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데믹을 목전에 둔 시점, 기업은 전통적인 업무 환경으로

의 복귀를 서두르는 한편, 팬데믹 기간에 그 효과를 증명

한 원격 근무 및 재택 근무의 장점을 수용할 방안을 고민

하고 있다. 이제 기업에 필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IT의 효율성부터 비용, 유연성, 확

장성을 만족하는 기술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는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핵심 기술 자원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직원의 업무 환경 전체를 사무

실 근무나 재택 근무를 가리지 않고 배포하고 지원할 수 있

는 DaaS(Desktop as a Service)에 관심이 높다. 미래 업무 

환경을 구성할 중요 기술 트렌드와 국내 기업에서 DaaS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시장 정보, DaaS 도입 시 고

려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시트릭스와 나무기술의 

선도적인 DaaS 솔루션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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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에 따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서비스의 성장 그리고 팬데믹 여파

로 확대된 하이브리드 근무로 인해 2022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이 2021년 4,109달러에서 20.4% 증가한 4,946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2023년에는 21.2% 성장해 5,99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가트너는 내다봤다.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은 시범 운영 단계를 지나 디지

털 비즈니스 및 엔터프라이즈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트

너의 리서치 부문 부사장 시드 나그는 “기업 CIO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터무니없이 

풍부하게 조달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에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및 기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는 이제 지속가능성, 데이터 주권 등의 사회적, 정치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출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6%, 30.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번째로 지출 증가폭이 큰 서비스는 DaaS(Desktop as a Service)로, 올해 26.6%, 

내년 2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DaaS의 성장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와 재택근무의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지출이 증가한 데는 클라우드 구매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서비스 가격의 

증가 역시 한몫했다. 나그는 “컨테이너화, 데이터베이스 PaaS, AI/ML 등의 클라우

드 네이티브 기능은 IaaS와 같은 범용화된 컴퓨팅 자원보다 훨씬 풍부한 기능을 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의 확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증가” 
가트너 전망

Andy Patrizio | Network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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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가격도 더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출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트너는 하이퍼스케일 엣지 컴퓨팅 및 SASE 등의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인접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신제품 카테고리를 형성하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위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Public Cloud Services Spending, Worldwide, 2020-2026 (USD) 

　 2021 YR 2022 YR 2023 YR 2024 YR 2025 YR 2026 YR

Cloud Application Infrastructure Services (PaaS) 86,943 109,623 136,404 165,845 199,937 237,615

Cloud Application Services (SaaS) 152,184 176,622 208,080 244,081 283,853 326,487

Cloud Business Process Services (BPaaS) 51,410 55,598 60,619 65,867 71,034 76,434

Cloud Desktop as a Service (DaaS) 2,072 2,623 3,244 3,665 4,005 4,379

Cloud Management and Security Services 26,665 30,471 35,218 39,986 44,839 49,567

Cloud System Infrastructure Services (IaaS) 91,642 119,717 156,276 201,551 254,192 309,374

Total Public Cloud Services Spending 410,915 494,654 599,840 720,994 857,859 1,003,856

DaaS Spending, Worldwide, 2020-2026 (USD)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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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aS(Desktop as a Service)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물론 DaaS는 몇 년 전

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자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고, IT 환경이 인프라부터 

엔드포인트까지 가상화되고 클라우드화되는 변화의 하나로 여겨졌다. 여기에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DaaS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필수 기술로 급부상했다.

가트너는 2020년 12월 발표한 IT 투자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까지 가상 데스크

톱 배치의 80%가 DaaS로 이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림 1> 의 가트너 보고서를 

보면, 2020년의 성장률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모두 제일 오른

2022년 국내 DaaS 현황과 
기업의 도입 전략

남궁영 | 나무기술 상무

그림 1―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D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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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상단에 위치해 다른 기술과 현격한 차이가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형성되었던 가상 

데스크톱 시장의 수요가 2020년, 2021년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즉 DaaS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

관리 주체의 변화가 가져오는 차이

VDI와 DaaS가 데스크톱을 가상화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그림 2>는 시트릭스 기

술을 기반으로 한 DaaS와 온프레미스 VDI의 구성을 비교한 것으로,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는 큰 차이가 없다. 동일한 구성에서 DaaS는 관리 서버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와 사용자 포털, 데이터베이스, 기타 관리용 서버 등이 클라우드에 배치되어 있고, 

클라우드와 사용자 간을 시트릭스 커넥터(Citrix Connector)가 연결하는 정도의 차

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관리 주체이다. DaaS 환경에서 클라우드에 배치되어 있는 

관리 서버 부분은 가상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DaaS 서비스 업체가 책

임진다. 

기본적으로 VDI 환경은 기업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 가상 데스크톱을 통제하는 핵

심인 제어 플레인의 설치와 관리부터 자체 SLA 정책, 각종 서버와 데스크톱의 소프

그림 2―온프레시스 VDI 환경과 DaaS 환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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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라이선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 보안까지 모든 요소를 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해결해야 한다. 

DaaS는 관리 서버의 수많은 요소 중 데스크톱 운영체제를 제외한 모든 것을 DaaS 

서비스 업체가 관리하고 책임진다. 제어 플레인은 물론, SLA 역시 서비스 업체의 

SLA 정책이 적용되며, 관리 콘솔도 자체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웹 기반 인터페이

스를 이용한다. 특히 서드파티 툴을 도입해야 하는 성능 모니터링 같은 부가적인 요

소도 DaaS 서비스 업체가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DaaS와 온프레미스 VDI의 비교

항목 VDI VDI DaaS

관리

Control Plane 설치 및 관리
OnPrem, Customer 

Managed

OnPrem, Customer 

Managed
Cloud Citrix Managed

Control Plane SLA OnPrem Infra SLA 정책 OnPrem Infra SLA 정책 Citrix SLA 정책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서버 OS)

Windows Server, SQL, 

Server CAL

Windows Server, SQL, 

Server CAL
x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데스크탑 OS)
VDA VDA VDA

운영 및 

모니터링

관리 콘솔 CS 기반 데스크탑 스튜디오 CS 기반 데스크탑 스튜디오 웹기반 데스크탑 스튜디오

시스템 모니터링 Director 제공 Director 제공 Director 제공

사용자 체감성능(UX) 

모니터링
3rd 어플리케이션 도입 3rd 어플리케이션 도입

O (보안, 성능에 대한 

Analytics 제공, 추가 ‘SKU)

보안

인프라 인프라 기반 보안 구성 필요 인프라 기반 보안 구성 필요
관리 인프라에 대해서 보안 

제공

어플리케이션
IT팀에 의한 지속적인 보안 

패치 적용이 필요

IT팀에 의한 지속적인 보안 

패치 적용이 필요

항상 최신 보안 패치가 

자동으로 적용

고가용성

관리 인프라 HA
네트워크 이중화, 관리 서버 

이중화

네트워크 이중화, 관리 서버 

이중화
자체 제공 (SLA 기준)

DR
DR 상면, 인프라, 솔루션 

필요

DR 상면, 인프라, 솔루션 

필요
CSP DR 구성 연계 활용

확장

비지니스 변화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의 

추가 IT자원 및 비용 필요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의 

추가 IT자원 및 비용 필요

구독 비용의 증가는 있으나, 

비지니스 운영에 있어 

최적의 시스템 제공

신속성 및 유연성

기존 서버가 허용치를 

넘어섰을 때 확장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

기존 서버가 허용치를 

넘어섰을 때 확장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

간단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리소스

확보가 가능

인프라 탄력성

한번 확장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휴 장비로 남아있게 됨

한번 확장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휴 장비로 남아있게 됨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에 

대한 부분은 구독 취소를 

통해서 그때그때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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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필요한데, VDI 환경에서는 가상 데스크톱 인

프라를 위한 보안을 새로 구성해야 하고,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보안 패

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까다로운 보안 작업 중 관리 인프라에 대한 보안

은 DaaS 서비스 업체가 맡는다. 애플리케이션 역시 기업이 신경 쓰지 않아도 최신 

보안 패치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가용성이나 확장성을 살펴보면, 차이는 더 커진다. 업무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인 데스크톱 환경인만큼 문제 상황을 대비한 고가용성 설정은 기본이다. VDI 환경

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버 이중화, 네트워크 이중화를 통해 고가용성을 보장해야 한

다. 또한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을 대비한 재해복구 환경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원격지에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상면부터 인

프라 장비와 각종 솔루션이 필요하다.

반면에 DaaS는 서비스 업체가 자체적으로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은 

SLA 기준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된다. 여러 지역에 거점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클

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만큼 DR 환경 역시 서비스 업체의 인프라와 연계해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

확장성은 데스크톱 환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VDI 환경은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 사용자가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이를 위한 

인프라 자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버와 스토리지 등 인프라 자원을 새

로 구매하고 추가로 VDI 환경을 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인

프라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특히 한 번 배치한 인프라는 

수요가 줄어들면 그대로 유휴 자원이 되고 만다. DaaS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구독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면 필요한 가상 데스크톱을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으며, 

추후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 구독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데스크톱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VDI 환경의 경우 인프라의 수명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인프라 자원은 가

용 수명이 있으며, 아무리 길게 잡아도 5~7년이면 장비의 교체나 업그레이드가 불

가피하다. 이는 단지 비용 관점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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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덜고 민첩성은 높이는 DaaS

VDI와 DaaS를 비교하면, 후발주자인 DaaS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두 환경은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VDI는 모든 요소를 기업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데스크톱 환경

을 위한 독립적인 인프라 환경을 직접 구축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단순

한 데스크톱을 구성해 일관성 있고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자체 인

프라에 맞는 IT 운영 정책과 시스템에 최적화된 관리, 모니터링, ITSM 체계를 운영

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안 역시 내부 기준에 따라 민감한 정보에 대한 통제 및 보안 

관리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비용 측면 역시 VDI 인프라의 장기 활용과 단말기 투

자 비용 절감 등을 통해 TCO를 절감할 수 있으며, IT팀 역시 개별적인 데스크톱 환

경을 지원하는 데 드는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 상면, 프로젝트 비용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운영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부터 보안, 관제,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 운영 등을 위한 숙련된 IT 인력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상 데

스크톱을 기업 내부를 넘어 분산된 지역에 배포해야 한다면, 네트워크 대역폭 및 성

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VDI의 단점은 DaaS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선정, 용량 계획 등의 작업없이 바로 가상 데스크톱을 이용할 수 있으

며, 인프라 관리, 업그레이드, 보안 등의 관리 부담도 없다. 특히 인프라 보안의 경우,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나 전문 인력 등 여러 조건에서 

일반 기업보다 보안 대비 태세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구독 가격과 

사용자 수에 따라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이 DaaS 서비스 업체에 있기 때문에 자체 인프라처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DaaS는 표준화된 데스크톱 환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수한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를 지원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구독 모델에 따른 비용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많은 수의 사용자가 일정하게 유

지되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월 사용자 단위로 과금되는 DaaS보다 한 번

에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VDI가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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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VDI와 DaaS의 장단점 비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첩성이다. 급변

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 뉴노멀 시대의 데스크톱 환경에

서는 빠른 전환과 배포, 일관성 있는 서비스와 같은 DaaS의 장점이 더 부각되는 이

유이다. 

가장 효율적인 가상 데스크톱 배치 환경

아직은 초기 단계인 국내 DaaS 시장은 소규모의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신속하게 배

치하려는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DaaS의 특성과 장점은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적의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온프레미스 VDI를 클라우드로 확장해 재택 근무나 원격 근무를 보다 유연하게 

지원하려는 기업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이런 수요에 맞춰 국내 DaaS 서비스는 멀티테넌시 기반의 서비스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 가상 데스크톱 자원을 생성하고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

점 자원은 아니지만, 충분한 서비스 자원을 확보해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망분리 환경을 구현해 가상 데스크톱의 인터넷 접속을 원천 차단하거

나 접속을 제한할 수도 있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조건이 까다로운 조직의 가

상 데스크톱 수요도 문제없이 지원한다.

그림 3―기업용 DaaS 서비스의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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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상 데스크톱 관리는 셀프서비스 포털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업 IT 담당자

는 셀프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의 생성과 삭제 등의 기본적인 작업은 물

론, 가상 데스크톱 관련 정책 설정, 입퇴사자 관리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본

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업

체의 준비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DaaS 서비스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기업이 사용하는 가상 데스크톱 자원은 

모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리 서버는 물론, 일

반 업무용 또는 재택 근무용 가상 데스크톱이 DaaS 서버 팜에 배치되어 있으며, 운

영체제 영역의 스토리지와 사용자의 데이터 영역 스토리지도 모두 DaaS 서비스 업

체의 관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인프라는 파이어월이나 IPS 등의 

보안 장비를 거쳐 인터넷에 연결된다. 

기업은 셀프서비스 포털을 통해 DaaS 서비스 업체의 인프라와 가상 데스크톱을 이

용하는데, 멀티테넌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같은 인프라 자원을 함께 사용

한다. 보통 HTTPS 또는 SSL-VPN 접속을 통해 연결하는데, 외부망이나 내부망 기

반의 다양한 접속 환경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별도의 VPN을 통해 SSL-VPN보다 

더 안전한 접속 환경을 구현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전용 회선을 통해 외부 노출이 

전혀 없는 접속 환경으로 기업 내부용으로만 사용하는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구축

할 수도 있다. 특히 파이어월을 통해 이메일이나 협업 툴과 같은 기업 내 업무 시스

템과 연동할 수 있어 물리 데스크톱이나 온프레미스 VDI와 동등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유연성, 다양성, 편의성까지 만족하는 서비스 구성

DaaS는 표준화된 데스크톱 환경을 일정한 조건의 구독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지만, 기업의 수요나 환경, 조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서비스 계약이기 때문에 동시 접속수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약정은 있지만,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 가상 데스크톱을 즉

각 증설하고 삭제할 수 있다. 물론 비용은 실제 사용한 가상 데스크톱을 기준으로 부

과된다. 

가상 데스크톱 배포 방식도 업무 유형에 따라 전용 가상 데스크톱과 공유 자원 가

상 데스크톱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용 방식은 사용자별로 가상 데스크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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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로 할당해 개인별 작업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반적인 데스크톱에 

해당한다. 공유 자원 방식은 다수의 사용자 세션이 데스크톱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

으로, 접속할 때마다 초기화된 운영 체제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표준화된 작업 환

경이 중요한 사용자나 보안 등의 이유로 이른바 ‘클린 OS’가 필요한 환경에 적합하

다. 운영체제 역시 윈도우는 물론, 맥 OS, 티맥스OS나 구름 같은 오픈소스 운영체제

까지 다양한 단말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제공한다. 

가상 하드웨어 사양은 표준적인 데스크톱 사양, 즉 4개의 가상코어와 8GB 메모리

를 제공하는 가상 데스크톱을 기준으로, 좀 더 가벼운 사용자를 위한 가상 데스크톱

(가상코어 2개와 4GB 메모리),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한 사용자를 위한 가상 데

스크톱(가상코어 8개와 16GB 메모리)까지 사용자의 업무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운영체제와 데이터를 위한 디스크 용량도 50GB씩 할당된다.

서비스 구독 상품의 특성상 많은 수의 가상 데스크톱을 장기간 사용할 것으로 약정

하면, 규모와 기간에 따라 비용을 할인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부가 서비스로 추

가 디스크 용량이나 운영체제 라이선스, 보안 관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림 4―기업 IT 관리자를 위한 셀프서비스 포털의 주요 기능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VM 배포·삭제 및 정책 관리

조직 및 사용자 계정 관리

Request 및 게시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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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기업 관리자의 편의성 역시 중요하다. 사용자는 셀프서비스 포털을 통해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업별로 2차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ID

와 패스워드 외에 2중 인증을 적용해 기존 데스크톱이나 온프레미스 VDI에 뒤지지 

않은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 IT 관리자가 DaaS 자원을 배포하고 정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방식의 정교한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VM의 배포 및 삭제, 정책 관리는 물론, 조직 및 사용자 계정 관리,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사용자의 요청을 접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

을 제공해 마치 기업의 자체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처럼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DaaS 환경에 최적화된 나무기술 NCC DaaS Portal

나무기술은 VDI 통합 운영 관리 솔루션인 NCC(Namu Cloud Center, NCC) 제품

군 중 DaaS용으로 최적화된 NCC DaaS Portal을 D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클

라우드 서비스 업체(CSP)에 공급하고 있다. NCC DaaS Portal은 2년 전부터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

용되고 있으며, DaaS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추가 사업자까지 확장하고 있다.

NCC DaaS Portal은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관리는 물론, 기업의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 관리, 정책 관리, 매체 제어, 보고서, 상품 및 이미지 관리 등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해 DaaS 서비스 업체가 다양한 기업 고객의 요구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

그림 5―NCC DaaS Portal의 주요 기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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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원한다. 특히 인프라 관리 기능을 통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수백 대의 인

프라 장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DaaS 서비스의 핵심은 시트릭스 

VDI 솔루션 같은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게시판이나 통계, 계약 현황, 이력 관리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IT 관리자를 위한 셀프서비스 포털 역시 기업의 필요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해 구현할 수 있다. 

NCC DaaS Portal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테넌시 관리 기능이다. 멀티테넌시는 

DaaS 서비스의 인프라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천 수백 대의 가상 

데스크톱이 혼재된 환경을 관리하는 데는 적지않은 기술적 투자가 필요하다. NCC 

DaaS 포털은 나무기술이 자체 개발한 멀티테넌시 관리 기능을 탑재해 기업 고객이 

각각 관리해야 하는 도메인 계정이나 웹 서버, 딜리버리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 등

을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NCC DaaS 포털은 KT 클라우드 DaaS를 통해 대형 유통기업, 

금융기업, 교육 분야 등을 위한 DaaS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KT 클라우드는 DaaS 

시장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의 증가 추세에 맞춰 나무기

술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일부 확장했다. LG 유플러스의 경우도 NCC DaaS 포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DaaS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기업 DaaS 전략의 핵심 고려사항

하지만 일반 데스크톱 환경은 물론, 기존 VDI 환경과 비교해도 DaaS는 새로운 기술

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의 데스크톱 환경은 데이터센

터의 서버나 스토리지와는 달리 다양성이 크다. 표준화된 가상 데스크톱을 기반으

로 하는 DaaS로 급하게 전환했을 때 사용자 경험부터 비용까지 예상과는 다른 결과

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DaaS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은 작게 시작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확대하는 것

이다. 우선 DaaS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표준화된 

가상 데스크톱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하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DaaS는 서비스 업체의 인프라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통제하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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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미스 VDI보다 제약이 많다. 따라서 부분적인 전환을 통해 관련 요소를 검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KT 클라우드의 DaaS 서비스 이용 기업 

대부분도 재택 근무가 가능한 콜센터 직원 일부, 협력사 또는 출장지의 원격 근무 등

에 우선적으로 도입했다.

DaaS 서비스 업체 선정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 지사 환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DaaS 서비스 업체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시트릭스와 

손을 잡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주요 선택지가 된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만 필요한 기업이라면, KT 같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통신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와 결합하는 등 

비용 절감의 기회가 많은 것도 장점 중 하나이다.

비용도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DaaS는 사용자수를 

기반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서비스이다.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빌려쓰는 것과는 단위

가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한 비용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를 

확대했을 때의 규모까지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DaaS를 도입했다가 다시 기존 VDI나 일반 데스크톱 환경으로 되돌아오는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DaaS의 매력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환경이 갖는 위험요소

도 있기 때문이다. 나무기술이 BMT나 PoC 프로젝트를 권장하고, 또 이런 사전 검

증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클라우드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DaaS 역시 기업 IT 담당자의 새로운 과제 중 하나

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온프레미스 VDI를 도입한 기업은 더 비용 효율적이

고 유연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위한 선택지의 하나로 DaaS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

고 있다. 이에 맞춰 KT 클라우드나 LG 유플러스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

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에서도 인프라 자원부터 서비스 완성도, 그리고 서비스 요금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무기술도 그동안 VDI 환경에서 쌓

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DaaS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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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많

은 기업이 재택 근무 비중을 늘렸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원격 근무 지원을 위

한 IT 투자를 늘렸다. 그 결과 많은 조직이 시간, 장소, 장치 구분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 지원 수단으로 주목받은 것은 바로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다. 

VDI는 기업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톱 환경을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장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무실은 물론, 가정이나 원격 근무지 모두 동일한 환경에

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VDI는 사용자 온보딩(Onboarding) 간소화 이점도 제공

한다. PC를 준비하고, 여기에 운영체제와 각종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제공

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사전 준비도 간단하다. 기업 표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과 

보안 정책 등을 적용한 마스터 이미지를 이용해 배포하면 된다. 이처럼 VDI는 언제 

어디서나 같은 환경을 제공해 업무 연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며 보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환경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DaaS로 진화하는 가상 데스크톱 환경

VDI의 인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후 많은 조직이 하이브리드 워크(Hybrid Work)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워크는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는 것, 비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오고 주로 재택에서 업

무를 보는 것, 100%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을 모두 지원하는 환경이다.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지면서 VDI를 이용하는 여러 유형 중 

DaaS(Desktop as a Service)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DaaS는 간단히 말해 VDI를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를 위한 
데스크톱 환경 
시트릭스 DaaS 사용 설명서

김정도 | 시트릭스 코리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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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VDI를 온디맨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

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량 계획과 사전 평가가 필요 없다. 인프라의 성능을 예측해 

자원 용량을 잡지 않아도 부트 스톰(boot storm) 같이 IO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상

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을 통해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은 서비스 

업체가 처리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DaaS의 장점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민첩성이다. 

VDI 프로젝트와 DaaS 도입을 비교하면 준비부터 실제 운영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

가 꽤 크다. VDI는 시스템 설계, 장비 도입 및 설정, 소프트웨어 구현, 테스트, 안정화 

등에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 반면에 DaaS는 극단적인 예로 구독에서 사용까지 하루

면 된다. 물론 사용자 수가 많은 경우, 아키텍처 선택과 구현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

지만, VDI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이다. DaaS는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원한

다. 따라서 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DaaS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구성

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폭주나 이용자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스케일인, 스케일아

웃을 할 수 있어 자원을 탄력적으로 증설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편의성이다. VDI 환경 관리 경험이 있으면 DaaS 관리에 이질감이 없다. 

VDI와 같은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따로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업데

이트 작업도 필요 없다. DaaS는 마이너 릴리즈부터 메이저 업데이트까지 모든 것을 

서비스 업체가 수행한다. 사용자는 늘 최신 버전의 VD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비용이다. 직접 구축하는 VDI는 일정 주기로 재구축 과정을 거치는 데 이

때마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 여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 및 유지보수 관

련 비용도 더해야 한다. DaaS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이용하므로 실제 트래픽이 일어

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서비스 폭주 등의 예외 상황 발생 시 오토스케일링 기능으

로 비용을 최적화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의 강점을 100% 살린 시트릭스 DaaS 

시트릭스 DaaS는 시트릭스가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는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트릭스 DaaS는 크게 사용자를 위한 워크스페이스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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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시트릭스가 관리하는 접근 및 제어 계층, 고객의 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클라우

드 환경인 리소스 계층으로 구성된다.  

시트릭스 DaaS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 위치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트릭스 DaaS는 100% 서비스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필요

에 따라 하이브리드 구성을 할 수도 있다. 어떤 구성을 하던 사용자는 안전하게 서비

스에 접근해 최적의 성능으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

는 시트릭스의 게이트웨이 서비스 때문이다. 

시트릭스는 전 세계 도시에 20여 개의 PoP(Point of Presence) 거점을 확보하고, 이

를 토대로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DaaS 이용 기업에 제공한다.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고가용성 보장과 최적의 라우팅 경로 제공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PoP 내에 DaaS 제공을 위한 컴포넌트를 N+1 모델로 구성한

다. 한 요소에 장애가 발생해도 페일오버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방지한다. 더불어 다

중 PoP 배포를 통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인스턴스를 배포하고 동기화를 한다. 따라

서 단일 PoP 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PoP로 리

다이렉트 되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시트릭스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제공해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PoP를 통해 DaaS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출장 등 평소와 다

그림 1―시트릭스 DaaS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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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위치에서 DaaS를 이용해도 최적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시트릭스 DaaS는 시트릭스 클라우드 기반의 SaaS를 이용하는 옵션 외에 다양한 구

성 방안을 지원한다. 시트릭스 DaaS는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아

키텍처 구성을 모두 지원한다. 

온프레미스 구성의 경우, 기업의 여러 데이터센터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연계해 사

용하는 예이다. 이 구성에서 시트릭스 DaaS는 여러 데이터센터의 자원을 클라우드 

커넥터를 이용해 오케스트레이션한다. 

퍼블릭 클라우드 구성은 기업 데이터센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긴 조직을 위한 

옵션이다. 시트릭스 DaaS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연동을 위한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API 수준의 연계를 통해 단일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여러 사업자

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멀티클라우드 구성 모두를 지원한다. 

세 번째 구성은 하이브리드 옵션이다. 보안에 민감한 워크로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로 옮길 수 없다. 이런 경우 온프레미스에 시스템을 둔다. 하이브리드 구성은 민감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스크톱 환경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DaaS를 제공하고, 일반 업

무나 원격지, 해외 사용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

스받을 수 있도록 DaaS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림 2―시트릭스 DaaS 구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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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터 보안, 규제 준수까지 만족 

시트릭스 DaaS를 이용하면 별도 업데이트 작업 없이 늘 최신의 VDI를 이용할 수 

있다. 시트릭스VDI는 2~3년에 한 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LTSR(Long Term 

Service Release)와 1년에 2~3번 이루어지는 CR(Current Release) 버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VDI 이용 기업은 이 주기에 맞추어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

리고 CR, LTSR의 EOS(End of Service) 주기에 맞춰 대대적인 VDI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반면에 시트릭스 DaaS는 2주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따

라서 사용자는 늘 최신 버전의 VDI를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EOS 걱정도 없다. 

시트릭스 DaaS는 VDI와 비교해 TCO 절감에 유리하다. VDI는 아무리 용량을 넉넉

하게 잡아도 서비스 폭주 시기 사용자 체감 성능 저하로 인한 불편이 있다. 시트릭스 

DaaS는 출근 후 업무 개시 시점이나 월말 결산 시즌 같은 서비스 피크 시점만 자원

을 증설하는 오토스케일 기능으로 유휴 자원으로 인한 낭비 없이 늘 일정한 성능을 

보장한다. 또한, 관리자는 일과 시간에 맞게 가동할 가상 데스크톱의 수를 사전 설정

으로 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트릭스 DaaS를 이용하면 기업은 필요에 맞게 인증 수단을 결정할 수 있다. 사용

자는 SSO(Single Sign On) 인증으로 편리하게 DaaS에 접근할 수 있다. 시트릭스 

DaaS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애저 액

티브 디렉토리, 시트릭스 게이트웨이, Okta, SAML 2.0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

해 기존 인증 기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시트릭스 DaaS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서비스 연

속성 기능도 지원한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DaaS에 장애가 일어나도 리소스 영역

과 네트워크 연결만 유지할 수 있으면 VDI 환경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사용

자가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에 접근할 때 연결 관련 파일 세트를 발급하고, 이를 엔

드포인트 장치에 저장한다. DaaS 장애가 발생하면 이 파일에 담긴 정보로 게이트웨

이 서비스, 클라우드 커넥터에 연결해 VDI 환경에 접근할 수 있다. 참고로 이 파일은 

7일까지 유효하며 설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저장할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기능도 시트릭스 DaaS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시트릭스는 세션 

레코딩 기능으로 기업이 각종 규제와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VDI의 

경우 이 기능은 상위 에디션만 이용할 수 있는데, DaaS는 모든 구독에 기본 포함된

다. 세셜 레코딩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평소와 다른 이상 행위를 했을 때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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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녹화가 진행된다.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시트릭스 애널리틱스

시트릭스 DaaS 이용 기업은 시트릭스 애널리틱스(Citirx Analytics) 기능으로 보안, 

성능, 사용 현황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참조해 더 나은 사용

자 경험을 더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 

먼저 보안의 경우 사용자가 평소 하지 않던 이상 행위를 하면 이를 지속해서 추적하

며 위험성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 가령 평소 ERP를 주로 쓰는 사용자인데 갑자

기 회계 프로그램 접속 횟수가 늘거나, 어느 날부터 내부 또는 외부에서 파일 다운로

드 시도가 많아지는 것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스코어링을 한다. 이외에도 보안 관련

해 허가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접근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기능(Geo-fencing)도 분

석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다음으로 성능 역시 분석 기능을 이용해 스코어링을 할 수 있다. DaaS는 다양한 네

트워크 경로를 통해 접근한다. 사내 네트워크와 무선 인터넷이나 4/5G 등의 WAN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지연, 접속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의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 시트릭스 DaaS는 분석을 통해 지속해서 성능 관련 지

표를 추적하고, 이를 스코어링 한다. 관리자는 성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스

코어를 확인하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드릴다운 접근을 통해 파고들어 해결책을 

그림 2―시트릭스 애널리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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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를 위한 선택  

하이브리드 워크는 점점 더 보편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유연 근무, 재택 근무를 경험

한 많은 인력들이 회사에 무조건 출근하는 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다. 하이브리드 워크 전략을 추진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다를 바 없는 업무 

환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보장된 방식은 VDI다. 

하지만 많은 조직이 VDI의 장점에 클라우드의 이점을 강화할 수 있는 DaaS를 하이

브리드 워크에 더 적합한 기술로 보고 있다. 민첩성, 유연성, 편의성, 비용 측면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에 VDI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보다 DaaS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조직이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한 DaaS로 하이브리드 

워크를 지원하리라 전망하는 이유다.

시트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는 나무기술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CSP 시장을 공

략하고 있다. 나무기술은 시트릭스의 한국 비즈니스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파트

너이자 VDI와 DaaS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술 파트너이다. 시트릭스 코리아는 

나무기술과 손잡고 국내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최적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