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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망 분리(Network separation)의 중요성은 기존 업무용 PC에 인터넷을 같이 사용함으로 내부 정보가 유출된 사건 

등이 발생되고 서버들도 인터넷에 접근 가능 하도록 환경이 구성되어 악성코드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용한 망 분리와 망 연계 시스템과 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용 네트워크 영역과 가상화 시스템 서버팜 영역으로 구성영역 구축하고 이후 보안 시스템 영역과 

망간 자료 연계 시스템 영역으로 분류하여 구축 연구 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1만 user 
이상의 사이트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부하와 LOB(Line Of Business)등이 VM(virtual machine) Density가 보수적 산

정된 근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용한 망 분리 구축이 연구 되었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network separation is due to the use of the Internet with existing business PCs, resulting in an 
internal information leakage event, and an environment configured to allow servers to access the Internet, which causes 
service failures with malicious code.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use network virtualization to 
separate networks and network interconnection system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struction area was constructed 
into the network area for the Internet and the server farm area for the virtualization system, and then classified and 
constructed into the security system area and the data link system area between networks. In order to prove the excellence 
of the proposed method, a network separation construction study using network virtualiz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basis of VM Density's conservative estimates of program loads and LOBs. 

키워드 : 네트워크 가상화, 망 분리, 가상화 시스템, 망 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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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w to work in a virtualized system

Ⅰ. 서  론

인터넷의 보편화로 금융사와 기관들의 업무용 PC에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내부 주요 정보와 고

객들의 정보 유출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부와 외부 

인터넷이 연결됨으로 대출정보 관리시스템이 해킹되거

나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되었다. 또한 관리시스

템으로 사용하는 서버들이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하도

록 되어 있어 악성코드를 DB서버와 정보기기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 되었다[1-4].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효율적 사용

으로 사물들과 정보들을 가상화 하여 사용함으로 편리

성을 제공한다. 또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창출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안기술과 여러 복합기술들을 요구되고 있

다[3]. 업무 영역과 인터넷 영역간의 분리는 인터넷영역

의 각 서버 접근을 제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구성 방식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

터넷영역의 정보 유입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5-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망 분리와 망 연계 시스템과 병

행구축 방법을 제안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연계를 

위하여 자료 전송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망 분리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

기 위한 정보보호 조치의 방법으로 다른 측면에서는 업

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저하 된다. 그래서 망 연계 시

스템을 구축하여 망간 정보교환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
러나 인터넷 영역의 정보가 업무 영역으로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한 정보 보호와 교환을 위해서는 보안에 

위협되는 요소를 원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구성방안에 대하여 논

하고, 3장에서는 망 분리 구축에 대하여 논하고 4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Ⅱ. 구성 방안

2.1. 가상화 시스템 구성 방안

가상화 시스템 구성 방식은 망 분리를 위하여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가상화 방식을 적용하

여 인터넷 망을 가상 데스크탑으로 접속하여 사용하도

록 하며 업무망은 기존 물리 PC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공간에 VDI 방
식의 가상화 방식을 설치하여 망 분리를 구성하는 방법

이며 VDI 방식의 가상화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

리용 서버는 가상머신 형태로 구성하여 가상머신의 장

애나 물리서버의 장애 시 고가용성을 확보하도록 구성

해야 한다. 사용자 인터넷망 사용을 위하여 개개의 데스

크탑을 가상머신으로 구성하여 1:1 방식으로 연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가상화 방식의 OS영역과 사용자 데이

터 영역 구성 및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볼륨을 나눈 

형태의 스토리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을 위

한 가상 데스크탑을 접근하기 위하여 기존 물리PC를 활

용하며 각 물리 PC에 Agent를 설치해야 한다.
가상화 전체 관리서버는 H/W와 S/W 모두 이중화 구

성을 하여 Active-Active방식으로 동작하여야 장애 발

생 시 한 대의 서버로 운영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MS-SQL은 이중화 방식인 미러 구성을 통하여 Active- 
Standby로 구성을 해야 한다. 가상화 전체 운영서버는 

HA (High Availability)을 통하여 1대의 서버가 장애 시 

다른 서버로 사용자 VM이 이관되어 무중단으로 서비

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가상화 시스템 구성방안 그림 1에서 가상화 시스템 

사용자 체감 환경은 크게 기존업무 방식과 가상화 시스

템 적용 후 업무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첫째 기존 

업무 방식은 개인 PC에서 업무 서버의 접근과 외부 인

터넷 이용을 하였고 인터넷상에서 감염된 PC가 내부 업

무 환경에 2차 감염의 경로가 되었다. 그리고 업무 데이

터와 인터넷 데이터가 산재되어 저장되었으며 내부 중

요 자료가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았었다. 둘째 가상화 

시스템 적용 후 업무 방식의 변화는 사용자 PC에 설치

된 접속 프로그램 실행만으로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 접

속할 수 있으며 개인 PC에서는 업무서버의 접근만 허용

되며 인터넷은 가상 데스크탑으로 접근하여 분리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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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twork connection system Fig. 3 Security Solution Composition

경에서 이용해야 한다. 업무 데이터는 개인 PC에 저장

되며 인터넷 데이터는 가상화 환경에 저장된다. 이로 인

해 자료 유출 차단과 내부 업무환경으로 2차 감염이 차

단된다.
가상 데스크탑 업무 전환 절차의 프로세스는 방안 

수립 및 인프라 구성을 하고 대상자 선정과 데이터 이

관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VDI업무 전환하여 사용해

야 한다. 가상 데스크탑 open 이전은 사용자 pc의 특정 

폴더로 이동하고 개인 저장소(스토리지)를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연결하여 업로드 할 데이터를 복사 또는 이

동하였으나 가상 데스크탑 open 이후에는 망 연계 솔루

션의 인증절차를 수행 하고 파일 탐색을 브라우저를 이

용하여 업로드 해야 한다.

2.2. 망 연계 시스템 구성 방안

망간 자료전송 구축 방안으로 인터넷 영역과 업무 영

역 간에 파일 전송을 위하여 파일 전송 시스템을 이중화 

구성을 하며 인터넷 영역에서 업무 영역으로 파일 전송 

시 망간 자료전송 서버 내의 백신 엔진을 통한 보안 검

사를 실시해야 한다. 업무영역에서 인터넷 영역으로 파

일 전송하면 승인결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파일

을 송신한다. 
스트림연계 구성방안으로는 인터넷 영역과 업무 영

역의 서버 간 통신을 위하여 L4를 통한 스트림연계 시스

템 이중화로 구성하고 스트림 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감

사이력이 되어야 한다. 접속장비는 출발지, 목적지 정보

를 시간, 포트, 프로토콜 설정으로 검색기능을 제공되

어야 하며 또한 목적지 정보에 도메인접속 정보도 제공

되도록 구성방안을 수립되어야 한다.
그림 2의 망 연계 시스템 구성 방안의 연계시스템은 

스트리밍 연계 서버와 망간 자료전송 서버로 구성되도

록 하며 망간 자료전송 구축 방안은 크게 3개의 구역으

로 나누어 구성하며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연계하는 연

계시스템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망간 자료 연계시스템

의 파일전송 장비는 기존 업무망은 업무망 사용자 DMZ 
(DeMilitarized Zone) L3 스위치를 구성하여 연결하고 

인터넷망 측은 인터넷 VDI 서버에 L3 스위치를 구성하

여 연결 구성한다. 망간 자료 연계 시스템의 스트리밍 

연계 서버는 인터넷 망측 서버를 VDI L3스위치에 연결

하고 업무망 측 서버를 업무망 사용자 DMZ L3 스위치

에 연결 구성 한다.

2.3. 보안시스템 구성 방안

PC의 악성코드 검색 및 보안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

자단에 백신 Agent와 관리 툴의 인터넷망 구성방안을 

간구하며 PC의 윈도우와 백신 등 패치관리를 위한 패치 

관리 Agent와 관리 툴 인터넷 망의 구성이 되도록 하며 

인터넷 망에서 문서 생성 후 폐기까지의 관리를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 Agent와 관리 

툴을 인터넷망에 구성을 하며 서버 접근 제어는 각 서버

에 설치된 Agent를 통해 이용을 확인하고 Manager를 통

해 통합 보안설정 및 이용관리를 하는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
그림 3은 인터넷 망의 보안을 위하여 DRM, 패치관

리, 백신시스템,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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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nganese data encryption communication

2.4. 망간 자료 전송시 구성 방안

망간 자료 전송시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검사와 파일 

위변조 검출 기능을 위해 그림 4와 같이 검사 차단 프로

세스의 절차를 만들어 본다. 우선 사용자 파일 전송시 

악성코드 감시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악성코드와 바이

러스 파일검사 기능 즉, 압축 파일 바이러스 검사 후 전

송을 차단하는 기능과 성공시 파일전송을 수해하고 실

패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팝업을 실행한다. 그리고 암

호가 걸린 압축 파일은 악성코드 검사 불가능한 특징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Fig. 4 Detection function when transmitting manganese 
data

2.5. 망간 자료 전송시 암호화 통신 기능 방안

데이터 보안을 위해 망간 자료 전송 시 전송되는 데이

터의 암호화와 통신의 일방향성 유지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5와 같이 망간 자료 전송시 암호 통신기능은 

자료 전송 구간에는 암호화 통신 기능이 있어야 하고 

inbound port open에 따른 취약성 및 해킹 위협을 대비

해야 한다. 일방향성 통신으로 구성하면 강력하고 안전

한 통신 세션을 구성할 수 있다. 해킹의 위협이 높은 일

반적인 TCP통신이 아닌 non-TCP통신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며 통신요청 protocol을 분석하여 정책외 통신

은 차단을 해야 한다.

Ⅲ.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용한 망분리 구축

3.1. 호스트 서버 산정 근거

1100명의 인터넷 영역을 기존 업무 영역과 분리하여 

인터넷 영역의 논리적인 망 분리 시 성능저하 없는 사용

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호스트 서버 산정을 

해야 한다. 산정 근거는 국내 1만 user 이상의 사이트인 

KT, LG, SAMSUNG의 조사 결과 평균 45~55VM(Hexa 
기준)으로 조사 되었으며 국내 특이사항 중 3가지 특성인 
보안 프로그램의 부하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프로그램 부하와 LOB(Line Of Business)프로그램의 부

하의 특성이 Global Reference에 비해 Korea Reference
의 VM Density가 보수적으로 산정된다.

표 1의 산정 근거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서버의 사이즈, Host당 core수는 2cpu 24core에서 22core
가 필요하며 2core를 뺀 이유는 호스트 장애시 여유율을 

반영한 것이다.

Table. 1 Host Server Calculation Basis

division Number 
of VM

VM per 
Core

VM per 
Memory

VMs 
per 
host

Memory 
per host

Total 
host

Operation 
Server(22) 1100 2vCore 3GB 50 192G 22

3.2. 관리서버 이중화 구성 

가상데스크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관리 VM(Virtual 
Machine)은 이중화 구성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다른 서

버에 구축함으로 서버 장애시 서비스 영향을 주지 않도

록 구성이 필요하다.
그림 6은 관리서버 이중화 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가

상화 전체 관리서버는 H/W와 S/W 모두 이중화 구성을 

하여 Active-Active으로 동작하며 장애 발생 시 한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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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nagement server redundancy configuration

Fig. 8 Target system composition plan

서버로 운영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MS-SQL은 

SQL의 이중화 방식인 미러 구성을 통하여 Active- 
Standby로 구성해야 한다.

3.3. 운영서버 HA(High Availability) 구성

운영서버 HA구성 그림 7의 가상화 전체 운영서버는 

HA을 통하여 1대의 서버가 장애시 다른 서버로 사용자 

VM이 이관되어 무중단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

하였다.

Fig. 7 Operation Server HA Configuration

3.4.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용한 망분리 구축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용한 망분리 구축의 구성방안은 
그림 8에서 ①인터넷용 네트워크 영역과 ②인터넷용 

가상화 솔루션 서버팜 영역과 ③보안 솔루션 영역과 ④

망간 자료 연계시스템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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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네트워크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영역의 정보 유입을 모두 통제

할 수 없어 망 분리와 망 연계 시스템과 병행 구축해야 

하고 우선 자료 연계를 위해 자료 전송 시스템을 구성하

며 망간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망 연계 시스템을 구축

하고 안전한 정보 보호와 교환을 위해서는 보안에 위협

되는 요소를 원천 제거할 필요가 있어 DRM, 패치관리, 
백신시스템, 서버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를 위해 가상화 시스템 구성은 기존 물리 PC에

서 업무를 처리하며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공간에 VDI 방식의 가상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망 분리

를 구성 해 보았고, 망 연계 시스템 구성 방안으로 인터

넷 영역과 업무 영역 간에 파일 전송을 위하여 파일 전

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중화 구성을 하였으며 인터넷 

영역에서 업무 영역으로 파일 전송 시, 망간 자료 전송 

서버 내의 백신 엔진을 통한 보안 검사를 하도록 하며 

업무영역에서 인터넷 영역으로 파일 전송시 내부 시스

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파일을 송신하도록 하였다.
특히 망간 자료 전송구성을 통해 해킹의 위협이 높은 

일반적인 TCP통신이 아닌 non-TCP 통신을 하여 자료 

전송의 안전성을 제공해 주었다. 통신 요청 protocol을 

분석하여 정책외 통신은 차단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가상화 전환 후 업무방식은 개

인 PC에서는 업무 서버의 접근만 허용하고 인터넷은 가

상 데스크탑으로 접근하여 분리된 환경에서 이용 하도

록 구성하였다. 업무 데이터는 개인 PC에 저장되며 인

터넷 데이터는 가상화 환경에 저장된다, 그리고 자료 유

출 차단 및 내부 업무 환경으로 2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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