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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Amazon WorkSpaces 및 AWS Directory Service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데스크톱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Amazon WorkSpaces는 

AWS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종합 관리형 보안 데스크톱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Amazon WorkSpaces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톱을 손쉽게 프로비저닝하고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문서, 애플리케이션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WS Directory Service는 AWS 클라우드에서 Microsoft Active 

Directory(AD)를 설정하여 실행하거나 AWS 리소스를 기존 온프레미스 Microsoft 

Active Directory와 연결하는 작업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연습 목표: 

  Amazon WorkSpaces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데스크톱을 프로비저닝하고, Windows 및 Mac 

컴퓨터, Chromebook, iPad, Fire 태블릿 및 Android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Amazon 

WorkSpaces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액세스합니다. 

  Microsoft AD 를 사용하여 새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프로젝트의 일부로, 

Microsoft AD에서 사용자에게 Amazon WorkSpaces를 할당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기본 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Amazon WorkSpaces를 

재부팅 및 재구축하고, 새 Amazon WorkSpaces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생성하고, Amazon WorkSpaces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 

 AWS 계정: Amazon WorkSpaces의 프로비저닝을 시작하려면 AWS 계정이 필요합니다. AWS에 

가입하십시오. 

 기술 수준: 데스크톱 컴퓨팅 및 Microsoft A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 

 AWS 사용 경험: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AWS에 대한 사전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https://aws-preview.aka.amazon.com/workspaces/
https://aws-preview.aka.amazon.com/directoryservice/details/
https://aws-preview.aka.amazon.com/console/
https://portal.aws.amazon.com/gp/aws/developer/registration/index.html
https://portal.aws.amazon.com/gp/aws/developer/registration/index.html


  

 

© 2016, Amazon Web Services, Inc. 또는 자회사. All rights reserved.  

 

 

목차 
클라우드 기반 데스크톱 프로비저닝 ........................................................................................................... 0 

1단계: AWS 계정 준비 ................................................................................................................................ 3 

2단계: VPC 및 서브넷 생성 ......................................................................................................................... 5 

두 번째 프라이빗 서브넷 추가 ................................................................................................................. 8 

라우팅 테이블 수정 .................................................................................................................................. 9 

3단계: 클라우드에서 Amazon WorkSpaces 디렉터리 생성하기 ............................................................... 11 

Microsoft AD Directory 생성 .................................................................................................................. 11 

4단계: WorkSpaces 시작하기 ................................................................................................................... 13 

5단계: 초기 WorkSpace 사용자 지정 ........................................................................................................ 18 

6단계: 사용자 지정 이미지 및 번들 생성 ................................................................................................... 22 

7단계: 재부팅 및 재구축 ............................................................................................................................ 26 

재부팅 .................................................................................................................................................... 26 

재구축 .................................................................................................................................................... 27 

8단계: 실행 모드 속성 수정 ....................................................................................................................... 29 

9단계: 정리 ................................................................................................................................................ 31 

정보 링크 ................................................................................................................................................... 33 

 

  

file:///D:/!Projects/Amazon/1635586/AWS-CAM-WP-ProvisionDesktopsInCloud_WU-001054848/4_DTP2/ko-KR/Project_Amazon_WorkSpaces_Getting_Started_Project_with_Hourly_v7.docx%23_Toc461126339


  

 

© 2016, Amazon Web Services, Inc. 또는 자회사. All rights reserved.  

 

1단계: AWS 계정 준비 

1. AWS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http://aws.amazon.com에서 다음과 같이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계정을 만드십시오. 가입 절차 중 전화를 받고 전화 키패드를 사용하여 PIN을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 https://console.aws.amazon.com/workspaces/에서 Amazon WorkSpaces 콘솔을 

탐색하여 이동합니다.  

 

3. 상단 오른쪽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유효한 리전을 선택합니다. 

Amazon Web Services는 현재 다양한 지리적 영역의 12개 리전에서 서비스를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Amazon WorkSpaces는 현행 리전 중 여섯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그림 1 참조). 

 

그림 1: WorkSpaces용 리전 선택 

http://aws.amazon.com/
https://console.aws.amazon.com/work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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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장 가까운 리전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AWS는 

http://health.amazonworkspaces.com에서 모든 서비스 리전에 대한 왕복 시간을 표시하는 

상태 확인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그림 2: WorkSpaces 상태 확인 

 

 

  

http://health.amazonworkspa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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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VPC 및 서브넷 생성  
WorkSpaces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개의 퍼블릭 서브넷과 두 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VPC 마법사를 사용하여 한 개의 퍼블릭 서브넷,  

한 개의 프라이빗 서브넷, NAT 게이트웨이 및 인터넷 게이트웨이(IGW)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VPC 마법사를 사용하면 서브넷 간에 라우팅 테이블을 수동으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VPC를 

생성하기 전에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먼저 탄력적 IP(EIP) 주소를 기본 설정 리전에 할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mazon EC2 콘솔의 

탐색 창에서(https://console.aws.amazon.com/ec2) Network & Security 섹션의 [Elastic IPs]를 

선택한 다음, [Allocate New Address], 그리고 [Yes, Allocate]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EIP 주소를 기록해 둡니다 (아래의 그림3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3: 탄력적 IP 주소 할당 

 

VPC 마법사를 사용하여 VPC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VPC Dashboard]와  [Start VPC Wizard]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아직 VPC 

리소스가 없는 경우, 대시보드의  [Your Virtual Private Cloud] 영역을 찾아 [Get started 

creating a VPC]를 선택합니다. 

3.  [VPC with Public and Private Subnets]를 선택하고 [Select]를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4 참조).  

https://console.aws.amazon.com/ec2
https://console.aws.amazon.com/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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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PC 마법사를 사용한 VPC 생성 

4. 마법사에 다음 정보를 입력하고  [Create VPC]를 선택합니다. 

VPC 마법사 필드 

옵션 값 

[IP CIDR block] 10.0.0.0/16 

[VPC Name] WorkSpaces VPC 

[Public subnet] 10.0.0.0/24 

[Availability Zone] No Preference 

[Public subnet name] WorkSpaces Public Subnet 

[Private subnet] 10.0.1.0/24 

[Availability Zone] No Preference 

[Private subnet name] WorkSpaces Private Subnet 1 

[Elastic IP Allocation ID] 이전 섹션에서 생성한 주소와 일치하는 탄력적 IP 할당 

ID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NAT 게이트웨이에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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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값 

[Add endpoints for S3 to your 

subnets] 

none으로 둡니다. 

[Enable DNS hostnames] 기본 선택으로 둡니다. 

[Hardware tenancy] 기본 

 

5. VPC가 생성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VPC가 생성되고 나면 다음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i. VPC 이름 및 서브넷 이름은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서술자라면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할 리전을 기록해 둡니다. 다음 단계에서 추가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하되, 마법사를 통해 생성한 것과는 다른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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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프라이빗 서브넷 추가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두 번째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Subnets]를 선택하고, [WorkSpaces Private Subnet 1]이라는 서브넷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하단에서 [Summary]를 선택합니다. 이 서브넷의 가용 영역을 기록해 

둡니다(아래의 그림 5 참조). 

 

그림 5: WorkSpaces Private Subnet 1에 대한 가용 영역 식별 

3. [Create Subnet]을 선택한 후, 다음 정보를 [Create Subnet] 대화 상자에 입력하고, [Yes, 

Create]를 선택합니다. 

서브넷 2 설정 

옵션 값 

[Name tag] WorkSpaces Private Subnet 2 

[VPC] 해당 VPC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WorkSpaces VPC라는 

이름의 VPC입니다. 

[Availability Zone] 2단계에서 언급된 것과는 다른 가용 영역을 선택합니다. 

Amazon WorkSpaces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서브넷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상주해야 합니다. 

[CIDR Block] 10.0.2.0/24 

 

https://console.aws.amazon.com/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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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테이블 수정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서브넷용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Subnets]를 선택한 후  WorkSpaces Public subnet이라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Route Table] 탭을 선택하고 서브넷에 대한 [Route 

Table] 식별자를 기록해 둡니다. 라우팅 테이블 식별자는 rtb-XXXXXXXX와 유사합니다. 

3. 탐색 창에서 [Route Tables]를 선택하고, 이전 단계에서 식별된 라우팅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그 이름을 Workspaces Public Route table로 변경합니다. 

4. 페이지 하단에서 Routes 탭을 선택하고 다음 항목들이 WorkSpaces Public route 

table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Edit]을 선택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합니다. 

NAT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목적지 대상 

10.0.0.0/16 local 

0.0.0.0/0 igw-XXXXXXXX 

이것은 VPC를 로컬 목적지로 한 모든 트래픽, 그리고 Amazon VPC 마법사로 생성된 

인터넷 게이트웨이(IGW)에 대한 다른 모든 IP 주소를 목적지로 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igw-XXXXXXXX는 인터넷을 식별합니다. 

5. 탐색 창에서 [Subnets] 를 선택한 후 WorkSpaces Private Subnet 1이라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Route Table]  탭을 선택하고 서브넷에 대한 [Route 

Table] 식별자를 기록해 둡니다. 라우팅 테이블 식별자는 rtb-XXXXXXXX와 유사합니다. 

6.  WorkSpaces Private Subnet 2 라는 서브넷을 선택하고, 페이지 하단에서 [Route 

Table ]탭을 선택합니다. WorkSpaces Private Subnet 1 및 WorkSpaces Private Subnet 

2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 식별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WorkSpaces Private Subnet 2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이 다른 경우, 항목을 편집하여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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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탐색 창에서 [Route Tables]를 선택하고, 이전에 식별된 WorkSpaces 라우팅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그 이름을 WorkSpaces Private Route Table로 변경합니다. 

8. 페이지 하단에서 [Routes] 탭을 선택하고 아래와 같이 VPC 범위에 대한 로컬 라우팅, 

0.0.0.0/0에 대한 NAT 라우팅을 확인합니다. 

WorkSpaces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목적지 대상 

10.0.0.0/16 local 

0.0.0.0/0 nat-XXXXXXXXXXXXXXXXX 

이것은 VPC를 로컬 목적지로 한 모든 트래픽, 그리고 NAT 게이트웨이에 대한 다른 모든 

IP 주소를 목적지로 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nat-XXXXXXXXXXXXXXXXX는 NAT 

게이트웨이를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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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클라우드에서 Amazon WorkSpaces 

디렉터리 생성하기 

Amazon WorkSpaces는 디렉터리를 사용하여 WorkSpace 및 사용자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므로 

Amazon WorkSpaces가 Simple AD 또는 Microsoft AD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 이 디렉터리를 

생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ctive Directory Connector를 사용하여 기존 Active 

Directory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AD Directory 생성 

이 연습에서는 Amazon Directory Service 콘솔을 사용하여 Microsoft AD Directory를 생성할 

것입니다. 

Microsoft AD Directory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irectoryservice/에서 Amazon Directory Services 콘솔을 

엽니다. 

2. Get Started Now를 선택합니다. 

3.  [Create Microsoft AD]를 선택합니다. 

4.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옵션 값 

[Directory DNS] 디렉터리의 정규화된 이름(예: workspaces.demo.com) 

[NetBIOS name] 디렉터리의 짧은 이름(예: workspaces) 

[Administrator password] 디렉터리 관리자의 암호. 디렉터리 생성 

프로세스에서는 Admin이라는 사용자 이름과 이 암호를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아래의 암호 요건에 

유의하십시오. 

[Confirm Password] 관리자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Description] 디렉터리에 대한 선택적 설명 

https://console.aws.amazon.com/directory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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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암호 요건 

디렉터리 관리자의 암호. 디렉터리 생성 프로세스에서는 Admin이라는 사용자 이름과  

이 암호를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암호에 “admin”이라는 말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디렉터리 관리자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길이가 8~64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네 범주 중 세 개에 해당하는 문자를 최소 1개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소문자(a-z) 

 대문자(A-Z) 

 숫자(0-9) 

 영숫자 이외의 특수 문자(~!@#$%^&*_-+=`|\(){}[]:;"'<>,.?/) 

5.  [VPC Details] 섹션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고 [Next Step]을 선택합니다. 

옵션 값 

[VPC] 디렉터리용 VPC(WorkSpaces VPC 또는 IP 범위가 

10.0.0.0/16인 VPC) 

[Subnets] 디렉터리 서버에 대해 두 개의 프라이빗 서브넷,  

즉 WorkSpaces Private subnet 1과 WorkSpaces 

Private Subnet 2를 선택합니다(IP 범위: 

10.0.1.0/24~10.0.2.0/24). 

 

6. 디렉터리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합니다. 정보가 올바르면 [Create Microsoft AD]를 

선택합니다. 

디렉터리가 생성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디렉터리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경우 [Status] 값이 

“Active”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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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WorkSpaces 시작하기 
디렉터리가 설정되면 콘솔을 통해 WorkSpaces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workspaces/로 이동합니다. [Launch WorkSpaces]를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6 참조). 

 

 

그림 6: Launch WorkSpaces 마법사 사용하기 

2. 이전 섹션에서 생성한 디렉터리를 선택한 다음, [Next Step]을 선택합니다. WorkSpaces는 

WorkSpaces 서비스를 통해 디렉터리를 등록합니다. 이 작업은 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이제 디렉터리에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용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디렉터리를 이제 막 생성했으므로 최소 1명의 사용자를 생성해야 합니다. 새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Create]를 선택합니다. 생성한 사용자 계정은 자동으로 

WorkSpaces 목록에 추가됩니다. 아래의 그림 7을 참조하십시오.  

https://console.aws.amazon.com/workspaces/


  

 

© 2016, Amazon Web Services, Inc. 또는 자회사. All rights reserved.  

 

 

그림 7: 사용자 생성 및 선택 

참고 

i. 이 연습에서 프로비저닝하는 첫 번째 WorkSpace는 이후 배포를 위한 마스터 

이미지 생성에 사용될 것이므로, 첫 번째 계정에 “ImageBuilder”라는 이름을 

붙여 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ii. 1회성인 활성화 링크를 수신하기 위해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용자 계정을 활성화화기 위해서는 

활성화 페이지의 지침에 따라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솔에서 등록 링크를 가져와야 합니다. 

 

4. 그 다음에는 방금 생성한 사용자에게 WorkSpaces 번들을 할당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Performance] 번들을 선택하여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아래의 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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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orkSpaces 번들을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5. 이제는 WorkSpaces 구성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아래의 그림 9 참조). 이 화면에서는 

[AlwaysOn] 또는 [AutoStop] 실행 모드를 선택하고,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활성화하며,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lwaysOn] 실행 모드는 월별 결제, [AutoStop] 실행 모드는 시간별 

결제에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WorkSpace를 [AutoStop]으로 구성하고, 

암호화([Encryption]) 옵션을 선택한 후 [Next]를 클릭합니다. 루트 볼륨을 암호화하면 

WorkSpace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한 번 프로비저닝되면 운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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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WorkSpaces 구성 

6. 그 다음 화면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한 후 [Launch WorkSpaces]를 선택하면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완료되는 데 약 60분 걸립니다(루트 볼륨 암호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분 소요). 이 프로세스 중에 WorkSpace는 “PENDING”상태를 표시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다운로드에 관한 지침과 등록 코드가 있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https://clients.amazonworkspaces.com/).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WorkSpace를 선택하고 [Actions], [Invite User]를 차례로 

선택하여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아래의 그림 10 참조).  

https://clients.amazonworkspa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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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용자에 대한 활성화 링크 가져오기 

7. 초대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자 프로필을 기입하고 WorkSpaces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WorkSpace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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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초기 WorkSpace 사용자 지정 

이 시점에 여러분은 자신의 첫 번째 Amazon WorkSpace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WorkSpace를 업데이트하고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해봅시다. 

1. Windows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업데이트 사항을 적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최신 상태로 

만듭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재부팅합니다. WorkSpace를 재부팅하는 데 약 5분 걸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Windows 업데이트로 인해 재부팅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Windows 업데이트가 모두 적용되면 이 WorkSpace에 대한 사용자 지정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2. 월페이퍼를 변경합니다. 

3. http://www.google.com/chrome에서 Chrome 브라우저를 설치합니다. 

4. https://notepad-plus-plus.org/download에서 최신 버전의 Notepad++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5. [Start], [Run]을 선택한 다음, “Server Manager”를 입력합니다(Amazon WorkSpaces는 

Windows 7 Experience Pack으로 Windows Server 2008 R2를 실행합니다). 서버 관리자를 

시작합니다. 

6. 서버 관리자에서 [Features]를 선택합니다. 서버 관리자가 데이터 수집을 마친 후에 [Action] 

메뉴에서 [Add Features]를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11 참조). 

 

 

그림 11: 서버 관리자를 사용한 기능 추가 

http://www.google.com/chrome
https://notepad-plus-plus.org/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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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mote Server Administration Tools]의 [Role Administration Tools]에서 [AD DS and AD 

LDS Tools]를 선택한 후 [Next]를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12 참조).  

 

그림 12: Active Directory 관리자 기능 추가 

8. 이 역할을 추가한 후에 기능 추가 마법사는 WorkSpace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메시지 대로 다시 시작합니다. 약 5분 후에 WorkSpace에 다시 접속합니다. 

9. 서버 관리자 마법사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마법사를 닫습니다. 

10. [Start], [Run]을 차례로 선택한 다음, “Users and Computers”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Active 

Directory 사용자와 컴퓨터 관리 도구가 표시됩니다. Ctrl+Shift 키를 누르고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Run as different user](다른 

사용자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11. 메시지가 나타나면 사용자 이름을 Admin으로 입력하고 3단계에서 디렉터리 생성 시 사용한 

암호를 입력합니다(아래의 그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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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dmin으로 실행하기 

12. 이것이 여러분의 Microsoft AD 디렉터리입니다. workspaces.demo.com 도메인으로 이동하여 

WorkSpaces OU(조직 단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OU를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14 참조).  

 

그림 14: Active Directory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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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ction] 메뉴에서 [New], [User]를 차례로 선택하여 자신의 디렉터리에 새로운 Test User를 

생성합니다(아래의 그림 15 참조). 

 

그림 15: Active Directory에 새 사용자 추가 

우리는 나중에 추가 WorkSpace를 배포할 때 이 사용자를 사용할 것이므로, 다음 화면에서 

기억해 둘 암호를 설정하고, [User must change password at next logon](사용자는 다음에 

로그온할 때 암호를 변경해야 합니다)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Test User]를 선택하고, [Properties]를 선택한 다음, 이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나중 단계에서 WorkSpace를 프로비저닝할  

수 없습니다. 

14.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콘솔을 닫고 WorkSpace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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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사용자 지정 이미지 및 번들 생성 
이제 WorkSpace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마쳤으므로, 이후 배포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workspaces에서 WorkSpaces 콘솔로 이동합니다. 

2. ImageBuilder에 할당된 WorkSpace의 상태가 “AVAILABLE”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ImageBuilder WorkSpace를 선택하고, [Actions], [Create Image]를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16 참조).  

 

그림 16: 향후 WorkSpace 사용에 대비한 새 이미지 생성 

4. 이미지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후 [Create Image]를 선택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완료되는데 

약 45분 걸립니다. ImageBuilder WorkSpace는 이 시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래의 

그림 17 참조).  

https://console.aws.amazon.com/work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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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새 이미지에 이름 붙이기 

WorkSpaces 콘솔의 [Images] 섹션에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mage 

Status]가 “AVAILABLE”로 변경되면, ImageBuilder WorkSpace는 재부팅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이미지가 완료되면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번들을 생성해야 합니다. [Images] 페이지에서  

새 이미지를 선택하고 [Actions]와 [Create Bundle]을 차례로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18 참조). 

 

그림 18: 새 이미지로 번들 생성하기 

6. 번들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작업 하드웨어 유형을 선택한 다음, [Create Bundle]을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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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새 번들 생성하기 

참고 

[Hardware Type]은 초기 WorkSpace 생성 시 사용한 하드웨어 유형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7. 메인 WorkSpaces 콘솔로 되돌아가 [Launch WorkSpace]를 선택합니다. 

8. workspaces.demo.com 디렉터리를 선택한 다음, [Next Step]을 선택합니다. 

9. [Show All Users](모든 사용자 보기)를 선택하고, 이전에 생성한 Test User 계정을 확인한  

후 [Add Selected]와 [Next Step]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10. 사용자 지정 번들을 Test User 계정에 할당하고 [Next Step]을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20 참조).  

 

그림 20: 새 번들을 사용해 새 WorkSpace 생성하기 

11. [WorkSpaces Configuration] 화면에서 [Running Mode]를 [AutoStop]으로 선택한 다음, [Next 

Step]을 클릭합니다. 

12. [Review & Launch] 화면에서 [Launch WorkSpaces]를 클릭합니다. 루트 볼륨 암호화 옵션을 

선택한 경우, WorkSpace가 완료되는 데 약 60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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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est User용 WorkSpace가 완료되면 WorkSpace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WorkSpace에 

연결합니다. 참고: 등록 코드는 디렉터리마다 고유하므로 등록 코드는 초기 WorkSpace에 

대한 등록 코드와 동일합니다. 

14. Test User WorkSpace용 데스크톱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페이퍼가 ImageBuilder WorkSpace와 같습니다. 

 Chrome과 Notepa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 원격 서버 관리 도구가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WorkSpace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생성한 시점까지 모든 Windows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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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재부팅 및 재구축 
WorkSpace의 문제를 해결할 때 실행하게 될 두 가지 주요 작업은 재부팅 및 재구축입니다. 

WorkSpace에 연결한 후에는 언제든지 다른 Windows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시작 메뉴에서 

WorkSpace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우리는 WorkSpace에 연결한 다음 

WorkSpaces 콘솔에서 강제로 관리자 리부팅을 시도할 것입니다. 

재부팅 

1. Test User WorkSpace의 상태를 확인한 후 WorkSpaces에 연결하고, 다시 WorkSpaces 

콘솔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Test User WorkSpace에 계속 로그인 및 연결된 상태로 

콘솔에서 Test User WorkSpace를 선택하고, [Actions], [Reboot WorkSpaces]를 차례로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21 참조). 

 

그림 21: WorkSpace 재부팅 

재부팅되는 동안에는 WorkSpace와의 접속이 끊깁니다. 

2. 5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WorkSpace는 AVAILABLE에서 REBOOTING으로, 다시 

AVAILABLE로 상태가 달라진 후 다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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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축 

WorkSpace를 재구축하는 작업은 데이터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스템 볼륨(C 드라이브)은 

WorkSpace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한 이미지로부터 재구축되고, 사용자 데이터 볼륨 

(D 드라이브)은 최종 스냅샷으로 복구됩니다. 시스템 볼륨에 설치된 모든 새 애플리케이션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은 12시간마다 실행되지만, 정확한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스냅샷 복구가 실행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D: 드라이브에 약간의 

데이터 파일을 작성한 다음, 12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 작업 재구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구축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1. Test User WorkSpace에 연결합니다. 

2. 프로그램 추가 또는 삭제로 이동합니다. 

3. Notepad++를 제거합니다. 

4. https://www.sublimetext.com/3으로 이동하여 Windows 64비트용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D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5. c:\Program Files\Sublime Text 3라는 기본 설치 디렉터리에서 설치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제 Test User WorkSpace에 Sublime Text 3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Notepad++는 제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구축하게 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지만, 이 WorkSpace는 아직 1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D 볼륨에 대한 최신 스냅샷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데이터 볼륨 스냅샷 복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실습을 중단하고 내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D: 

볼륨에 추가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구축 작업을 계속해봅시다. 

6. WorkSpaces 콘솔에 다시 로그인합니다. 

7. Test User WorkSpace를 선택합니다. 

8. [Actions], [Rebuild WorkSpace]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아래의 그림 22 참조). 

https://www.sublimetext.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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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WorkSpace 재구축 

재구축 작업은 완료되는 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Test User WorkSpace에 다시 

연결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SublimeText가 사라졌습니다. 

 Notepad++가 복구되었습니다. 

 최소 12시간을 기다렸다고 가정하면 D 드라이브에 생성한 파일들을 모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다운로드하여 D 볼륨에 저장한 SublimeText 설치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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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실행 모드 속성 수정 
Amazon WorkSpaces에서는 월별 또는 시간별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월별 결제에서는 해당 월 동안 무제한 사용량에 대해 고정 월 요금을 지불합니다. 시간별 

결제에서는 WorkSpaces당 약간의 고정 월 요금을 통해 인프라 및 스토리지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월에 사용한 WorkSpaces 시간에 대해 저렴한 시간당 비용을 지불합니다. 월별 결제를 

위해서는 Amazon WorkSpaces를 [AlwaysOn] 실행 모드로 구성해야 합니다. 시간별 결제를 

위해서는 Amazon WorkSpaces를 [AutoStop] 실행 모드로 구성해야 합니다. AWS 계정 내에서 

월별 및 시간별 결제 옵션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제 기간 동안 언제든지 결제 옵션을 

전환하여 AWS 청구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옵션 및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orkSpaces 중 하나의 실행 모드를 변경하려면 

1. WorkSpaces 콘솔에 다시 로그인합니다. 

2. 앞서 [AutoStop] 실행 모드로 구성된 Test User WorkSpaces를 선택합니다. 

3. 그림 23과 같이 [Actions]를 클릭한 다음, [Modify Running Mode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그림 23: 실행 모드 속성 변경  

 

https://aws.amazon.com/workspaces/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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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24와 같이 WorkSpace에 대해 새로운 실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림 24: 실행 모드 속성 변경 

 

5. 콘솔에 실행 모드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AutoStop] 인스턴스의 경우, 

[Actions] 메뉴에 WorkSpace를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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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정리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WorkSpace 프로비저닝, 초기 WorkSpace의 이미지 생성, 해당 

이미지에서 번들 생성, 사용자 지정 번들에서 새 WorkSpace 배포, WorkSpace 재부팅 및 재구축, 

실행 모드 전환 등 다양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환경을 정리할 준비가 되었다면 구성 요소들을 올바른 순서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WorkSpaces 콘솔로 이동합니다. [Bundles] 항목에서 자신의 사용자 지정 번들을 선택하고, 

[Actions]와 [Delete Bundle]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먼저  

그 번들에서 구축한 모든 WorkSpaces를 삭제해야 합니다. 번들이 여전히 이미지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그 이미지를 삭제하려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습한 것을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WorkSpace 페이지로 이동하여 Test User WorkSpace를 선택하고, [Actions], [Remove 

WorkSpaces]를 차례로 선택한 후, [Remove WorkSpaces]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2. WorkSpace가 종료된 후 [Bundle] 항목에서 사용자 지정 번들을 선택한 다음, [Actions], 

[Delete Bundle]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3. 이제 이미지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선택하고 [Actions], [Delete Image]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4. 디렉터리를 삭제하고 싶다면 ImageBuilder WorkSpace도 함께 삭제해야 합니다. 

WorkSpaces 페이지로 이동하여 ImageBuilder WorkSpace를 선택하고, [Actions], [Remove 

WorkSpaces]를 차례로 선택한 후 이를 확인합니다. 

5. 디렉터리를 삭제하기 전에 WorkSpace 서비스에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6. WorkSpaces 콘솔의 [Directories] 탭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디렉터리를 선택하고, [Actions], 

[Deregister]를 차례로 선택합니다(아래의 그림 25 참조).  

 

그림 25: Microsoft AD 서비스에서 Amazon WorkSpaces 등록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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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디렉터리를 다시 선택하고, 이번에는 [Actions], [Delete]를 차례로 선택한 다음, 이를 

확인합니다(아래의 그림 26 참조). 

 

그림 26: Microsoft AD 삭제 

     디렉터리를 삭제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8. 이제 VPC 콘솔로 이동하여 WorkSpaces VPC를 삭제합니다(아래의 그림 27 참조). 

 

그림 27: WorkSpace VPC 삭제 

9. EC2 콘솔에서 탄력적 IP 주소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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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링크 
 

https://clients.amazonworkspaces.com/ — 다운로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목록 

https://clients.amazonworkspaces.com/Health.html — WorkSpaces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상태 확인 

https://aws.amazon.com/workspaces/faqs/ — WorkSpaces 관련 FAQ 

http://docs.aws.amazon.com/workspaces/latest/adminguide/what_is.html — WorkSpaces 

관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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