드에서 Windows 데스크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까?
A. 7일 평가판을 통해 무료로 Horizon DaaS(이전의 Desktone)
체험해 보기: http://info.desktone.com/cloudhosted.virtual.
desktop.free.tri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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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Mware 플랫폼은 어떤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사용합니까?
A. Horizon DaaS는 프리미엄 최종 사용자 환경에 Teradici
PCoIP를 지원합니다. 또한 Horizon View Client를 사용하면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뛰어난 최종 사용자 환경을 사용하고
통합 커뮤니케이션, USB 기기, 3D, 멀티미디어, 제스처에 대
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플랫폼이 전체 데스크톱 대신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지원합
니까?
A. 예. IT 부서에서는 VMware Horizon DaaS에서 Microsoft RDS
Host 기능(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서버)을 사용하여 애플리
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Q: 호스팅된 나의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공유 IT 리소스(예: 파일 스토리지, 프린
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A. 예. IT는 Horizon DaaS를 통해 Horizon DaaS와 회사 네트
워크에서 제공하는 가상 데스크톱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
션 간의 보안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데스크
톱을 기업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일부로 구성하여 일반
데스크톱처럼 작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기기 또는 end point를 사용하여 내 데스크톱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까?
A. Horizon DaaS의 장점은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기기를 사용
해서든 자신의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
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씬 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
PC, Mac, iPad, Android 기기, 스마트폰, Amazon Kindle Fire
및 Google Chromebook이 포함됩니다.
Q: 어떤 유형의 가상 데스크톱이 지원됩니까?
A. Windows XP, Windows 7 Enterprise, Windows 7 32비트 및
64비트 버전, Windows 8이 지원됩니다. 클라이언트 인터페
이스가 포함된 Windows Server도 지원됩니다.
Q: 고객이 이러한 가상 데스크톱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A. 예. 고객은 이러한 가상 데스크톱 및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고객이 필요하면 추가 스토리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A. 예. 고객은 최종 사용자 스토리지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
니다.
Q: Horizon DaaS 데스크톱을 브라우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
니까?

Q: Horizon View가 있는 경우 Horizon DaaS를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A. Horizon View를 사용하는 고객은 Horizon DaaS로 가상 데
스크톱 구축을 손쉽게 확장하여 인수 합병, 계약직/임시/계
절 고용 직원, 지사 등의 활용 사례 및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Horizon DaaS는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을 이
용할 수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유연성과 대응력을 극대화
하는 예측 가능한 경제성을 갖춘 운영 비용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Horizon DaaS와 Horizon View
모두 동일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므로 최종 사용자는 사내
및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가상 데스크톱을 아무 경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클라이언트 환경은 Horizon View와 어떻게 다릅니까?
A. Horizon DaaS와 Horizon View는 동일한 최종 사용자 클라이
언트, 즉, Horizon View Client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
내 및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데스크톱에 대한 풍부한 최종
사용자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Q: 내 기기에 Horizon View Client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비용은 얼마입니까?
A. Horizon DaaS를 신청하면 여러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Horizon View Client가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되며 제품 다운
로드 포털 내에 제공됩니다. iOS용 Horizon View Client는
Apple iTunes Store에서 제공되고, Android용 Horizon View
Client는 Google Play Store에서 제공됩니다.
Q: Horizon DaaS에서 공유(비영구) 이미지 모델을 제공합니까?
A. 예. 영구 및 비영구 가상 데스크톱뿐 아니라 RDS 호스트를
사용하여 공유되는 데스크톱도 제공합니다.
Q: Horizon DaaS 데스크톱에 지원되는 디스플레이 수와 해상
도의 한도는 몇입니까?
A. 가상 데스크톱을 디스플레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모
니터 수는 4대입니다. 3D 기능을 사용할 경우 최대 1920x1200
해상도로 최대 2대의 모니터가 지원됩니다.
Q: VMware에서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단일 데스크톱을 사용
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A.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용자 수에는 제한이 없지
만, 한 번에 한 명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Q: 이러한 DaaS VM은 다른 VMware vCloud Air 제품(예: SQL
인스턴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A. 예. Horizon DaaS VM은 다른 vCloud Hybrid Service 제품에 네
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A. 예. Horizon DaaS 가상 데스크톱은 HTML5 브라우저 및
Google Chromebook을 통해 원활히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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