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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교나 학원의 컴퓨터 교육 환경은 개인별로 한 의 PC(Personal Computer)를 할당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PC의 확충이 필요하다. PC가 늘어남에 따라 리의 어려움, 소 트웨어  하드웨어  

비용 증가, 공간의 확충, 력 소모 증가 등 다수의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

로 등장하게 된 기술이 멀티 컴퓨터, 데스크탑 가상화, DaaS(Desktop as a Service)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제 을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설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한 데스크탑 가상화를 한 시스템의 요구 사항

을 분석하 다.

ABSTRACT

Desktop is offered to each individual in Educational environments of school or academy, as the users are increasing, the more Desktop is 

required for each person. Huge Desktop accession resulted in many problems including difficulty of management, Software and Hardware cost 

rising, cramped places, power consumption increasing and etc. To solve those problems, we focus into uprising technology solution, such as 

Multi Computer, Desktop Virtualization, and DaaS(Desktop as a Service). In this paper, existing problems that can dramatically improve the 

private cloud computing for desktop virtualization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ystem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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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의 핵심 기술인 서

버 가상화 기술은 시스템 자원의 효율  활용과 리의 

편리성, Green IT 실  등 많은 장 을 가지고  보편

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 사용자의 데스크탑에

도 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학교나 학원과 같이 다수의 

PC(Personal Computer)를 사용하는 환경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

가 이용하는 PC 실습실의 효율 인 운  방안으로 제시

되고 있는 것이 멀티 컴퓨터(Multi Computer), 데스크탑 

가상화(Desktop Virtualization) 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DaaS(Desktop as a Service)이다. 

본 논문에서는 운 체제의 변화에 해 알아보고, 효

율 인 PC실 운 의 기술로 제시되고 있는 멀티 컴퓨터, 

데스크탑 가상화, DaaS 등의 기술을 분석하여 환경에 맞

는 한 기술을 도출해내고, 미래의 PC 환경에 해서

도 알아보도록 한다.

Ⅱ. 운 체제와 하드웨어 자원

기의 운 체제는 사용자들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자원에 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역할

이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하여 하드웨어

를 제어하거나 메시지를 달하고, 효율 인 로세스 

리, 자원 할당 등에 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컴

퓨터를 이용하던 계층이 개발자 등 문가층에서 일반 

사용자로 화되면서 운 체제는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근함을  수 있는 형태로의 변화가 요구되

었다. 이 게 등장한 것이 GUI(Graphic User Interface)기

반의 도우 운 체제다. 

기의 운 체제는 약된 명령어를 사용자가 습득

하고 입력해야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GUI기

반의 도우형 운 체제는 아이콘(Icon)이라 부르는 그

림이미지를 클릭함으로써 손쉽게 이용가능하게 되었

고, 재 보편 으로 사용하는 운 체제의 기본 틀이 되

었다. 컴퓨터의 핵심  하드웨어 자원인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의 성능  향상은 다시  운 체제의 변

화를 요구하게 된다. 

재 가정용 PC의 자원 사용률은 10~15% 수 이고, 

평균 으로 최  20%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부분의 자원들이 유휴 자원(Idle Resource)으로 남

게 되었고,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PC실은 이 게 남

는 자원들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을 찾게 되

었다[1]. 최근의 운 체제는 유휴 자원의 효율  활용을 

해 가상화 기술을 기본 으로 내장하거나 커

(Kernel)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재 사용되는 운 체제

는 다양한 가상화 기술을 지원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극

화하는 것을 필수 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Ⅲ. 련기술 동향

3.1. 멀티 컴퓨터(Multi Computer)

멀티 컴퓨터란 하나의 PC를 여러 명이 동시에 독립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동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재 시 되는 솔루션들은 하나의 시스템에 도우 운

체제를 설치하여 그래픽 카드나 USB 포트로 연결하

고 간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환경이다. 멀티 

컴퓨터는 컴퓨터 본체 감을 통한 비용 약, 설비 감 

효과, 네트워크 련 공사비 약, 력 소모량 약, 소

음 감소, 손쉬운 설치  증설, 응용 로그램  데이터

의 앙 집  리, 보안 강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3][4]. 

그림 1. 멀티 컴퓨터 구성도(그래픽 카드 타입)
Fig. 1 Multi-computer configurations

(Graphic Car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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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멀티 컴퓨터 구성도(USB 포트 타입)
Fig. 2 Multi-computer configurations(USB Port type)

3.2. 데스크탑 가상화(Desktop Virtualization)

데스크탑 가상화는 서버 기반 컴퓨 을 기반으로 하

는 기술로서, 컴퓨터 본체의 기능을 가상화 기술을 활용

하여 수십 의 컴퓨터를 1 의 앙 서버에 구축하고, 

사용자는 단말기와 주변장치만을 이용해 개인 PC를 이

용하는 것처럼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사용

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화된 사용자 환경 설정, 운 체제, 

응용 로그램 등을 조합하여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만

들고 이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3. 데스크탑 가상화 구성도 
Fig. 3 Desktop Virtualization configuration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의 환경을 흔히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라 부르는데, 캡슐화된 일 이

미지를 통해 데스크탑을 제공함으로서 리의 효율성

과 보안 강화, 데이터 유출 방지 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이 이

용하는 장치를 로컬 장치(Local Device)라고 부르는데, 

이 장치는 크게 Thin Client와 Zero Client로 구분한다. 

Thin Client는 말 그 로 “날씬한 클라이언트”라는 뜻

으로 CD-ROM 드라이  등의 부가장치와 데이터 

장장치  소 트웨어를 내장하지 않고, CPU와 메모

리 등의 최소한의 운 을 한 부품만을 탑재한 장치

를 말한다. 보통 네트워크 컴퓨터 는 넷PC라는 말과 

유사하다[5].

그림 4. HP사의 Thin Client
Fig. 4 Thin Client of HP

Zero Client는 CPU나 메모리 등의 기본 인 컴퓨터 

부품을 내장하지 않고, 소 트웨어를 통해 각 단말기

가 로세싱 기능 없이도 앙 서버에 연결해 입출력

을 처리하고 여러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치이

다. 재 Zero Client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나오는 데, 기

존의 Thin Client 형태의 미니 타워형, 미니 박스형, 모

니터 일체형, USB 메모리형이 있다. 미니 박스형 제품

으로는 Pano Logic사의 Pano Zero Client가 유명한데 

CPU, 메모리 없이 이더넷(Ethernet) 연결 단자, 키보드 

 마우스 연결단자, 워단자, VGA 연결단자 등으로

만 구성하여 아주 작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6][7]. 모니

터 일체형은 삼성 자, LG 자 등에서 네트워크 모니

터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USB 메모리 형태

의 Zero Client는 Fujitsu사에서 한 의 Xeon 시스템에 

기존의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성하 고, 15~50명 규모의 솔루션을 포함한 형태로 

매하고 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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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ell사의 제로 클라이언트
Fig. 5 Dell’s Zero Client 

그림 6. 노 로직사의 제로 클라이언트
Fig. 6 Pano Logic’s Zero Client

그림 7. LG 자의 네트워크 모니터 ‘N+’ 
Fig. 7 LG Electronic’s Network Monitor ‘N+’

그림 8. Fujitsu사의 USB 메모리형 제로 클라이언트 
Fig. 8 Fujitsu’s USB memory-type Zero Client

3.3. DaaS(Desktop as a Service)

DaaS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분류인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빗 어 생성된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10][11]. DaaS는 데스크탑 가상화인 VDI를 확

장하여 서비스화한 것으로 사업 모델에 따라 필요한 컴

퓨  워와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

나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PC 

환경을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 ETRI에서 진행

인 클라우드 DaaS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구성하

기 해 력 소모, 비용의 그린 PC 컴퓨  자원을 

제공하여 고품질 3D 서비스를 실 을 주된 목 으로 하

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양

한 응용 서비스와 컴퓨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

퓨 을 한 무병목 IOV 기반의 가상 데스크탑 기술이

고, 두 번째는 앙 집 형 PC 팜을 제공하여 력 소

모와 낮은 TCO를 구 하는 공용 그린 PC 시스템 기술이

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 을 한 DaaS 랫폼 표

화 기술을 들 수 있다[12]. DaaS의 종류에는 D-DaaS와 

C-DaaS로 구분할 수 있는데 D-DaaS는 PC방, 산실, 사

무실 등의 력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한 근거리 기

반의 Private Cloud형이고, C-DaaS는 그린 PC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개인용 PC 환경을 제공하는 원거리 가상 데스크탑 시스

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Public Cloud Computing형이

다[13][14]. 

Ⅳ. 장단  비교 분석

멀티컴퓨터는 시스템의 자원의 효율  이용, 공간 

활용, 력 소모량, 비용 감, 리의 편리함 등의  장

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단 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성

능 인 측면에서는 1인 1PC 시스템에 비해 성능  

하가 발생할 수 있고, 하나의 CPU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다른 사용자들의 이용 유무에 따라 작업이 향

을 받는다. 비용 인 측면에서는 그래픽 카드를 증설하

는 방식  USB 포트를 이용하는 방식 모두 단말기와 

련 소 트웨어가 필요한데, 해당 비용이 일반 인 

PC 값과 비교하여 많이 감되지는 않는다. 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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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자 환경 구축을 해 연결을 그래픽 카드나 USB

를 이용하고 있어서, 메인 PC에서 5~10M 이내에 구축

해야 한다. USB인 경우 증폭기를 이용해서 거리를 늘일 

수 있으나, 력 소모량 증가  품질 하도 감수해야 

한다. 지원되는 운 체제도 Microsoft(이하 MS)사의 

Windows 계열만 지원하여 Linux 등의 다른 운 체제를 

사용할 수 없다. Windows 계열만 사용하다보니 MS사

의 라이센스(License)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멀티 컴퓨

터 련 업체들은 하나의 물리  디바이스에 하나의 

도우를 설치하여 다수가 사용하는 환경이라 1 Copy의 

도우로 구축하여 매하고 있으나, MS사에서 사용

자수로 운 체제 정책을 바꾼다면 추가 비용 부담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MS사에서 정확한 라이

센스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잠재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이용 측면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

용한 업무에 향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시스템이므

로 동시에 여러 유 들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문

제가 발생하는데, 최근 일부 솔루션은 가상 IP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사용자의 독자 인 환경 구축이 불가능하다.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개인의 데스크탑 환

경을 지원받지만, 사용자별로 특정 로그램을 할당해

주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사용자 환경은 폴더별로 

할당되어져서 한 사용자가 과다하게 용량을 사용할 경

우 용량 제한을 하는 쿼터(Quota)와 같은 기능을 지원하

지 않는다. 한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 인 

특정 사용자에 의해 체사용자가 향을 받는 잠재  

보안 에 노출되어 있다.

데스크탑 가상화는 멀티 컴퓨터를 확장한 개념으로 

서버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운 체제  애 리 이션

을 이미지 일로 장한 후 Thin Client, Zero Client 등

으로 속하여 인증후 사용자의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

하는 방법이다. 보통 LAN이나 WAN으로 구성되어 거

리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작업이 서버내에서 이루

어져 데이터 유출 방지 효과가 있다. 앙 서버에서 

리가 이루어져 로그램 업데이트나 패치가 매우 용이

하고 백업과 복원도 용이하다. 개인 고유의 사용자 환

경을 보장해 으로써 지속 인 데이터 보존이 가능하

고, 다른 사용자들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시스템 이

상으로 벗어날 수 있다. 단 으로는 기 구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한 서버 기반의 앙 집 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단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DaaS는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인 VDI를 확장하여 서

비스화 시키는 개념으로 재 진행형이다. DaaS는 서버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 많이 사용되는 Xen을 이용

하여 CPU, RAM, HDD의 자원을 분배하고 가상 머신

(Virtual Machine)을 생성하여 각각의 독립 인 운 체

제 기반의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한다. 물리 인 구성은 

멀티 PC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 연결 방식

과 이더넷(Ethernet) 연결 방식을 충해서 사용한다. 이

러한 기술은 이더넷 연결 방식의 최  약 인 동 상 재

생 능력과 3D 게임 불가의 약 을 보완하기 한 하드

웨어  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 인 구성은 멀

티 PC 솔루션의 그래픽카드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 DaaS 시스템 구성
Fig. 9 DaaS System Configuration

소 트웨어  구성은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을 이용

하여 리 스 기반의 오  Xen을 설치하고 하드웨어의 

자원 할당 통해, 가상 머신을 생성한 뒤, 사용자에게 데

스크탑 가상화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aaS 시스

템의 가장 큰 장 은 운 체제(OS)에 있어 Window와 리

스 OS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멀티 PC 솔루션의 경

우에는 Window OS 만을 지원하지만, Xen을 이용하는 

DaaS 시스템은 Window, 리 스 등 다양한 운 체제를 

지원할 수 있다. DaaS 시스템은 가상 머신 생성 시, CPU

와 RAM, HDD 등의 자원을 할당하여 사용자 PC 자원을 

제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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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멀티 PC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사용자별 데이터 

 리소스, 사용자별 권한 등을 제어하는 기술과 동일

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상화 기반의 DaaS 시스템은 

그래픽 카드 방식의 솔루션과 같은 고성능의 동 상 재

생 능력이 있으며, 국회 방송과 같은 DRM 기술이 용

된 스트리  동 상 서비스도 시청이 가능하다. DaaS 

시스템의 단 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본체 PC 재부  

이외에  가상 머신을 별도로 부 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 멀티 PC와 비교하여 시스템 오류 시, 더 많은 복구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aaS 시스템은 

그래픽 카드 하나를 하나의 가상 머신에 할당하기 때문

에 사용자 수만큼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단 이 있

다. 이를 멀티 PC 솔루션인 그래픽 카드 방식 솔루션과 

비교해 보면, 두 배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그래픽 

카드 방식의 솔루션은 VGA와 DVI를 모두 이용하기 때

문에 하나의 그래픽 카드로 두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DaaS 시스템이 사용 인 그래픽 카드

는 PCI-Express 슬롯  방식으로 재 출시된 메인 보드

는 최  4개까지만 장착됨으로 별도의 메인 보드를 제

작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 당, 최  사용자는 4명으로 제

한되는 이다.

Ⅴ. 결  론

클라우드 컴퓨 의 기반 기술인 서버 가상화 기술은 

시스템 자원의 효율  활용과 통합 리의 편리, Green 

IT 실  등의 장 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

름은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서버 분

야에 용되었던 가상화 기술들이 데스크탑에 그 로 

용되고 있으며 표 인 사례가 멀티 컴퓨터, 데스크

탑 가상화, DaaS이다. 이러한 신기술의 등장은 개인이나 

PC실 운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멀티 컴퓨터는 소규

모의 PC 사용 환경에서 렴한 비용으로 시스템 자원을 

극 화 할 수 있으며, 데스크탑 가상화는 Private Cloud 

Computing의 일환으로 규모 환경에서 개인 사용자 고

유의 환경을 최 한 보장이 가능하고, 백업과 리 등이 

용이하다. DaaS는 고성능의 그래픽 서비스와 데스크탑 

가상화의 다양한 리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가상화 환

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 인 그래픽 성능 하 문제를 개

인용 PC 수 까지 끌어올리고 력 소모를 최소화한 것

이다. 

미래의 데스크탑 환경은 개인이나 기업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 센터 내에 개인별 데스크

탑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가 주를 이

룰 것이라고 상된다. 개인의 데스크탑 환경이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 센터내에 구축되어 있어 PC나 모니터 구

입 비용이 들지 않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하여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속할 수 있다. 기 구축 비용은 없으나 월사용료

를 지불해야 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속 환경이 필수

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정보 유출이나 개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

미래의 PC실과 데스크탑 이용환경은 멀티 컴퓨터를 

거쳐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으로 바뀔 것이고, Daa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결합하여 개인별 소유하는 컴

퓨터가 아닌 가상화 데스크탑 환경을 기반으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환되리라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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