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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 통신의 발전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업무 연속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내부 정보의 유출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많은 솔루션과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을 도입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어 완벽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내부 망과 외부 망으로 분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망분리와 논리적인 망 분

리를 적용하여 망 구성을 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 및 망 분리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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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ubl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utilize the business

continuity using the Internet and Intranet. In this enviro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is to be introduced

the number of solutions and appliances equipment to protect the risk of leakage of inside information. However, this

is also the perfect external network connection is not enough to prevent leakage of information. To overcome these

separate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are needed. In this paper, we constructed the physical and logical network

separation is applied to the network using the virtualization and thus the network configuration and network

technical review of the various schemes were proposed for the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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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업무 지역이 서로 달

라도 그에 대한 지리적 제약사항이 해소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더욱 편리한 업무환경으로

변화가 되고 있으며, 기업 및 관공서, 그 외 모든 곳에

서 인터넷을 활용한 외부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

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업무환경의 효율성 증대 효과

를 가져 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반해 외

부와의 연결은 내부 정보의 유출이라는 역효과를 가

져오기도 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망은 외부의 유해한

요소로부터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악의적인 해

커와 악성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이 대표적이며 외

부적인 위험요소 외에도 내부적으로도 산업 스파이나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내부 정보의 인터넷 유출이 발

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피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

다. 즉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내부 사용자로부터 중

요 자료를 보호해야하는 필요성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과 관공서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보안 솔루션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이메일 보안, DB암호화, 문서 보안, 내부정보

유출 방지, 출력물 보안등 다양한 방안의 솔루션이 제

시되고 있으나 원척적인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망과 외부망의 네트워크 분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1] 이에 따라 물리적인 망 분리가 요구되어 왔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 기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망 분리가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인 망 분리와 논리적인 망 분리

에 각각의 구조 및 구축 방안에 대해 방법을 제시하

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분석 하였다.

2. 망 분리

2.1 물리적인 망 분리

물리적인 망 분리는 모든 하드웨어 자원을 망에 따

라 추가로 두어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을 구성하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와 방화벽, 정보보안 솔루션 및 통신 케

이블(UTP 케이블, 광 케이블)등이 망의 종류에 따라

분리되어 사용이 되며 사용자의 PC도 망 종류에 따라

인터넷 PC 와 업무 PC를 따로 두어 사용하게 된다.

(그림1)

(그림1) 물리적인 망 분리 구성

위와 같이 PC를 각각 사용하는 망 분리는 네트워

크상의 연결점이 없어 원천적으로 내부 정보의 인터

넷 유출을 방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IT 시스템의

자원이 이중으로 배치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구축비용

과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 정보시스

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업무량이 증가가 되기도 한

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자료 활용의 불편함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선진 IT 시스템 적용이 어렵게 된다.

또 다른 물리적인 망 분리는 사용자 PC 환경만 망

전환 장치를 사용하여 구성 하는 방안이 있다. 하나의

PC에 두 개의 독립적인 저장장치(HDD) 및 그래픽카

드 또는 별도의 망분리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카드를 설치하여 인터넷 망과 내부 망

사용시 전환 장치를 이용하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망

전환을 통해 각각의 망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림2는

물리적인 망 전환 스위치를 사용한 구성이며 (그림

3,4)는 별도 망 분리 PCI 카드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

적로 망 전환을 사용한 구성이다.

위의 두 가지 방식은 망을 전환시에 PC를 다시 부

팅하거나 외부망과 내부망을 동시에 보면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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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워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내부 업

무 수행에 있어서는 많은 불편함을 가지게 되며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2) 물리적인 망 분리 구성-망 전환 스위치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 3, 4와 같

이 PC본체 한 대에 PC를 구성하는 메인보드, HDD,

그래픽카드 등 모든 자원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동시

에 외부망과 내부망 사용이 가능하며 내부에

KVM(Keyboard, Video monitor, Mouse) 스위치 역할

의 장치를 구성하여 입출력 장치(모니터/키보드/마우

스)만 공유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모니터를

망 별로 설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림3) 물리적인 망 분리 구성-망 분리 장치

(그림4) 물리적인 망 분리 구성-듀얼 PC

이렇듯 물리적인 망 분리는 가시적으로 완벽한 망

분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물리적 망 분리 적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망 분리 후에 내부망과 외부망의 자료 이동 및 공

유, 내부망 PC에 외부망 연결시 데이터 유출 가능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동 저장 장치 사용, 내부망 자료

의 인쇄 및 캡쳐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으로 물리적

망의 분리만을 통한 내부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방

지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데이터 암호화, 저장 매체 제

어, 출력물 보안 및 사용자 인증과 같은 솔루션을 도

입 하거나 위의 사항에 맞는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한

다. 결론적으로 물리적인 망 분리는 물리적인 분리를

통해 가시성을 가지며 완벽한 망 분리로 높은 보안성

과 안정성을 가져 오게 된다. 하지만 망간 데이터 교

환이 불편하고 별도의 네트워크 망 구축 과 사용자

단말기의 추가 설치로 도입 및 유지비용의 증가를 가

져오게 되며 높은 전력 소비로 그린 IT에 역행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2.2 논리적 망 분리

논리적인 망 분리는 (그림5)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상화 기

술을 접목, 하나의 사용자 PC에서 인터넷의 이용과

내부 업무망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주로 가

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화 구성 방식에 의해

인터넷 영역과 내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가상화 영역

의 망 분리를 통해 1대의 PC에서 업무 영역의 분리와

네트워크 가상화[2,3,4,5]를 이용하여 망 분리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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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성한다.

(그림 5) 논리적 망 분리 개념도

가상화 기반 기술은 사용자 인증을 통한 서버 접속

또는 보안영역 접속방법으로 문서가 생성, 조회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일련의 과정이 중앙서버 또는 보안 영

역을 벗어날 수 없어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사용자의

이벤트에 대한 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기업의 보안 정

책에 따라 데이터 및 사용자 관리가 가능하다.

2.2.1 서버기반(Server Based Computing) 망

분리

서버 기반의 논리적 망 분리는 SBC를 활용하여 가

상 머신을 탑재한 서버에 접속하여 내부 업무망을 사

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시에는 기존 PC는 환경과 동

일하게 이용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VMware 와 같은

가상머신[6,7,8]을 탑재한 서버를 중앙에 두고 각 사용

자 PC가 중앙 서버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이다. 사용자는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용 가상 머

신 서버에 접속하여야만 하며 생성되거나 조회한 문

서는 중앙 서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문서의 외

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 방식은 물리적으로 PC가 한 대만 있으면 되고,

각 업무환경을 중앙 서버에서 통제함으로써 유지보수

효율성이 높다. 이는 PC 의 저장장치가 손상되었을

경우 당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해지고, 심각한 경우

데이터 전체의 소실 위험까지 존재하게 된다. 또한

PC를 수리하고 OS를 재설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 시간 동안 업

무는 마비되어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게 된다.

하지만 SBC의 경우 PC가 물리적인 손상을 입는다

해도 다른 자리와 새로운 PC가 있으면 즉시 업무 수

행이 가능하다. 모든 자료와 업무 환경이 서버에 보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서버에 접속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C가 아닌 모바일 환경에서

도 업무를 처리할수 있다. (그림6)은 이러한 SBC 기

반의 논리적 망 분리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SBC 기반 망 분리#1

두 번째 서버 기반 가상화 망분리는 그림 7에서와

같이 가상화 서버를 중앙에 두어 각각의 사용자 별

클라이언트 OS를 가상화하여 연결된 사용자의 OS를

구동하여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화된 OS를 사용하

는 방식이다.

(그림 7) SBC 기반 망 분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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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세션 브로커 서버와 인증서버를 통해 중

앙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 서버의 네트웍

설정에 따라 인터넷 망 및 내부망을 사용 할 수 있다.

사용자의 OS 및 애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관리 및 통제가 원활하며 유지보수

와 업그레이드가 수월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

의 증가에 따른 서버의 성능 저하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2.2.2 클라이언트 기반 가상화 망 분리

(그림 8)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 망 분리#1

클라이언트 기반 가상화 망 분리는 SBC 기반의 망

분리와 마찬가지로 가상화 기반에서 동작을 하지만

서버가 아닌 개인별 데스크탑에서의 가상화 방법이다.

NIC를 두 개 사용하여 호스트 운영체제와 가상머신에

각각 할당하고 분리된 망으로 연결하거나 VPN을 통

하여 내부망으로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망 분리를 실

현하는 방식이다. SBC방법과 비교해 볼 때 데이터의

중앙화로 인한 이득과 중앙 통제에 따른 장점이 없는

반면 사용자 PC의 하드웨어 자원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구성 방식은 그림 8과 같

이 PC 데스크톱 OS를 가상화하여 Host OS와 Guest

OS를 구성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해 다른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망을 분리한다. 두 번째 구성방식은 그림 9

와 같이 클라이언트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OS에 별도의 가상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

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식은 두번째 방식과 달리

OS를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OS 상에 가상의 공간을 생성하고, 가상공간에서 실행

된 어플리케이션만 인터넷에 접속되도록 함으로써 망

분리를 실현한다. 이 방법은 시스템 자원을 많이 소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의 PC에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

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망분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림 9) 데스크탑 가상화 기반 망 분리#2

2.3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 구축

2.3.1 물리적 망 분리 구축

기존의 운용 시스템은 (그림 10)과 같이 망의 구

분 없이 내부 업무 시스템과 외부 업무 시스템을 사

용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사이버 침해 및 해킹 피해사

례가 증가하고 중요 데이터의 유출로 이에 물리적인

망 분리를 적용하여 이러한 피해 및 중요 자료에 대

한 보호를 하고자 하였다.

사용자 단말기는 듀얼 PC를 사용하여 업무 효율성

을 제고 하였고,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 장비는 기존

구성과 동일하게 인터넷용으로 추가 구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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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물리적 망 분리 적용 전 구성

업무망은 인터넷 회선과의 연결을 제거 하고 지역

사무소와 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 VPN 장비를 통한

지역 사무소와 통신환경을 구성 하였다. 추가 적으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업무망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해

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망 연계장비를 두어 실질적으

로 TCP/IP 통신을 배제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USB 보안 및 출력물 보안등 외부 저장 매

체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고자 정보보호 솔루션을 추

가로 구축 하였다. (그림 11)은 최종적으로 물리적 망

분리를 적용한 구성도를 보여 주고 있다.

물리적 망 분리 적용 구성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터넷전용 네트워크장비 구축 : 스위치/라우터

∙인터넷 전용 보안 장비 구축 : 방화벽/IPS/망 연

계장비

∙보안 솔루션 구축 : 매체제어(USB/외장 HDD) /

출력물보안/문서 암호화/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인프라 구축 : 사용자 UTP 케이블/건물간 광 케

이블 구성

∙사용자 PC : 듀얼 PC 도입

∙프린터 서버 도입

(그림 11) 물리적 망 분리 적용 후 구성

2.3.2 클라이언트 기반 논리적 망 분리 구축

기존의 시스템 운용은 사용하고 있는 PC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여 클라이언트 기반 가상화를

통한 논리적 망 분리를 적용하여 구성 하였다.

(그림 12) 논리적 망 분리 적용 전 구성

기존 구성은 (그림 12)와 같이 업무망과 인터넷 망

의 주 회선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용자 PC

들은 업무망에 존재하고 인터넷 망을 이용할 시에는

업무망의 모든 네트워크 및 방화벽을 지나서 인터넷

망으로 전송이 되는 방식이며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 업무망과 인터넷 망 사이에 방화벽을 두어 구성

되어 있었다.

(그림 13)은 클라이언트 가상화 기반 논리적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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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를 적용한 구성과 사용자 PC의 환경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3) 논리적 망 분리 적용 후 구성

망 구성에서는 기존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를 최대

한 활용을 하고, 추가된 장비 및 그 기능은 인터넷 망

과 업무망 사이에 보안 G/W 및 중계서버를 두어 망

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하였고 사용자 PC 환경은

기존에 사용하던 PC를 그대로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

위에 서비스를 제어하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네트워

크 및 OS, 망 별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환경을 구

축 하였다. 망 전환시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망 전환 스

위치를 사용하여 망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논리적 망 분리 적용 구성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클라이언트 가상화 솔루션 : 기존 PC에 설치

∙클라이언트 가상화 솔루션 관리 서버 : 업무망에

구성

∙중계서버 : 업무망과 인터넷 망에 설치 및 연계

∙보안 솔루션 구축 : 매체제어(USB/외장HDD)/출

력물 보안/문서 암호화/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3. 물리적 망 분리와 논리적

망 분리 비교 결과

2절에서는 물리적 망 분리와 논리적 망 분리에 대

해 다양한 구성 방식과 실제 구축 및 적용에 따른 필

요 요소 및 구성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에 따른

각 망 분리 결과에 대해 <표1>, <표2>에 나타내었다.

<표 1> 물리적 망 분리 결과

구분
물리적 망 분리

PC 2대 망 전환 장치 듀얼 PC

전환시
재부팅

없음 재부팅 없음

보안성
완전한 망 분리 구성으로

안정성 확보

추가
장치

PC,
네트워크 및

회선

망 전환장치,
HDD,

네트워크 및
회선

전용 PC
네트워크 및

회선

주요
장점

물리적 분리
보안

단일 PC상의
망 전환

물리적 분리
보안

단일 PC상의
전환 효과

주요
단점

구축 및
유지비용이
높다.

재 부팅으로 업
무 연속성 저하

구축 및
유지비용이 높다.

사용자
현황관리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표 2> 논리적 망 분리 결과

구분
논리적 망 분리

서버기반 가상화 PC 기반 가상화

전환시
재부팅

없음 없음

보안성
인터넷 영역에 대한
보안성 취약

커널과 분리되어
악성코드 감염이 안됨

추가장치
전환서버 및 SBC

솔루션
가상화 솔루션

주요장점
통제 및 관리가
편리함

기존 자원 활용으로
도입비용이 저렴

주요 단점
다양한 S/W 지원의

어려움
다양한 PC 환경 호환성

검증 필요

사용자

현황관리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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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업무망과 외부망을 분리함으로써 외

부의 악의적인 공격 및 해킹으로 인한 내부 주요 정

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를 구축

하였다.

기존의 물리적 운용 시스템은 망의 구분 없이 내

부 업무 시스템과 외부 업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지속되는 사이버 침해 및 해킹 피해사례가 증가하였

다. 이를 해결하고자 업무망은 인터넷 회선과의 연결

을 제거 하고 지역 사무소와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VPN 장비를 통한 지역 사무소와 통신환경을 구성 하

였다. 내부 업무망과 외부 업무망 사이에 데이터를 전

송을 위해 망 연계장비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

였다.

또한 논리적 망분리를 위해 클라이언트 기반 가상

화를 통한 논리적 망 분리를 적용하여 구성 하였다.

망의 주 회선은 별도로 구성하여 사용자 PC 들은 업

무망에 존재하고 인터넷 망을 이용할 시에는 업무망

의 모든 네트워크 및 방화벽을 지나서 인터넷 망으로

전송이 되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완전한 망 분리 작업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커널과 분리되어 악성코드 위험 감염이 방

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후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접속으로 인한 해킹, 파

밍등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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