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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데스크탑 솔루션 배포 시 수없이 많은 가상 데스크탑 지원을 위해서는 

컴퓨팅 및 메모리 성능이 강력한 서버 하드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서버에서 지원이 가능한 가상 데스크탑의 수가 많을수록, 구매해야 할 서버의 수도 

줄어들며 원하는 사용자 수에 맞춰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로 지원할 수 있는 가상 데스크탑 용량 

확인을 위해 Cisco는 Login Consultants Virtual Session Indexer(Login VSI) 3.0 

벤치마크를 사용했습니다. Login VSI 워크로드는 일반적인 지식 근로자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는 테스트의 전체 

과정에서 응답 시간을 측정, 서버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가상 데스크탑의 수량을 

보여줍니다. 

Principled Technologies 연구실에서 실시한 테스트에 따르면, VMware vSphere 

5를 실행하는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는 각각 Login VSI 3.0 중급(Medium) 

워크로드(Flash 포함)를 실행하는 VMware View 5 가상 데스크탑을 최대 186개까지 

동시에 지원하면서도 최종 사용자에게 뛰어난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워크로드는 가용 UCS 대역폭에서 3%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확장이 필요할 때 

섀시에 블레이드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과 Cisco UCS 아키텍처의 방대한 대역폭 

용량을 잘 보여줍니다. 

http://www.principledtechnologi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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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I 세션이 많을수록 유리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에 어떠한 구성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정적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고한 하이퍼바이저, 최고급 가상 데스크탑 

소프트웨어, 강력한 프로세서 및 방대한 메모리 용량으로 구축된 서버를 준비한다면 추가 

하드웨어에 비용, 시간, 공간을 낭비하지 않은 채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상 데스크탑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필요한 물리적 서버의 양이 줄어듭니다. 전기 

사용량 및 전력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데이터 센터의 친환경성이 향상됩니다. 

테스트에서는 다음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을 검사했습니다. 

• Intel® Xeon® 프로세서 E5-2690가 탑재된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UCS) B200 M3 Blade Server 

• VMware vSphere 5 
• 193개의 Microsoft® Windows® 7 x64 VM으로 구성된 VMware View 5 
데스크탑 연결 클론(linked clone) 풀 

• 총 193개의 가상 데스크탑을 사용하여 적정 응답 시간을 유지하는 
데스크탑의 수가 186개라는 Login VSImax를 확인했습니다. 각 
데스크탑에는 1개의 vCPU와 1.5GB의 예약된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 EMC® VNX 5500 스토리지 
테스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응답 시간의 중요성 
모든 데스크탑이 대기 상태가 된 후 Login VSI는 가상 데스크탑 세션에 점점 더 많은 

사용자를 로그인시키고 각각에 대해 워크로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Login VSI는 각 

세션에서 7개의 일반적인 사무실 작업의 전체 응답 시간을 측정한 후 평균 응답 시간을 

구하고 최고 및 최저 2%를 제거하여 VSI 지수를 산출합니다. 처음 15개 세션의 평균 응답 

시간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Dynamic VSImax는 기준 x 125% +3000ms입니다. 더 많은 

세션에서 시스템 리소스가 사용되면서 응답 시간은 저하되고 VSI 지수가 증가하여 Dynamic 

VSImax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벤치마크는 플랫폼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세션의 수인 Login VSImax를 기록합니다. VSI 지수에서 최고 2%의 응답 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186이라는 Cisco B200 M3의 Login VSImax를 산출하기 위해 193개의 가상 데스크탑 

세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림 1은 테스트 동안 기록된 모든 활성 세션에 대한 VSI 지수 평균 

및 평균 응답 시간을 보여줍니다.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는 Login VSI 벤치마크가 

지정하는 Login VSImax를 기준으로 186개의 가상 데스크탑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16개의 모든 코어가 거의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만 사용자 응답 시간이 저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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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의 가상 데스크탑 수에 따른 가상 데스크탑의 평균 응답 시간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 VMware View 5 풀을 활성화하여 모든 Windows 7 VM을 

부팅하고 대기상태로 전환했습니다. 부팅 동안 테스트베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한 번에 

5개의 VM을 부팅하는 VMware View의 기본 부팅 속도에서 서버 CPU, 네트워크, 스토리지 

I/O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VM이 대기상태가 된 후 Login VSI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 2는 테스트 동안의 프로세서 활용을 보여줍니다. 16개의 프로세서 

코어 중 거의 모두가 완전히 활용되는 상태에서 193명의 동시 사용자 중 186명이 Login VSI 

3.0 벤치마크가 확인한 적정 응답 시간을 실현했습니다. 그래프의 선은 부팅, 유휴, 테스트 

단계에서 16개 코어 모두(32개의 스레드)의 평균 활용률을 나타냅니다. 테스트가 완료된 

후 모든 가상 데스크탑은 로그오프되었습니다. 
 

Login VSImax = 186 
Dynamic VSImax = 4,223 
Baseline =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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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테스트 동안의 프로세서 활용률 

그림 3은 테스트 동안의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도표의 앞 부분에서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193개의 가상 데스크탑의 전원을 켜고 테스트를 시작한 것을 

나타냅니다. 부팅 후 활성 상태가 아닌 vDT는 페이지 공유를 통해 메모리를 절약했습니다. 

세션이 활성화되자 페이지 공유를 통해 절약된 메모리가 감소하여 결국 페이지 공유를 

통한 절감 메모리가 0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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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테스트 동안의 메모리 사용량 

그림 4는 테스트 동안의 패브릭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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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테스트 동안의 패브릭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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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테스트 동안 기록된 IOPS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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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테스트 동안의 IOPS 
 

대역폭 여유가 많아 확장성 탁월 
Cisco UCS는 각 Cisco UCS 5108 섀시에 완벽한 리던던시 구성으로 최대 80Gb/s의 

확장 가능 대역폭(active-active 구성으로 160Gb/s)을 제공하지만, 테스트에서는 2 x 10Gb/s의 

리던던시 쌍으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연결했습니다. 테스트에서 최고 대역폭 사용량은 

가용 대역폭의 3% 정도인 700Mb/s를 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D를 

참조하십시오. 최고 사용량은 모든 스토리지 및 가상 데스크탑 트래픽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이 테스트 결과로 볼 때 섀시 용량이 가상 데스크탑 사용자에 필요한 대역폭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isco UCS 아키텍처는 이와 같이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증가했을 때 IT 인력이 Cisco UCS B200 M3 Server Blade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ogin VSI와 테스트한 솔루션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에 

나오는 테스트 대상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서버 및 스토리지 구성 정보는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테스트에 사용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보려면 부록 B .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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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대상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 소개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는 새로운 Intel Xeon 프로세서 E5-2600 시리즈가 
탑재되어 원활한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적합한 뀌어난 성능과 I/O 처리량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블레이드 서버입니다. 24개의 DIMM 슬롯으로 384GB RAM을 지원하는 
Cisco UCS M200 M3는 대규모 워크로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대한 메모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해 안에 32GB DIMM이 출시되면 B200 M3 블레이드는 최대 768GB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또는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2288/index.html을 참조하십시오. 

 Cisco UCS Manager 소개 
Cisco UCS Manager는 Cisco UCS 솔루션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내장된 통합 관리 도구입니다. UCS Manager를 통해 
서버를 중앙에서 관리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역할 기반 관리를 통해 여러 
관리자(예: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리자)에 고유한 관리 역할을 쉽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각 관리자가 통합 관리 환경의 일부이면서 고유한 정책 및 사용 권한을 
할당받습니다. 관리자는 정책 기반 프로비저닝을 통해 서비스 프로필 템플릿을 만든 후 
하나의 서버에든 100개의 서버에든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관적인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Cisco USC Manager를 이용한 서버 관리는 개별적인 단일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관리 도메인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최대 20개의 섀시 또는 160개의 블레이드 지원). 시스템 관리자는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하여 UCS Manager가 “원시 컴퓨팅 용량(raw computing capacity)”으로 
인식하는 서버 리소스를 할당 및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 용량 할당이 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며 관리자는 서버 리소스를 신속하게 배포 및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Cisco UCS Manag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0281/index.html 

VMware View 5 소개 
VMware는 IT 관리자가 클라우드에서 가상 데스크탑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View 5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설계했습니다. 관리자는 중앙의 인터페이스에서 
수만 명 이상의 최종 사용자를 관리하고, 정책 적용, 성능 모니터링, 연결 브로커, 
프로비저닝 등의 설정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보안이 향상되고 관리 비용이 
절감되며 데스크탑 이미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빠르게 프로비저닝 및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어느 곳에서든 불편한 다운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View 데스크탑에 간편하게 액세스하고 맞춤 가능한 데스크탑과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View 5의 새 기능인 PCoIP Optimization Controls를 
구현했습니다. 이 기능은 IT 관리자가 대역폭 설정을 사용자, 활용 사례,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최대 75%의 대역폭을 줄이고 프로토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2288/index.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028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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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iew 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vmware.com/products/view/overview.html  

VMware vSphere 5 소개 
vSphere 5는 VMware의 최신 가상화 운영 체제입니다. vSphere 5를 사용하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리소스를 가상화하면 15:1 이상의 통합비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관리 및 동적 리소스 할당 같은 기능은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vSphere 5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프라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인프라 서비스는 리소스의 가상화 및 가장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리소스 할당을 
처리하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vSphere 5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서비스 
수준 제어를 제공합니다. 

VMware vSphere 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vmware.com/products/vsphere/overview.html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 소개 
새로운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은 당면한 컴퓨팅 수요를 충족하고 향후 수요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기능으로 무장했습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은 Intel Turbo Boost Technology 2.0, Intel Advanced Vector Extension, Intel Integrated 
I/O, Intel Data Direct I/O Technology 같은 기능으로 지능형 및 적응형 성능을 구현합니다. 
또한 Intel Trusted Execution Technology(Intel TXT) 및 Intel Advance Encryption Standard New 
Instructions(Intel AES-NI)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Intel Xeon 프로세서 E5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intel.com/content/www/us/en/processors/xeon/xeon-processor-
5000-sequence.html 

Login VSI 소개 
Login VSI는 가상 데스크탑 세션을 조사해 특정 가상 시스템의 확장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Windows 기반 Office 사용자의 워크로드를 시뮬레이션하여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을 

평가합니다. 이 테스트에서 사용된 Login VSI의 중급(Medium) 워크로드는 일반적인 “지식 

근로자”의 작업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시작 및 종료하고 각 작업을 

실행합니다. 

• Microsoft Outlook®: 메시지 탐색 
• Microsoft Word®(TimerDoc): 응답 시간 타이머를 시작하여 워크로드 동안 
프로그램의 응답 양상 조사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인스턴스 1: 최대화, 스크롤, 최소화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인스턴스 2: 웹 사이트 탐색, 최대화, 스크롤 
• Adobe® Flash® KA 예고편 
• Microsoft Word(UserRead): 텍스트 읽기 및 입력, PDF로 인쇄 
• Bullzip: PDF 생성 
• Adobe Reader®: PDF 읽기 
• Microsof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보기 및 슬라이드 추가 

http://www.vmware.com/products/view/overview.html�
http://www.vmware.com/products/vsphere/overview.html�
http://www.intel.com/content/www/us/en/processors/xeon/xeon-processor-5000-sequence.html�
http://www.intel.com/content/www/us/en/processors/xeon/xeon-processor-5000-sequ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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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Excel®: 읽기 및 최소화 
• 7-Zip: ZIP 파일 저장 

 
Login VSI 버전 3.0(릴리스 6)은 워크로드와 VSI 지수 측정에 실제 사용자가 가상 

데스크탑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함에 따라 이전 버전의 Login VSI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자 환경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Login VSI 3.0에서는 이와 같이 대규모 
워크로드를 사용하므로 보고되는 응답 시간이 Login VSI 2.0 및 이전 버전보다 더 큽니다. 
Login VSI 벤치마크에서는 최소한의 적정 응답 시간을 테스트에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Login VSI 3.0 벤치마크는 7개의 작업을 사용해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전에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사용자 수를 의미하는 VSImax를 확인합니다. 이전 버전의 
Login VSI는 2개의 작업을 사용했지만 Login VSI 3.0에서는 7개의 작업을 사용해 사용자의 
실제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 드라이브의 문서 풀에서 새 문서 복사 
• Microsoft Word 시작 
• 파일 열기 대화 상자 시작 
•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 시작 
• 인쇄 대화 상자 시작 
• 메모장 시작 
• 7-zip 명령줄을 이용해 문서를 ZIP 파일로 압축 

 

Login VSI는 특정 작업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인 응답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최소 응답 시간, 평균 응답 시간, 최대 응답 시간과 워크 로드 수행 

동안의 VSI 지수 평균을 보고합니다. Login VSI 지수 평균은 최대 및 최소 응답 시간의 

평균이지만 평균을 계산하기 전에 최대 응답 시간 및 최소 응답 시간에서 2%를 제외하므로 

평균 응답 시간과 비슷합니다. 그런 다음 Classic과 Dynamic 중 한 가지 방식으로 VSImax를 

계산합니다. VSI 지수 평균이 기본 임계값인 4000ms보다 크면 Classic VSImax를 구합니다. 

처음 15개 세션의 평균 응답 시간을 기준으로 동적 임계값을 계산하고 기준 x 125% 

+3000의 공식을 적용해 VSI 지수가 동적 기준보다 크면 Dynamic VSImax를 구합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Dynamic VSImax가 186 세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이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 게스트 OS 및 VDI 설정의 차이에 따라 이 테스트에서 

예상되는 사용자 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당 조정 프레임, 이미지 압축, 화면 해상도 

및 기타 사용자 환경과 관련된 설정으로 인해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는 데스크탑의 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면 지원되는 데스크탑의 수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VDI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량화하고 이를 환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Classic 및 Dynamic VSIma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loginvsi.com/en/admin-guide/analyzing-results#h0-1-calculating-vsimax 

http://www.loginvsi.com/en/admin-guide/analyzing-results#h0-1-calculating-vs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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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VSI 3.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loginconsultants.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
id=390  

요약 
성능 저하 없이 더 많은 호스팅 가상 데스크탑을 지원할 수 있는 서버를 사용하면 

인프라 비용을 최소화하고 ROI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VMware View 5 및 

VMware vSphere 5를 실행하는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는 가상 데스크탑 호스팅 

밀도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Cisco UCS 솔루션은 적정한 사용자 응답 시간 및 최소한의 

대역폭에서 186개의 VMware View 5 동시 가상 데스크탑을 지원했습니다. 

 

http://www.loginconsultants.com/index.php?option=com_content&amp;task=view&amp;id=390�
http://www.loginconsultants.com/index.php?option=com_content&amp;task=view&amp;id=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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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서버 및 스토리지 구성 정보 
그림 6에는 테스트 서버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으로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를, 테스트베드 인프라로 Cisco UCS B200 M2 Blade Server를 사용했습니다. 그림 7에는 테스트에 

사용한 스토리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Cisco UCS B200 M3 Server Cisco UCS B200 M2 Server 

일반 사항   
프로세서 패키지 수 2 2 
프로세서당 코어 수 8 6 
코어당 하드웨어 스레드 수 2 2 
시스템 전력 관리 정책 OS 제어 OS 제어 
CPU   
판매업체 Intel Intel 
이름 Xeon Xeon 
모델 번호 E5-2690 X5670 
스테핑 6 CO 
소켓 유형 LGA2011 LGA 1366 
코어 주파수(GHz) 2.90 2.93 
버스 주파수 8.0GT/s 6.4 
L1 캐시 32KB + 32KB 32KB+ 32KB(코어당) 
L2 캐시 256KB(코어당) 256KB(코어당) 
L3 캐시 20MB 12MB 
플랫폼   
공급업체 및 모델 번호 Cisco UCS B200 M3 Cisco UCS B200 M2 Blade Server 
머더보드 모델 번호 Cisco FCH153271DA N20-B6625-1 

BIOS 이름 및 버전 Cisco 
B200M3.2.0.2a.0.0.22420121123 Cisco S5500.2.0.1d.093030111102 

BIOS 설정 기본 기본 
메모리 모듈   
시스템의 총 RAM 용량(GB) 384 96 
공급업체 및 모델 번호 Samsung M393B2G70BH0-YK0 Samsung M393B5170FH0-YH9 
유형 PC3L-12800R DDR3 PC3-10600 
속도(MHz) 1,600 1,333 
시스템 실행 속도(MHz) 1,066 1,333 
크기(GB) 16 8 
RAM 모듈 수 24 12 
칩 구성 양면 양면 
랭크 이중 이중 
하드 디스크   
공급업체 및 모델 번호 Seagate ST9146803SS Seagate ST9146803SS 
시스템 내 디스크 수 2개 2개 
크기(GB) 14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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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Cisco UCS B200 M3 Server Cisco UCS B200 M2 Server 

RPM 15,000 10,000 
유형 SAS SAS 
RAID 컨트롤러    
공급업체 및 모델 LSI MegaRAID SAS 2004  LSI Logic® SAS 1064E 
컨트롤러 펌웨어 20.10.1-0061 01.32.04.00 
운영 체제   
이름 VMware vSphere 5  VMware vSphere 5  
빌드 번호 515841 515841 
언어 한국어 한국어 
운영 체제 성능 프로필 최대 성능 최대 성능 
I/O 어댑터   

공급업체 및 모델 번호 Cisco UCS-VIC-M82-4P UCS M71KR-Q QLogic® Converged 
Network Adapter 

유형 M-LOM 메자닌 
그림 6: 서버 세부 구성 정보 

 

시스템 EMC VNX 5500 스토리지 

스토리지 
15디스크 프로세서 엔클로우저 수 1 
전원 공급 장치 
총 수 2개 
디스크 어레이 엔클로우저 
25디스크 어레이 엔클로우저 수 1 
15디스크 어레이 엔클로우저 수 1 
데이터 무버 
VNX 5500 Data Mover 수 1  
디스크 
100GB SSD 수 8 
300GB SAS 드라이브 수 20 
2TB NL SAS 드라이브 수 10 
운영 체제 
이름 Unisphere™ 
네트워크  
유형 4Gb 파이버 채널 
그림 7: 스토리지 세부 구성 정보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13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  
성능 저하 없는 가상 데스크탑 

부록 B – 테스트 방법 
서버가 지원할 수 있는 가상 데스크탑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Dynamic VSImax에 도달할 때까지 가상 

데스크탑 로드를 늘려 점진적인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Dynamic VSImax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세션 수는 

193이었습니다. 193개의 가상 데스크탑을 테스트하여 Dynamic VSImax이 186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2개의 

세션을 사용했을 때는 Dynamic VSImax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을 때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의 프로세서는 거의 포화 상태였습니다. 성능 저하 또는 응답 시간 감소를 초래하는 스토리지 병목현상, 

메모리 제한 같은 다른 요인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8에는 테스트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환경은 Cisco UCS 5108 Blade Chassis 1개,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 1개, Cisco UCS B200 M2 Blade Server 1개로 구성됩니다. Cisco UCS B200 M2 Blade Server 및 VMware 

vSphere 5로 모든 VMware View 5 및 Login VSI 인프라 VM을 호스팅하고 Cisco B200 M3 Blade Server 및 VMware 

vSphere 5로 모든 VMware View 5 가상 데스크탑을 호스팅했습니다. Cisco UCS 5108 Blade Chassis를 Cisco UCS 

6248UP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리던던시 쌍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브릭 인터커넥트는 Cisco Nexus™ 5010 

스위치에 연결했습니다. Cisco UCS Manager를 이용해 두 개의 Cisco 블레이드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Cisco 서비스 

프로필을 이용해 기본 펌웨어 수준 2.0(2a)을 모든 서버 구성 요소에 할당했습니다. Cisco B200 M3에 대해서는 두 

개의 리던던시 20Gb vNIC 및 두 개의 리던던시 4Gb 파이버 채널 HBA를 할당했습니다. Cisco B200 M2에 대해서는 

두 개의 리던던시 10Gb vNIC 및 두 개의 리던던시 4Gb 파이버 채널 HBA를 할당했습니다. 모든 VM 스토리지는 EMC 

VNX 5500에서 호스팅했습니다. 연결 클론 풀을 통해 VMware View 가상 데스크탑을 설정했습니다. 마스터 이미지 

Microsoft Windows 7 x86 Enterprise VM에는 하나의 vCPU 및 1.5GB의 예약된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에 나온 VMware View 스크립트 commands.bat를 

사용했습니다. http://www.vmware.com/files/pdf/VMware-View-OptimizationGuideWindows7-EN.pdf. 

 다음 자료에서와 같이 BTL(build to lossless)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초당 최대 프레임을 15로 

설정했습니다. http://www.vmware.com/files/pdf/view/VMware-View-5-PCoIP-Network-Optimization-Guide.pdf 

모든 Login VSI 시작 시스템(launcher)은 가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디오 렌더링을 위해 각각에 Virtual Audio 

Cable 4.12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데스크탑 세션의 해상도는 1024x768, 32비트 컬러였습니다. 

Cisco는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Cisco UCS 블레이드 서버에 대해 SAN 구성을 통한 상태 비저장(stateless) 

부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성능 테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편의성을 위해 vSphere 운영 체제를 

로컬 디스크에 설치했습니다. 

그림 9에는 논리적 네트워크 레이아웃이 나와 있습니다. 각 vSphere 서버에서 vSwitch를 생성하고 

vlan100이라는 단일 포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가상 데스크탑, Login VSI 시작 시스템, VMware View 

인프라를 이 두 vSwitch에 연결했습니다. 
 

http://www.vmware.com/files/pdf/VMware-View-OptimizationGuideWindows7-EN.pdf�
http://www.vmware.com/files/pdf/view/VMware-View-5-PCoIP-Network-Optimization-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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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테스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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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논리적 네트워크 레이아웃  

스토리지 설정  
모든 테스트 인프라를 호스팅하기 위해 Cisco UCS B200 M2 Blade Server를 설치했습니다. UCS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해 RAID 1 구성으로 로컬 디스크를 구성하고 ESXi 하이퍼바이저를 호스팅했습니다. 
모든 가상 데스크탑을 호스팅하기 위해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를 설치했습니다. UCS 서비스 

프로필을 사용해 RAID 1 구성으로 로컬 디스크를 구성하고 ESXi 하이퍼바이저를 호스팅했습니다. 

EMC VNX 5500 스토리지 

3개의 디스크로 된 SSD RAID 그룹으로 구성된 고성능 LUN을 제공하도록 EMC VNX 5500 스토리지를 
구성하여 VMware View 5.0을 위한 Windows® 7 복제 디스크를 호스팅했습니다. FAST Cache 지원 스토리지 풀을 
생성했습니다. 이 풀에서 1개의 500GB LUN을 프로비저닝하여 모든 인프라 및 Login VSI 시작 시스템을 
호스팅하고, 3개의 500GB LUN을 프로비저닝하여 모든 가상 데스크탑 연결 클론 디스크를 호스팅했습니다. 

외부 스토리지 FAST Cache 및 RAID 그룹 설정 
1. EMC Navisphere를 엽니다. 
2. sysadmin으로 로그인합니다. 
3. System(시스템)System Management(시스템 관리)Manage Cache(캐시 관리)를 클릭합니다. 
4. VNX 5500 스토리지 시스템 속성에서 FAST Cache 탭을 클릭한 다음 Create(생성)를 클릭합니다. 
5. 엔클로우저 0, 디스크 10 및 11을 선택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6. Storage(스토리지)Storage Configuration(스토리지 구성)Storage Pools(스토리지 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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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AID Groups(RAID 그룹)를 클릭한 다음 Create(생성)를 클릭합니다. 
8. 스토리지를 생성합니다. 
9. General(일반) 탭에서 RAID 0을 선택합니다. 
10. General(일반) 탭에서 디스크에 Manual(수동)을 클릭하고 디스크 엔클로우저 0, SSD 디스크 4, 5 및 6을 
선택한 다음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11.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12. General(일반) 탭에서 RAID 5을 선택합니다. 
13. General(일반) 탭에서 디스크에 대해 Manual(수동)을 클릭하고 디스크 엔클로우저 0을 선택합니다. 

a. 디스크 엔클로우저 0: SSD 디스크 7, 8, 9 
b. 디스크 엔클로우저 1: SAS 디스크 0-19 

14. Advanced(고급) 탭에서 FAST Cache Enabled(FAST Cache 사용) 옆의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LUN 프로비저닝  
1. 스토리지 LUN을 엽니다. 
2.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a. Storage Pool Type(스토리지 풀 유형)에서 RAID Group(RAID 그룹)을 클릭합니다. 
b. 새 LUN의 스토리지 풀로 0을 선택합니다. 
c. Capacity(용량)에 271.00GB를 입력합니다. 
d. LUN ID로 0을 선택합니다. 
e. Name(이름)에 SSD 를 입력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3.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a. Storage Pool Type(스토리지 풀 유형)에서 RAID Group(RAID 그룹)을 클릭합니다. 
b. 새 LUN의 스토리지 풀로 풀 0을 선택합니다. 
c. Capacity(용량)에 500.00GB를 입력합니다. 
d. 생성할 LUN 수로 4를 선택합니다. 
e. Name(이름)에 LUN 을 입력하고 시작 ID로 1 을 입력한 다음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스토리지 그룹 생성 
1. Hosts(호스트)를 클릭하고 Storage groups(스토리지 그룹)에서 Create(생성)를 클릭합니다. 
2. Storage Group Name(스토리지 그룹 이름)에 VDI 를 입력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3. 스토리지 그룹 VDI를 엽니다. 
4. LUNs 탭을 선택합니다. 
5. SPA를 확장해 LUN1-4 및 SSD를 강조 표시합니다. Add(추가)를 클릭한 다음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6. OK(확인)를 눌러 확인한 다음 OK(확인)를 눌러 종료합니다. 

인프라 서버(infra) 및 테스트 대상 서버(SUT) 설정 
BIOS 설정 

Cisco UCS Firmware Manager를 사용해 모든 UCS 펌웨어 버전을 2.0(2a)으로 설정했습니다. 
Cisco UCS B200 M2(infra)에 VMware vSphere 5(ESXi) 설치 

1. ESXi 5.0 디스크를 삽입한 다음 Boot from disk(디스크에서 부팅)를 선택합니다. 
2. Welcome(시작) 화면에서 <Enter>를 누릅니다. 
3.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약관) 화면에서 F11을 누릅니다. 
4. Select a Disk to install or Upgrade(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할 디스크 선택) 화면에서 ESXi를 설치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5. Please Select a Keyboard Layout(키보드 레이아웃 선택) 화면에서 <Enter>를 누릅니다. 
6. Enter a Root Password(루트 암호 입력) 화면에서 루트 암호를 지정한 다음 다시 한 번 입력해 확인합니다. 
계속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7. Confirm Install(설치 확인) 화면에서 F11을 눌러 설치합니다. 
8. Installation Complete(설치 완료) 화면에서 <Enter>를 눌러 재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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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ESXi 구성(network) 
1. ESXi 5.0 화면에서 F2를 누르고 루트 암호를 입력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2. System Customization(시스템 사용자 지정) 화면에서 Troubleshooting Options(문제 해결 옵션)를 선택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3. Troubleshooting Mode Options(문제 해결 모드 옵션) 화면에서 Enable ESXi Shell(ESXi 셸 사용)을 선택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4. Enable SSH(SSH 사용)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른 다음 Esc를 누릅니다. 
5. System Customization(시스템 사용자 지정) 화면에서 Configure Management Network(관리 네트워크 
구성)를 선택합니다. 

6. Configure Management Network(관리 네트워크 구성) 화면에서 IP Configuration(IP 구성)을 선택합니다. 
7. IP Configuration(IP 구성) 화면에서 Set static IP(정적 IP 설정)를 선택합니다.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8. Configure Management Network(관리 네트워크 구성) 화면에서 Esc를 누릅니다. 변경 사항 저장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누릅니다. 

9. vSphere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infra에 root 로 로그인합니다. 
10. Configuration(구성) 탭을 선택한 다음 Networking(네트워킹)을 클릭합니다. 
11. Add Networking…(네트워킹 추가...)을 클릭하여 vSwitch0을 구성합니다. 
12. Network Adaptors(네트워크 어댑터) 탭을 클릭합니다. 
13.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14. vmnic1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5. vmnic0을 활성 상태로, vmnic1을 대기 상태로 놓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16. Ports(포트) 탭에서 vSwitch를 편집합니다. 
17. vSwitch0 속성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18. VLAN ID를 100으로 지정해 VDI-NET라는 이름으로 가상 시스템 네트워크를 생성한 후 Next(다음),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19. vSwitch0 속성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설치 후 ESXi 구성(DNS 및 NTP) 
1. Configuration(구성) 탭에서 Time configuration(시간 구성)을 클릭합니다. 
2. Properties(속성)를 선택하고 Options(옵션)를 클릭합니다. 
3. General(일반) 설정에서 Start automatically if any ports are open, and Stop when all ports are closed(열린 
포트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시작, 모든 포트가 닫힌 경우 중지)를 선택합니다. 

4. NTP 설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NTP 서버를 선택하거나 DC1.view5.com을 사용합니다. 
5. NTP 설정을 닫습니다. 
6. Configuration(구성) 탭을 선택한 다음 DNS and Routing(DNS 및 라우팅)을 클릭합니다. 
7. 이름에 infra 를, 도메인에 view5.com 을 입력합니다. 
8. 원하는 DNS로 172.0.0.10 을 입력합니다. 
9. DNS를 닫습니다. 

Cisco UCS B200 M3(infra)에 VMware vSphere 5(ESXi) 설치 
1. ESXi 5.0 디스크를 삽입한 다음 Boot from disk(디스크에서 부팅)를 선택합니다. 
2. Welcome(시작) 화면에서 <Enter>를 누릅니다. 
3.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약관) 화면에서 F11을 누릅니다. 
4. Select a Disk to install or Upgrade(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할 디스크 선택) 화면에서 ESXi를 설치할 볼륨을 
선택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5. Please Select a Keyboard Layout(키보드 레이아웃 선택) 화면에서 <Enter>를 누릅니다. 
6. Enter a Root Password(루트 암호 입력) 화면에서 루트 암호를 지정한 다음 다시 한 번 입력해 확인합니다. 
계속하려면 <Enter>를 누릅니다. 

7. Confirm Install(설치 확인) 화면에서 F11을 눌러 설치합니다. 
8. Installation Complete(설치 완료) 화면에서 <Enter>를 눌러 재부팅합니다. 

설치 후 ESXi 구성(network) 
1. ESXi 5.0 화면에서 F2를 누르고 루트 암호를 입력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2. System Customization(시스템 사용자 지정) 화면에서 Troubleshooting Options(문제 해결 옵션)를 선택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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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oubleshooting Mode Options(문제 해결 모드 옵션) 화면에서 Enable ESXi Shell(ESXi 셸 사용)을 선택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4. Enable SSH(SSH 사용)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른 다음 Esc를 누릅니다. 
5. System Customization(시스템 사용자 지정) 화면에서 Configure Management Network(관리 네트워크 
구성)를 선택합니다. 

6. Configure Management Network(관리 네트워크 구성) 화면에서 IP Configuration(IP 구성)을 선택합니다. 
7. IP Configuration(IP 구성) 화면에서 Set static IP(정적 IP 설정)를 선택합니다.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8. Configure Management Network(관리 네트워크 구성) 화면에서 Esc를 누릅니다. 변경 사항 저장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누릅니다. 

9. vSphere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infra에 root 로 로그인합니다. 
10. Configuration(구성) 탭을 선택한 다음 Networking(네트워킹)을 클릭합니다. 
11. Add Networking…(네트워킹 추가...)을 클릭하여 vSwitch0을 구성합니다. 
12. Network Adaptors(네트워크 어댑터) 탭을 클릭합니다. 
13.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14. vmnic1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5. vmnic0을 활성 상태로, vmnic1을 대기 상태로 놓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16. Ports(포트) 탭에서 vSwitch를 편집합니다. 
17. 포트 수를 512로 바꾸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18. vSwitch0 속성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19. VLAN ID를 100 으로 지정해 VDI-NET 라는 이름으로 가상 시스템 네트워크를 생성한 후 Next(다음),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설치 후 ESXi 구성(DNS 및 NTP) 

1. Configuration(구성) 탭에서 Time configuration(시간 구성)을 클릭합니다. 
2. Properties(속성)를 선택하고 Options(옵션)를 클릭합니다. 
3. General(일반) 설정에서 Start automatically if any ports are open, and Stop when all ports are closed(열린 
포트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시작, 모든 포트가 닫힌 경우 중지)를 선택합니다. 

4. NTP 설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NTP 서버를 선택하거나 DC1.view5.com을 사용합니다. 
5. NTP 설정을 닫습니다. 
6. Configuration(구성) 탭을 선택한 다음 DNS and Routing(DNS 및 라우팅)을 클릭합니다. 
7. 이름에 SUT 를, 도메인에 view5.com 을 입력합니다. 
8. 원하는 DNS로 172.0.0.10 을 입력합니다. 
9. DNS를 닫습니다. 

EMC 스토리지 그룹에 ESXi 서버 추가 
1. EMC Navisphere를 엽니다. 
2. sysadmin 으로 로그인합니다. 
3. Hosts(호스트)를 클릭하고 Storage groups(스토리지 그룹)에서 VDI Storage Group(VDI 스토리지 그룹)을 
클릭한 다음 Properties(속성)를 클릭합니다. 

4. Storage Group Properties(스토리지 그룹 속성) 대화 상자에서 Hosts(호스트) 탭을 클릭합니다. 
5. infra 및 SUT를 추가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6. 두 ESXi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ESXi 데이터 저장소(SSD) 생성 
1. vSphere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infra에 root 로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탭Storage(스토리지)Add Storage(스토리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3. vmnic1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VMFS-5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디스크 레이아웃을 검토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Datastore Name(데이터 저장소 이름)에 SSD 를 입력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Capacity(용량)에 Maximum Available Space(최대 가용 공간)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Finish(마침)를 클릭하면 데이터 저장소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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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Xi 데이터 저장소(LUN1-4) 생성 
1. vSphere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infra에 root 로 로그인합니다. 
2. Configuration(구성) 탭Storage(스토리지)Add Storage(스토리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3. LUN1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VMFS-5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디스크 레이아웃을 검토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Datastore Name(데이터 저장소 이름)에 LUN1 를 입력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Capacity(용량)에 Maximum Available Space(최대 가용 공간)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Finish(마침)를 클릭하면 데이터 저장소가 생성됩니다. 
9. 1~8단계를 반복하여 LUN2, 3, 4를 생성합니다. 

Microsoft Windows Active Directory® 서버(DC1)를 호스팅할 VM 설정 
1. VMware vSphere 클라이언트를 통해 infra 서버에 연결합니다. 
2. infra 서버에 root 로 로그인합니다. 
3.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vCenter™ 서버에 연결한 다음 ESXi 호스트를 찾습니다. 
4. Virtual Machines(가상 시스템) 탭을 클릭합니다. 
5.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New Virtual Machine(새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6. Custom(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가상 시스템에 DC1 이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호스트에 infra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9. 스토리지에 LUN1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0. Virtual Machine Version 8(가상 시스템 버전 8)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1. Windows와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64비트)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2. CPU에 대해서는 가상 프로세서 소켓 1개, 가상 소켓당 코어 2개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3. 4GB RAM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4. NIC 개수에 1을 클릭하고 VMXNET3를 선택하고 VDI-NET 네트워크에 연결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5. 가상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6. Create a New Virtual Disk(새 가상 디스크 생성)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7. OS 가상 디스크 크기를 40GB로 지정하고 Thick-Provisioned Lazy Zeroed(Lazy Zeroed 씩 프로비저닝)를 
선택하고 외부 스토리지의 OS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8. 가상 장치 노드를 기본값으로(0:0) 그대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9. 마침을 클릭합니다. 
20. VM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고 Edit Settings(설정 편집)를 선택합니다. 
21. Hardware(하드웨어) 탭을 클릭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22. Hard Disk(하드 디스크)를 클릭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23. Create a New Virtual Disk(새 가상 디스크 생성)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24. 가상 디스크 크기에 15GB를 지정하고 Thin Provisioning(씬 프로비저닝)을 선택하고 LUN1을 지정합니다. 
25. 장치 노드로 SCSI(0:1)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26. Hardware(하드웨어) 탭을 클릭하고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27. Create a New Virtual Disk(새 가상 디스크 생성)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28. 가상 디스크 크기에 50GB를 지정하고 Thin Provisioning(씬 프로비저닝)을 선택하고 LUN1을 지정합니다. 
29. 장치 노드로 SCSI(0:2)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0. Finish(마침)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31. Resources(리소스) 탭을 클릭하고 Memory(메모리)를 클릭합니다. 
32. Reserve All Guest Memory(모든 게스트 메모리 예약)를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33. VM 가상 CD-ROM을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설치 디스크에 연결합니다. 
34. VM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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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에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운영 체제 설치 
1. 언어, 시간 및 통화, 키보드 입력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지금 설치를 클릭합니다. 
3. Windows Server 2008 R2 Enterprise(전체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6. 디스크를 클릭하고 드라이브 옵션(고급)을 클릭합니다. 
7. 새로 만들기적용형식을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여 관리자 암호를 설정합니다. 
9. 관리자 암호를 두 번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Windows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필요 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11. 원격 데스크탑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12. 호스트 이름을 DC1 으로 변경하고 재부팅 메시지가 나타나면 재부팅합니다. 
13. diskmgmt.msc를 실행합니다. 
14. 15GB 보조 볼륨을 선택하고 이름을 profiles 로, 형식을 NTFS로 지정하고 드라이브 문자 E 를 
할당합니다. 

15. 50GB 보조 볼륨을 선택하고 이름을 share 로, 형식을 NTFS로 지정하고 드라이브 문자 F 를 할당합니다. 
16. 데이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킹을 설정합니다. 

a. 시작제어판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b. VM traffic NIC(VM 트래픽 NIC)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c. TCP/IP(v6)를 선택 취소합니다. 
d. TCP/IP(v4)를 선택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e. IP 주소를 172.0.0.10/255.255.252.0 으로 설정합니다. 

17. VMware 도구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cmd=displayKC&ext
ernalId=340 

18.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DC1에 Active Directory 및 DNS 서비스 설치 

1. 시작실행에서 dcpromo 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2.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설치 마법사 시작 화면에서 고급 모드 설치 사용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배포 구성 선택 대화 상자에서 새 포리스트에 새 도메인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FQDN 페이지에서 View5.com 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NetBIOS 이름 프롬프트에서 이름을 View5로 그대로 두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포리스트 기능 수준에서 Windows Server 2008 R2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추가 도메인 컨트롤러 옵션에서 DNS 서버가 선택된 대로 두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시스템 폴더 위치 화면에서 E:\로 변경하고 기본 옵션을 유지한 상태로 다음을 클릭합니다. 
9. 디렉터리 서비스 복원 모드 관리자 암호를 지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요약 화면에서 선택 사항을 검토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을 누르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12. dnsmgmt.msc를 실행합니다. 
13. DC1의 역방향 조회 영역을 생성합니다. 
14. infra 및 SUT의 정적 항목을 생성합니다. 
15. Windows 탐색기를 열고 e:\profiles 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16. 읽기/쓰기 사용 권한을 view5\everyone 그룹에 할당합니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amp;cmd=displayKC&amp;externalId=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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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에서 Windows 시간 서비스 구성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Active Directory 서버를 물리적 NTP 서버로 지정했습니다. 

1.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2. 다음을 입력합니다. 

w32tm /config /syncfromflags:manual /manualpeerlist:"<NTP 서버의 ip 주소>" 
W32tm /config /reliable:yes 
W32tm /config /update 
W32tm /resync 
Net stop w32time 
Net start w32time 

DC1에서 DHCP 서비스 설정 
1. 시작관리 도구서버 관리자역할 추가를 클릭합니다. 
2. DHCP 서버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DHCP 서버 소개 화면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4. IPv4 DNS 서버 설정 지정 화면에서 부모 도메인으로 view5.com 을 입력합니다. 
5. 원하는 DNS 서버 IPv4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IPv4 WINS 서버 설정 지정 화면에서 이 네트워크의 응용 프로그램에 WINS가 필요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DHCP 범위 추가 또는 편집 화면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8. 범위 추가 화면에서 DHCP 범위 이름을 입력합니다. 
9. 옆에 있는 입력란에 다음 값을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시작 IP 주소=172.0.0.101 
• 끝 IP 주소=172.0.3.200 
• 서브넷 마스크=255.255.252.0 

10. 이 범위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1. DHCP 범위 추가 또는 편집 화면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DHCPv6 상태 비저장 모드 사용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IPv6 DNS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DHCP 서버 권한 부여 대화 상자에서 현재 자격 증명 사용을 선택합니다. 
15. 설치 선택 확인 화면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올바르게 설정되면 DHCP 서버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16. 닫기를 클릭합니다. 
17. 시작실행에서 DHCPmgmt.msc 를 입력합니다. 
18. DHCPdc1.view5.comIPv4서버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19. 서버 옵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NS에 대한 구성 옵션을 선택합니다. 
20. DNS 서버로 172.0.0.10을, 라우터에 172.0.0.1을 추가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성능을 고려한 PCoIP GPO 구성 
BTL(Build to lossless)을 비활성화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최대 프레임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vmware.com/files/pdf/view/VMware-View-5-PCoIP-Network-
Optimization-Guide.pdf 

1. DC1에 administrator 로 로그인합니다. 
2. 그룹 정책 편집기를 엽니다. 
3. 기본 도메인 정책을 편집합니다. 
4. 관리 템플릿을 클릭하고 템플릿 추가/제거…를 클릭합니다. 
5. View 5 설치 DVD에서 pcoip.adm을 찾아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6. GPO에서 컴퓨터 구성관리 템플릿Classic Administrative Template(ADM)(클래식 관리 
템플릿(ADM))PCoIP Session Variables(PCoIP 세션 변수)Not Overridable Administrative settings(재설정 
불가능한 관리 설정)로 이동한 후 Turn off Build-to-lossless feature(Build-to-lossless 기능 끄기)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Edit(편집)을 클릭합니다. 

http://www.vmware.com/files/pdf/view/VMware-View-5-PCoIP-Network-Optimization-Guide.pdf�
http://www.vmware.com/files/pdf/view/VMware-View-5-PCoIP-Network-Optimization-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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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nabled(사용)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I accept to turn off the Build-to-lossless feature(Build-to-
lossless 기능을 끄는 데 동의합니다)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 GPO에서 컴퓨터 구성관리 템플릿Classic Administrative Template(ADM)(클래식 관리 
템플릿(ADM))PCoIP Session Variables(PCoIP 세션 변수)Not Overridable Administrative settings(재설정 
불가능한 관리 설정)로 이동한 후 Turn off Build-to-lossless feature(Build-to-lossless 기능 끄기)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Edit(편집)을 클릭합니다. 

9. Minimum Image Quality(최소 이미지 품질)를 50으로, Maximum Image Quality(최대 이미지 품질)를 90으로, 
Maximum Frame Rate(최대 프레임 속도)를 15로 설정합니다. 

10. 확인을 클릭합니다. 
11. 그룹 정책 편집기를 닫습니다. 

Login VSI 공유 및 Active Directory 사용자 설정 
Login VSI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CIFS 공유, Active Directory OU, Active Directory를 설정해야 합니다. 

Login VS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loginvsi.com/en/admin-
guide/installation.html 

1. Windows 탐색기를 열고 f:\share 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2. 읽기/쓰기 사용 권한을 VDI/everyone 그룹에 할당합니다. 
3. f:\share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4. 공유 탭을 클릭하고 공유…를 클릭합니다. 
5. 읽기/쓰기 그룹에 everyone을 추가하고 공유를 클릭합니다. 
6. Login VSI 미디어에서 Login VSI AD Setup을 실행합니다. 
7. 기본값을 유지한 채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사용자의 로밍 프로필 생성  
1.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를 엽니다. 
2. view5.comLogin_VSIUsers(사용자)Target(타겟)으로 이동합니다. 
3. 모든 Login VSI 사용자를 선택하고 Properties(속성)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Properties(속성) 탭을 클릭합니다. 
5. Profile path(프로필 경로) 확인란을 선택하고 \\dc1\\profiles\%username%을 입력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vCenter 서버를 호스팅할 VM 설정 
1. vSphere 클라이언트를 통해 infra 서버에 연결합니다. 
2. VMware vSphere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infra에 로그인합니다. 
3.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vCenter 서버에 연결한 다음 ESXi 호스트를 찾습니다. 
4. Virtual Machines(가상 시스템) 탭을 클릭합니다. 
5.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New Virtual Machine(새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6. Custom(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가상 시스템에 DC1이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호스트에 infra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9. 스토리지에 LUN1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0. Virtual Machine Version 8(가상 시스템 버전 8)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1. Windows와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64비트)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2. CPU에 대해서는 가상 프로세서 소켓 1개, 가상 소켓당 코어 2개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3. 4GB RAM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4. NIC 개수에 1을 클릭하고 VMXNET3를 선택하고 VDI-NET 네트워크에 연결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5. 가상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6. Create a New Virtual Disk(새 가상 디스크 생성)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7. OS 가상 디스크 크기를 40GB로 지정하고 Thick-Provisioned Lazy Zeroed(Lazy Zeroed 씩 프로비저닝)를 
선택하고 외부 스토리지의 OS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8. 가상 장치 노드를 기본값으로(0:0) 그대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http://www.loginvsi.com/en/admin-guide/installation.html�
http://www.loginvsi.com/en/admin-guide/install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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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VM 가상 CD-ROM을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설치 디스크에 연결합니다. 
20. 마침을 클릭합니다. 
21. vCenter VM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Edit settings(설정 편집)를 클릭합니다. 
22. Resources(리소스) 탭, Memory(메모리)를 클릭하고 Reserve all guest memory(모든 게스트 메모리 예약)를 
선택한 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23. VM을 시작합니다. 
VM에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운영 체제 설치 

1. 언어, 시간 및 통화, 키보드 입력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지금 설치를 클릭합니다. 
3. Windows Server 2008 R2 Enterprise(전체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6. 디스크를 클릭하고 드라이브 옵션(고급)을 클릭합니다. 
7. 새로 만들기적용형식을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여 관리자 암호를 설정합니다. 
9. 관리자 암호를 두 번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Windows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필요 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11. 원격 데스크탑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12. 호스트 이름을 vCenter5 로 변경하고 재부팅 메시지가 나타나면 재부팅합니다. 
13. 데이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킹을 설정합니다. 

a. 시작,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b. VM traffic NIC(VM 트래픽 NIC)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c. TCP/IP(v6)를 선택 취소합니다. 
d. TCP/IP(v4)를 선택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e. IP 주소, 서브넷, 게이트웨이 및 DNS 서버를 설정합니다. 

14. view5 도메인을 연결합니다. 
15.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16. VMware 도구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cmd=displayKC&ext
ernalId=340 

17. 재부팅합니다. 
vCenter 5 설치 

1. vCenter 5에 View5\administrator 로 로그인합니다. 
2. VMware vCenter5 설치 미디어에서 Autorun(자동 실행)을 클릭합니다. 
3. Run(실행)을 클릭하면 설치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4. VMware vSphere 5.0 마법사의 Install(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설치 마법사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6. 설치 마법사 시작 화면에서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사용자 정보와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9. Install the SQL Express instance(SQL Express 인스턴스 설치)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0. vCenter 서버 서비스 계정의 시스템 계정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1. 설치 디렉토리를 C:\Program Files\VMware\Infrastructure\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2. Create a standalone VMware vCenter Server instance(독립실행형 VMware vCenter 서버 인스턴스 생성)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3. vCenter 기본 포트를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4. JVM 메모리에 1024MB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5. Install(설치)을 클릭하여 vCenter 서버 설치를 완료합니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amp;cmd=displayKC&amp;externalId=340�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amp;cmd=displayKC&amp;externalId=340�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24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  
성능 저하 없는 가상 데스크탑 

16. 설치가 완료되면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17. vSphere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vCenter5에 view5\administrator 로 로그인합니다. 
18. vCenter5의 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New Data center(새 데이터 센터)를 클릭합니다.  
19. 새 데이터 센터의 이름을 datacenter 로 지정합니다. 
20. 이름이 infra.view5.com 인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 추가합니다. 
21. 이름이 SUT.view5.com 인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 추가합니다. 

VMware Composer SQL ODBC 구성 
1. vCenter 데스크탑에서, 시작모든 프로그램Microsoft SQL Server 2008 R2구성 도구SQL Server 구성 
관리자를 엽니다. 

2. SQL Server 네트워크 구성VIM_SQLEXP에 대한 프로토콜을 클릭합니다. 
3. TCP/IP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사용을 선택합니다. 
4. SQL 서비스를 클릭SQL Server Browser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후 속성을 선택합니다. 
5. SQL Server Browser 속성에서 서비스 탭을 선택하고 시작 모드를 자동으로 바꾼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6. SQL Server Browser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7. 시작실행odbcad32.exe를 실행합니다. 
8. 시스템 DSN 탭을 클릭합니다. 
9. 추가를 클릭합니다. 
10. SQL Server를 클릭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11. SQL Server에 새로운 데이터 원본 만들기 입력란에 연결 이름 유형 composer 를 입력합니다. 
12. 서버에 대해 vCenter\VIM_SQLEXP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인증을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다음을 두 번 클릭한 후 마침을 클릭합니다. 
14. 확인을 클릭하면 Composer ODBC 연결이 생성됩니다. 

VMware View Composer 설정  
1. View5 미디어 폴더를 열고 VMware-viewcomposer-2.7.0-481620.exe라는 파일을 실행합니다. 
2. Welcome and Patents(시작 및 특허) 화면에서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 VMware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대상 폴더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Database information(데이터베이스 정보) 입력란에 소스 이름으로 composer 를, 사용자 이름으로 

View\Administrator 를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SOAP 포트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Install(설치),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VMware View 5 연결 서버를 호스팅할 설정 
1. VMware vSphere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vCenter에 로그인합니다. 
2.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이름이 infra인 ESXi 호스트를 찾습니다. 
3. Virtual Machines(가상 시스템) 탭을 클릭합니다. 
4.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New Virtual Machine(새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5. Custom(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가상 시스템에 View5이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호스트에 infra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스토리지에 LUN1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9. Virtual Machine Version 8(가상 시스템 버전 8)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0. Windows와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64비트)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1. CPU에 대해서는 가상 프로세서 소켓 1개, 가상 소켓당 코어 2개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2. 4GB RAM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3. NIC 개수에 1을 클릭하고 VMXNET3를 선택하고 VDI-NET 네트워크에 연결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4. 가상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5. Create a New Virtual Disk(새 가상 디스크 생성)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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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S 가상 디스크 크기를 40GB로 지정하고 Thick-Provisioned Lazy Zeroed(Lazy Zeroed 씩 프로비저닝)를 
선택하고 외부 스토리지의 OS 데이터 저장소를 지정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7. 가상 장치 노드를 기본값으로(0:0) 그대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8. VM 가상 CD-ROM을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설치 디스크에 연결합니다. 
19. vCenter VM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Edit settings(설정 편집)를 클릭합니다. 
20. Resources(리소스) 탭, Memory(메모리)를 클릭하고 Reserve all guest memory(모든 게스트 메모리 예약)를 
선택한 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21. 마침을 클릭합니다. 
22. VM을 시작합니다. 

VM에 Microsoft Windows Server2008 R2 운영 체제 설치 
1. 언어, 시간 및 통화, 키보드 입력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지금 설치를 클릭합니다. 
3. Windows Server 2008 R2 Enterprise(전체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6. 디스크를 클릭하고 드라이브 옵션(고급)을 클릭합니다. 
7. 새로 만들기적용형식을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여 관리자 암호를 설정합니다. 
9. 관리자 암호를 두 번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Windows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필요 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11. 원격 데스크탑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12. 호스트 이름을 view5 로 변경하고 재부팅 메시지가 나타나면 재부팅합니다. 
13. 데이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킹을 설정합니다. 

a. 시작제어판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b. VM traffic NIC(VM 트래픽 NIC)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c. TCP/IP(v6)를 선택 취소합니다. 
d. TCP/IP(v4)를 선택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e. IP 주소, 서브넷, 게이트웨이 및 DNS 서버를 설정합니다. 

14. View5 도메인을 연결합니다. 
15. VMware 도구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cmd=displayKC&ext
ernalId=340 

16. 재부팅합니다. 
VMware View 5 서버 설치 

1. View5라는 서버에 로그인합니다. 
2. Install Media for View Connection Server(View 연결 서버 설치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3. 설치 마법사를 시작하려면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설치 디렉토리를 C:\Program Files\VMware\Infrastructure\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View Standard Server(View 표준 서버)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View 서버가 방화벽을 구성하도록 허용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9. 마침을 클릭합니다. 
10. 명령 창에 gpupdate /force 를 입력합니다. 
11. View 5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12. View 5에서 로그아웃합니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amp;cmd=displayKC&amp;externalId=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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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iew 5 연결 클론 “기준 이미지(gold image)” 및 Windows 7 Enterprise x64 이미지 
VSI 시작 시스템을 위한 Windows 7 Enterprise x86 이미지 설정 

vSphere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Login VSI 시작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Windows 7 Enterprise x64 
VM을 만들고 이를 복제하여 6개의 Login VSI 시작 시스템을 생성했습니다. 또한 View 5 연결 클론 배포를 위한 
기준 이미지(gold image)로 SUT에서 최적화된 하나의 Windows 7 Enterprise x86 VM을 만들었습니다. 
Windows 7 Enterprise(x64) Login VSI 시작 시스템 설치 

1. 적절한 vCenter에 로그인합니다. 
2.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vCenter 서버에 연결한 다음 이름이 infra인 ESXi 호스트를 찾습니다. 
3. Virtual Machines(가상 시스템) 탭을 클릭합니다. 
4.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New Virtual Machine(새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5. Custom(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가상 시스템에 DC1이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LUN1 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Virtual Machine Version 8(가상 시스템 버전 8)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9. Windows와 Microsoft Windows Server® 7 R2(64비트)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0. 두 개의 가상 프로세서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1. 12GB RAM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2. NIC 개수에 1을 클릭하고 E1000 및 VDI-NET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3. 가상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4. Create a New Virtual Disk(새 가상 디스크 생성)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5. OS 가상 디스크 크기를 20GB로 지정하고 Thick-Provisioned Lazy Zeroed(Lazy Zeroed 씩 프로비저닝)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6. 가상 장치 노드를 기본값으로(0:0) 그대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7. 마침을 클릭합니다. 
18. Finish(마침)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19. Resources(리소스) 탭을 클릭하고 Memory(메모리)를 클릭합니다. 
20. VM 가상 CD-ROM을 Microsoft Windows 7 x64 설치 디스크에 연결합니다. 
21. VM을 시작합니다. 
22. 설치를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아무 키나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23. 원하는 언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4. 설치를 클릭합니다. 
25.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6.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OS가 포함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27. 설치를 클릭하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28. 사용자 이름에 user 를 입력하고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9. 암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0. 시스템 보호를 위해 권장 설정 사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1. 시간대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2. 작업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3. Windows 업데이트를 사용해 Windows 7 설치에 패치를 적용합니다. 
34. VMware 도구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cmd=displayKC&exte
rnalId=340 

35. 재부팅합니다. 
36. View5.com 도메인을 연결하고 재부팅합니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amp;cmd=displayKC&amp;externalId=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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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시스템에서 페이지 파일 조정 
1. view5/administrator 로 로그인합니다. 
2. Computer(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Properties(속성)Change settings(설정 
변경)Advanced(고급)Performance(성능)Settings(설정)를 선택합니다. 

3. Performance(성능) 설정에서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하고 Change for Virtual Memory(가상 메모리에 대해 
변경)를 선택합니다. 

4. Automatically manage page file(페이지 파일 자동 관리) 선택을 취소합니다. 
5. Custom size(사용자 지정 크기)를 선택하고 두 값에 2048 을 입력하고 Set(설정)를 선택합니다. 

Windows 방화벽 비활성화 
도메인 GPO는 Windows 방화벽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합니다. 

시작 시스템에서 Microsoft Office 2007 Professional 설치 
1. Office 2007 미디어에서 설치를 실행합니다. 
2. Office 2007의 제품 키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3.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4. 기본 설치를 선택합니다. 
5. 설치를 클릭합니다. 
6. Office 2007 Service Pack 2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7.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Virtual Audio Cable 설치 
 기본적으로 가상 시작 시스템은 오디오를 렌더링할 수 없기 때문에 Virtual Audio Cable 4.10 버전을 
설치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oftware.muzychenko.net/eng/vac.htm 

1. 미디어를 다운로드하여 압축 해제합니다. 
2. Setup(설치)을 클릭합니다. 
3. Yes(예)를 클릭해 설치를 시작합니다. 
4. I accept to accept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5. 설치를 클릭합니다. 

시작 시스템에 Login VSI 타겟 소프트웨어 설치 
1. \\vsi-install\Target setup을 찾습니다. 
2. setup.exe를 실행합니다. 
3. Target Setup(타겟 설치) 마법사에서 VSI 공유(\\dc1\share)를 지정합니다. 
4.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5. 보안 경고가 나타나면 OK(확인)를 클릭합니다. 
6.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시작 시스템 복제 
이름이 launcher인 VM에서 템플릿을 생성하고 vCenter의 sysprep 기능을 이용해 6개의 시작 시스템을 

배포했습니다. VMware vCenter에서 가상 시스템을 복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7 Enterprise(x86) VMware View 5 기준 이미지(gold image) 설치 

http://www.vmware.com/support/pubs/vsphere-esxi-vcenter-server-pubs.html  

1. vCenter에 로그인합니다. 
2.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vCenter 서버에 연결한 다음 이름이 SUT인 ESXi 호스트를 찾습니다. 
3. Virtual Machines(가상 시스템) 탭을 클릭합니다. 
4.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New Virtual Machine(새 가상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5. Custom(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가상 시스템에 DC1이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LUN1 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Virtual Machine Version 8(가상 시스템 버전 8)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9. Windows와 Microsoft Windows Server® 7 R2(32비트)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http://software.muzychenko.net/eng/vac.htm�
http://www.vmware.com/support/pubs/vsphere-esxi-vcenter-server-pub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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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나의 가상 프로세서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1. 1536GB RAM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2. NIC 개수에 1을 클릭하고 E1000 및 VDI-NET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3. 가상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4. Create a New Virtual Disk(새 가상 디스크 생성)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5. OS 가상 디스크 크기를 20GB로 지정하고, Thin-Provisioned(씬 프로비저닝)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6. 가상 장치 노드를 기본값으로(0:0) 그대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7. Finish(마침)를 클릭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18. gold_image VM을 편집합니다. 
19. 가상 플로피를 제거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20. Options(작업) 탭General(일반)에서 Enable logging(로깅 사용)을 선택 취소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21. Resources(리소스) 탭, Memory(메모리)를 클릭하고 Reserve all guest memory(모든 게스트 메모리 예약) 
옆의 확인란을 클릭한 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22. VM 가상 CD-ROM을 Microsoft Windows 7 x86 설치 디스크에 연결합니다. 
23. VM을 시작합니다. 
24. 설치를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아무 키나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25. 원하는 언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6. 설치를 클릭합니다. 
27. 라이센스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8.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OS가 포함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29. 설치를 클릭하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30. 사용자 이름에 user 를 입력하고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1.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2. 시스템 보호를 위해 권장 설정 사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3. 시간대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4. 작업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5. Windows 업데이트를 사용해 Windows 7 설치에 패치를 적용합니다. 
36. VMware 도구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cmd=displayKC&ext
ernalId=340 

37. 재부팅합니다. 
38. View5.com 도메인을 연결하고 재부팅합니다. 

Windows 7 Enterprise(x86) 설치 및 Windows 7 최적화 
페이지 파일 조정 

1. administrator 로 로그인합니다. 
2. Computer(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Properties(속성)Change settings(설정 
변경)Advanced(고급)Performance(성능)Settings(설정)를 선택합니다. 

3. Performance(성능) 설정에서 Advanced(고급) 탭을 선택하고 Change for Virtual Memory(가상 메모리에 대해 
변경)를 선택합니다. 

4. Automatically manage page file(페이지 파일 자동 관리) 선택을 취소합니다. 
5. Custom size(사용자 지정 크기)를 선택하고 두 값에 1536 을 입력하고 Set(설정)를 선택합니다. 

Windows 방화벽 비활성화 
도메인 GPO는 Windows 방화벽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합니다. 

gold_image에 Login VSI 타겟 소프트웨어 설치 
1. View5\administrator 로 로그인합니다. 
2. \\dc1\share\vsi_install\setup\target setup\setup-x86.setup을 찾습니다. 
3. 타겟 설치 마법사에서 \\dc1\share 를 입력합니다. 
4.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http://kb.vmware.com/selfservice/microsites/search.do?language=en_US&amp;cmd=displayKC&amp;externalId=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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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_image에 VMware View 에이전트 설치 
1. gold_image에 로그인합니다. 
2. VMware View 에이전트 미디어를 찾습니다. 
3. 시작 및 사용권 계약 화면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설치 기본값을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Do not enable the remote desktop capability on this computer(이 컴퓨터에서 원격 데스크탑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기본 설치 디렉토리를 유지하고 Install(설치)을 클릭합니다. 
7. Windows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시작하여 다음 레지스트리 키로 이동합니다.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vmware-viewcomposer-ga 
8. SkipLicenseActivation 레지스트리 값으로 이동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9. 이 값을 1로 설정합니다. 
10. VM gold_image를 재부팅합니다. 

Windows 7 가상 데스크탑에서 VM 정리 
1. 시작실행services.msc를 실행합니다. 
2. 서비스 메뉴에서 Windows 검색을 선택하고 사용 안 함을 자동으로 변경합니다(시작 지연). 
3. 서비스 메뉴를 닫습니다. 
4. 시작제어판장치 및 프린터 보기를 클릭합니다. 
5. 서비스 및 프린터 창에서 XPS 프린터 및 Document Writer를 삭제합니다. 

Windows 7 가상 데스크탑 최적화 및 기준 이미지(gold image) 최종 준비 
테스트에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도록 commands.bat를 사용해 Windows 7 기준 이미지(gold image)를 

최적화했습니다. 
1. commands.bat를 실행합니다. 

http://www.vmware.com/files/pdf/VMware-View-OptimizationGuideWindows7-EN.pdf  

2. VM을 종료합니다. 
3. vSphere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vCenter에 로그인합니다. 
4. gold_image VM의 스냅샷을 만들고 view5_ready라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View 5 서버 구성 - Login VSI 사용자를 위한 풀 생성 및 사용 권한 추가 
1. View Administrator를 엽니다. 
2. View5\administrator 로 로그인합니다. 
3. Pools(풀)를 클릭하고 오른쪽 창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4. Automatic pool(자동 풀)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LUN1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View Composer Linked clones(View Composer 연결 클론)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7. vcenter(administrator)를 소스로 사용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풀 ID 및 표시 이름에 pool 을 입력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9. 풀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0. 삭제 가능한 디스크 크기를 4,096으로 유지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1. 이름 지정 패턴을 View-로 입력하고 최대 데스크탑 수 및 최대 스페어 수에 모두 193 을 입력합니다. 
12. 다음과 같이 가상 시스템 설정을 입력합니다. 

• 기본 이미지 gold_image 
• VM 폴더: /Datastore/vm/pool 
• 호스트 또는 클러스터: /datastore/host/SUT.view5.com 
• 리소스 풀: /datastore/host/SUT.view5.com/Resources 
• 연결 클론 데이터 저장소: LUN2,LUN3,LUN4 
• 복제 디스크 데이터 저장소: SSD 

13. AD container OU=Computers,OU=Login_VSI를 선택하고 quickprep을 사용합니다. 
14. Finish(마침)를 클릭하면 데이터 저장소가 생성됩니다. 

http://www.vmware.com/files/pdf/VMware-View-OptimizationGuideWindows7-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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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름이 Pool인 풀은 강조 표시하고 Entitlements(사용 권한)를 클릭합니다. 
16. Add(추가)를 클릭하고 login_VSI/view5.com을 선택한 후 OK(확인)를 클릭합니다. 
17. 193개의 데스크탑 모두 준비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Login VSI 벤치마크 실행 
병렬로 구성된 6개의 시작 시스템을 사용해 VMware View 5 풀에서 193개의 사용자 세션으로 중급 

워크로드를 실행했습니다. Login VSI 테스트 실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loginvsi.com/en/admin-guide/performing-tests 

  

http://www.loginvsi.com/en/admin-guide/performing-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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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 테스트에 사용된 LOGIN VSI INI 파일 
VMware View 5 launcher.ini 
[Launcher] 
Servername= 
Username= 
Password= 
Domain= 
ConnectionType="Custom with CSV file" 
ConnectionNumber=User 
CCL=c:\program files\VMware\VMWare View\Client\bin\wswc.exe -serverURL 
http://VIEW5 -username %CSV_User% -password Password1 -domainname View5 -
desktopname pool -Standalone -logInAsCurrentUser False -connectUSBOnStartup False 
CSV=\\DC1\Share\csv\view5-user.csv 
Launchmode=Sequential 
ParallelDelay=10 
ParallelTimeframe=3600 
InitialStartNumber=1 
NumberOfSessions=193 
SequentialInterval=30 
Fancy_number=1 
Autologoff=1 
LogoffTimeOut=120 
CreateProfile=0 
UseLocalLauncher=0 
 

View5-user.csv 
User 
login_vsi1 
login_vsi2 
login_vsi3 
login_vsi4 
login_vsi5 (*) 
 
 
 
(*) continue until login_vsi193 
 

  



 

Principled Technologies 테스트 보고서 32 

 

Cisco UCS B200 M3 Blade Server:  
성능 저하 없는 가상 데스크탑 

부록 D – 리소스 활용 세부 정보 
그림 10은 가상 데스크탑 로드를 지원하는 서버가 가용 대역폭의 3%를 초과하지 않아 앞으로 97%가 넘는 

패브릭을 확장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10: 테스트에서의 대역폭 사용 테스트에서 전체 워크로드는 가용 컴퓨팅 패브릭 대역폭의 3%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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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d Technologies, Inc.  
1007 Slater Road, Suite 300 
Durham, NC, 27703 
www.principledtechnologi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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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완료한 후에는 다양한 계층의 대상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자체 마케팅 자료에 이용할 수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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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보조 자료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문서는 독립적으로 수행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Principled Technologies는 고객의 특수한 요구 사항에 초점을 둔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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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든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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