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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업무 환경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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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업종에 상관없이 비대면 활성화로 업무 환경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언택트, 디지털 혁신 등 기업의 원격근무 환경을 충족하는 DaaS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DaaS 도입은 필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업무 혁신 도구로 재도약

VDI와 클라우드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돌파구

2025년까지 95%의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

망분리 컴플라이언스 중심으로 시장 확대 

원격 근무와 비대면 관련 수요 증가 

클라우드 니즈 확대

01 02

03 04

초연결
사회 도래

사회 전반
 비대면 일상화

클라우드 기술 
수요 급증

안전한 가상 PC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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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D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데스크탑 업무 서비스(Desktop as a Service)입니다.

기업 외부의 어떤 환경에서도 사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마트워크 환경 지원

재택/출장 및 원격근무 시 업무 PC와 동일 OS 제공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업무 처리

공용PC 관리/스마트강의실/교육장공공/금융/개인정보처리 기업스마트워크/스마트오피스

제공되는 관리 툴을 통해 편리한 다수PC 관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손쉬운 PC 초기화

고객별 맞춤 환경 제공 

IT관리 편의성

데이터의 중앙 서버 저장

2단계 보안 인증(옵션)을 통한 해킹 위험 감소

감사 기록 및 보안 정책 준수

업무용/인터넷용 논리적 망분리를 통한 개인 정보유출 차단

강력한 기업보안

초기 구축 비용 없이 저렴한 월정액 서비스 이용

노후PC 사용에 따른 업그레이드 부담 해소

데스크탑 관리 비용/시간 절감

비용 절감

가비아 DaaS란?

01  가비아 Daa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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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DaaS 도입을 통해 노트북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업무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 업무용 환경과 인터넷 환경을 분리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시도되는 해킹 공격과 내부자에 의한 기업 자료 유출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비아 DaaS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S-IS TO-BE

1인 1PC 사용

정해진 장소 및 시간 근무

개인 부주의 및 단말 분실 시 보안 사고 발생 가능

사내 망 중심의 업무 시스템

시간, 장소, 단말 구분없이 유연근무제 확대

다양한 단말과 앱(App)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유출 규제 강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환경

01  가비아 Daa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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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DaaS Architecture: 공공/금융 망분리 적용 시

 - 내부망에서의 접근만 허용

 - 외부에서 접속 시, SSL VPN을 통해 접근 허용

 - 인터넷 차단

 - 업무망으로만 Routing

사내 사용자

업무시스템(데이터센터)

Firewall

Internet Firewall SSL VPN외부 사용자

1

2

3
본사

사용자는 SSL VPN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외부 사용자)

사용자 시나리오

gDaaS 접속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DaaS에 접속한다.

gDaaS 가상PC에서 

업무시스템에 접속한다.

※ 업무시스템에는 DaaS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 (망분리)

1

2

3

Firewall

L2 Switch gDaaS Gateway gDaaS Farm 
(사내 구축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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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DaaS 서비스 이용 절차

가입신청

가비아 회원가입 후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전송

01 02

05 06

03 04

계정정보 수신

가입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수신

관리자 계정 설정 및 VM 배포

관리자 계정으로 가비아 DaaS 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자 별 ID/PW 생성

- 사내 네트워크에서  가비아DaaS 사전 접근 오픈 

- 로컬PC에서 가비아DaaS 로 파일 전송 불가

-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중앙 관리

- 아이디/암호 로그인 

- 구글OTP 2단계 인증 적용 가능

- 접속 화면 해상도 조절 가능

< 가비아 DaaS 클라이언트 로그인창 >

클라이언트 앱(APP) 설치

가비아 DaaS 사이트에서

 클라이언트 앱 설치 후 사용

클라이언트 실행 및 로그인 업무용 환경PC/인터넷용PC 사용

로컬 PC

가비아 DaaS

01  가비아 Daa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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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증한 보안 서비스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형 데스크탑 보안 정책 및 설정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검증된 보안

그룹 정책을 통한 기업의 PC 보안 정책 강화정부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취득 솔루션 보유

화면 워터마크 및 캡처 금지, 사이트 접근

차단 등 강력한 보안 기술과 국가 인증

갖춘 가상 데스크톱 솔루션 보유

공공 DaaS CSAP 제1호 사업자로

개발 초기부터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 보안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로만

서비스 구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CSAP 인증 획득

이동식 저장 장치에 대한 사용자 정책을 구성하여, 

사전 인가된 USB만을 허용하도록 설정

USB 관련 보안 유출 사고 사전 방지 가능

Active Directory가 제공하는 사용자 

그룹 정책을 DaaS환경에도 적용하여,  

그룹별로 애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DaaS 환경에서의 사용자 PC 환경에 대한

일괄적인 패치를 순차적으로 적용

항상 최신의 보안 상태를 유지

기존 PC환경의 데이터에 대하여 DaaS에서 

제공하는 가상 디스크 환경의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로컬 하드디스크의 물리적 보안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구성 및 설정

보안정책

스크립트/SW

02  가비아 DaaS 특장점

이동식 저장 
장치 제어

통합 보안 패치

데이터 보안

Active Directory 
기반 그룹 정책 
활용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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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포털을 이용하여 관리자가 손쉽게 사용자 생성, PC자원 할당, 사용자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리의 편의성 (사용자/VM관리)

그룹/사용자

사용자생성/삭제/암호변경

그룹생성/삭제/권한설정

VM 관리

VM 사용자 할당

VM 시작/종료/재시작

VM 초기화

VM 접속 이력

VM 접속 시간 관리

VM 접속 이력 관리

02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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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포털을 이용하여 관리자가 손쉽게 사용자 생성, PC자원 할당, 사용자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리의 편의성 (모니터링/보안)

VM 모니터링

VM 별 모니터링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사용량

정책 관리

OTP 사용설정

클립보드 사용 제어

로컬 리소스 사용 제어

로컬 프린터 사용 제어

기본정책 및 정책 추가/삭제

02

01

02  가비아 DaaS 특장점

12 11



20년 인프라 운영 경험을 가진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통합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24시간 365일 완벽하게 운영 관리됩니다.

운영 및 관제 서비스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축 주요 운영 서비스

Help Desk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 DaaS 엔지니어 
배정을  통한 지원 서비스

보안 관리

성능/용량 관리

사용자 변화 관리

사용자 문의 접수 및 1차 해결

DaaS 실시간 상태 및 서비스 점검

고객사 전담 인력 배정 
장애 신속 조치 및 사용 현황 개선

DaaS 보안 취약점 점검/대응

고객사별 현황 분석/사용량 예측

DaaS 정책 및 주요 변경 사유 발생시 사용자안내 교육 등 

내용제공 서비스

IDC운영팀의 모니터링 대시보드는 DaaS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DaaS 운영센터를  통해  고객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지원

02  가비아 DaaS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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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DaaS 서비스는 이용하는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팜(Farm)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팜/단독팜 에서는 보안기능이 강화된 가비아 Daa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선택의 다양성

공용팜 전용팜 단독팜

네트워크 장비와 호스트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까지

시스템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규모 있는 

기업이나 조직이 격리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DaaS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팜과 단독팜의 중간 개념으로 단독팜의 특징인

독립된 전용 서버에서 DaaS를 이용할 수 있고, 

VPN연결이 가능해 보안에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조직이 안전한

환경에서 합리적인 D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팜은 100users 이상의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전용팜은 30~150users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공용팜은 5~50users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02  가비아 DaaS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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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 및 보안관리 방식에 따라 공용팜, 전용팜 및 단독팜 형태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별 특징 비교

운영 user 수

운영/관리

관리자 기능

추가 관리자 기능

커스텀 이미지

VPN 연동

망연계 시스템  

호스트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약정기간

AD 연동

5~50 users

고객 개별 운영/관리

○

X

○

X

X

공유형

공용 스토리지

공유형

1년

X

30~150 users

매니지드 필수

○

○

○

○

○

단독형

공용 스토리지 파티셔닝(LUN 분리)

공유형

1년

○

100 users~

매니지드 필수

○

○ 
(+커스터마이징)

○

○

○

단독형

단독형

단독형

1년

○

공용팜 전용팜 단독팜구분

02  가비아 DaaS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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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DaaS 를 통해 기업 업무용 환경과 인터넷 환경을 분리합니다.

외부로부터 시도되는 해킹 공격과 내부자에 의한 기업 자료유출 사고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부 보안 강화

03  가비아 DaaS 도입 효과

업무

포탈 ERP

Internet

Internet

업무 시스템

물리 데스크톱

인터넷 자료 유출 비정상 다운로드

(바이러스/랜섬웨어 등)

AS-IS (업무망과 인터넷망 함께 사용)

포탈 ERP

Internet

Internet

업무 시스템

데스크톱(업무)

DaaS앱(인터넷)

TO-BE  (DaaS 이용 시)

사용자의 데스크톱 환경에서 업무망과 인터넷망 구분없이 함께 사용

외부로부터 해킹, 웜/랜섬웨어 다운로드 등 위험에 노출

고객 개인 정보를 포함한 내부자료 유출 위험 증가

물리적 망분리 도입시 초기 구축비용 과다 (PC구매,네트워크&솔루션)

사용자의 데스크톱은 인터넷으로부터 차단됨

DaaS 앱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용 VM에 접속하여 사용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어 해킹 및 자료 유출 사전 차단

가비아 DaaS

파일전송 금지

아웃바운드 트래픽 차단
가비아 DaaS만 접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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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부의 어떤 환경에서도 사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비아 DaaS 도입을 통해 언택트, 원격근무 환경 구축, 노트북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업무의 유연성을 증대합니다.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AS-IS TO-BE  (DaaS 이용 시)

VPN을 이용하여 사외에서 접근

네트워크가 느리며, 외부에서 접속 시 접속 단말의 보안 관리가 어려움

외부 단말에 데이터를 보관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가능성 상존

DaaS 전용 접속 앱을 이용하여 접속

네트워크가 빠르며, 사외 접속 단말에 보안문제가 발생하여도 내부와 망이 분리되어 안전함

관리되는 DaaS에 보안 적용으로 데이터 유출 차단

업무

포탈 ERP

Internet

Internet

업무 시스템

외부 접속자

물리 Desktop

인터넷

업무

포탈 ERP

Internet

Internet

업무 시스템

물리 Desktop

인터넷

가비아 DaaS DaaS 앱

외부 접속자

파일전송 금지
프린터/화면캡쳐 금지

VPN 접속

VPN 터널링 또는 IP Rule 적용

03  가비아 DaaS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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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프로젝트용 도입 사례

04  가비아 DaaS 도입 사례

DaaS Gateway

공공기관 수주 프로젝트 진행 시 PC 중앙관리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망PC 사용

○○ 손해사정기업의 공공기관 

프로젝트 진행용

도입 목적
가비아 DaaS 스탠더드플러스 
150 users 단독팜 구성

구성
운영지원서비스, Microsoft365 서비스, 
공유 스토리지 서비스

부가서비스

고객사 연결(VPN Tunneling)

VPN Tunneling 통신으로 보안을 강화해서 연결

사용자 연결(SSL VPN)

SSL VPN을 채용한 암호화 통신을 이용하여 접속 후 

DaaS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여 DaaS를 이용한다.

사내망과 외부망(White/Black List) 정책 적용으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InternetSSL VPN

VPN VPN

Internet VPN Tunneling

공공클라우드 DaaS Platform

VM

CPU

MEM

VM

CPU

MEM

VM

CPU

MEM

HyperVisor(Hyper-V)

VM

CPU

MEM

VM

CPU

MEM

VM

CPU

MEM

HyperVisor(Hyper-V)

VM

CPU

MEM

VM

CPU

MEM

VM

CPU

MEM

HyperVisor(Hyper-V)

VM

CPU

MEM

VM

CPU

MEM

VM

CPU

MEM

HyperVisor(Hyper-V)

고객사

DaaS GatewayDaaS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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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용 도입 사례

DaaS Gateway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

사내 업무 망 접속용 

○○ 신용정보기업의 재택 근무용

업무망 PC 도입

도입 목적
가비아 DaaS 프리미엄

130users 단독팜 구성

구성
운영지원서비스, 백신,

Microsoft365 서비스

부가서비스

고객사 연결(VPN Tunneling)

VPN Tunneling 통신으로 보안을 강화해서 연결

사용자 연결(SSL VPN)

SSL VPN을 채용한 암호화 통신을 이용하여 접속 후 

DaaS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여 DaaS를 이용한다.

사내망과 외부망(White/Black List) 정책 적용으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InternetSSL VPN

VPN VPN

Internet VPN Tunneling

클라우드 DaaS Platform

VM

CPU

MEM

VM

CPU

MEM

VM

CPU

MEM

HyperVisor(Hyper-V)

VM

CPU

MEM

VM

CPU

MEM

VM

CPU

MEM

HyperVisor(Hyper-V)

VM

CPU

MEM

VM

CPU

MEM

VM

CPU

MEM

HyperVisor(Hyper-V)

VM

CPU

MEM

VM

CPU

MEM

VM

CPU

MEM

HyperVisor(Hyper-V)

고객사

DaaS GatewayDaaS Gateway

04  가비아 DaaS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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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05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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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 특허 보유 현황

06  관련 기술 특허 보유 현황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저작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콘텐츠 

유통 로그 에이전트 및 운영방법

오디오유전자 생성방법 및 

오디오데이터 검색방법

3자 인증을 이용한 로그 정보

인증 시스템의 OSP 서버에 포함된 

로그 블랙박스 장치 및 그 운영방법

이동 통신 단말의 브이엠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이용한 영상컨텐츠 피2피 

서비스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이동 통신 단말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저작 콘텐츠의  콘텐츠 유통 로그를

 검증하기 위한 로그 검증 장치

오디오 유전자 생성을 통한 방송내용 

분석시스템 및 분석방법
디지털 오디오 음원 관리 시스템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파일 관리 시스템

오디오 유전자 생성 및 검색을 

이용한 저작권 관리시스템및 관리방법

오디오유전자를 이용한

 음악관련 정보 제공방법 및 시스템

※ 오디오, 동영상 등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정보(DNA) 생성, 분석, 로그 검증 등 특허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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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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