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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개인정보/데이터보호 1위, VDI 국내 1위 솔루션 (최근 2년 고객 유저 수 기준) 

소만사 VDI 솔루션은

주요 금융권과 대기업 BMT에서

외산 C사와 외산 V사 대비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금융권 A사인 경우

가격과 기술력 모두

외산대비 높은 점수를 확보했습니다. 

외산 S사 DLP솔루션을

10년에 걸쳐 대체한 것처럼

VDI 분야도 외산 C사 V사 솔루션을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26년간 시장 1위 DLP, 가상화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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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DI 1,000 유저 수주 (금융권 내부 PC가상화) 

2022 VDI *000 유저 수주 (금융권 내부 개발자 PC가상화) 

VDI  500 유저 수주 (대기업 망분리)

2021 VDI 15,000 유저 수주 (은행)

VDI 1,300 유저 수주 (대기업 제조업)

Secure VDI솔루션 ‘VD-i’ 2.0 출시

2020 클라우드 DB서버용 접근제어 솔루션 ‘DB-i Cloud’ 출시

2019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EDR 솔루션 Privacy-i EDR 출시

2015 악성코드, 비업무, 불법사이트 차단솔루션 ‘WebKeeper’ 리눅스 플랫폼 개발

2011 개인정보 유출방지 Privacy-i DLP(복사, 출력, 인터넷 업로드 통제) 출시

1997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설립



2. VDI 기술 적용 사례 – 논리적 망분리

1. 인터넷 접속 망분리

2. 원격접속시 망분리 대체

3. 중요 서버 접근 단말 망분리

4. 이해관계 상충 부서 망분리



망분리 적용 사례 물리적 논리적

인터넷 접속시 망분리 ○ 확대

핵심 서버 접속
주요 단말 망분리

○ 허용

이해관계 상충 부서 망분리 현실적으로 불가 ○

원격접속용 망분리
대체 기능

불가 ○

개발자망 망분리 예외 적용 불가 ○

논리적 망분리 확대 및 Endpoint보안 기능 강화(EDR 외)가 추세

망분리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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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4조 접근통제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

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 인터넷 접속 시에는 가상화 단말에서 작업, 내부 업무는 기존 데스크탑에서 작업

• 가상화 단말과 내부망은 데이터 교류를 차단하거나 일방향으로만 제공

망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관련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사내망

망분리

사외망

내부 데스크톱 VDI 인프라 컴퓨팅 환경

Broker
VM (Virtual Machine)

인터넷

방화벽

논리적 망분리 구성도

화면정보만 전송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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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접속 망분리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구성도

• 업무화면만 전송되며 파일 업로드/다운로드는 차단되기에

재택근무 단말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유입문제로부터 원천적으로 안전

• 재택근무 노트북 분실시에도 데이터 유출위험 없음

• 재택근무 노트북에서 취약한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구축 필요

사내망사외망

망분리

인터넷

재택근무 데스크톱

V

VDI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
보안 에이전트

E

인트라넷 포탈VDI 인프라 컴퓨팅 환경

Broker VM (Virtual Machine)

메일서버

인사서버

개발서버

화면정보만 전송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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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접속시 망분리 대체



금융기관 주요서버 접근 단말 망분리 정책

망분리

사내 주요 서버VDI 인프라 컴퓨팅 환경

Broker VM (Virtual Machine)

ERP서버

금융서버

개발서버

화면정보만 전송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차단

서버팜

일반 업무 단말

일반업무망 핵심 서버 접근망

3. 중요 서버 접근 단말 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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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비즈니스 유닛사이에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자본 시장 통합법) 

• 예) 기업 투자 부서 VS 증권 투자 부서 (금융사)

• 예) **전자용 반도체 VS **용 반도체를 동시에 생산하는 제조기업

A 비즈니스 유닛망

망분리
주요 서비스VDI 인프라 컴퓨팅 환경

Broker VM (Virtual Machine)

ERP서버

금융서버

개발서버

화면 정보만 전송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차단

일반 업무 단말

B 비즈니스 유닛망

4. 이해관계 상충 부서 간 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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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DI 활용한 내부 PC 가상화

1. PC 가상화, 클라우드 PC, DaaS

2. VDI의 DLP 역할 (자료 유출통제)

3. DLP 고유 기능



사내망

사내 인트라넷 포탈클라우드 PC 환경, VDI 인프라 컴퓨팅 환경

Broker VM (Virtual Machine)

메일서버

인사서버

개발서버

높은 안정성과 고성능의 가상 컴퓨팅 솔루션
클라우드 모니터

화면정보만 전송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차단

1. PC 가상화, 클라우드 PC, D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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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자산 중앙관리, 자료 유출통제

• 중앙관리자는 사내에 산재된 PC자산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중앙통제 방식으로 PC 자원 실시간 추가 및 제거 용이

• 데이터 백업 용이성

• USB/테더링/외장하드/RF통신/HDD 착탈 문제 해소

•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

제로, THIN 클라이언트, 혹은 노트북

• 직원 데스크탑은 경량, 제로 클라이언트, 혹은 노트북

VD 접속을 위한 최소한의 사양 제공

• 모니터 일체형 + 마우스+ 키보드



Data Risk Endpoint  DLP VDI

USB 파일 복사 및 USB 매체 제어 ○ ◎

테터링 접속 통제 ○ ◎

외부 WIFI 접근통제 ○ ◎

IrDA(Infra red)적외선 통신 ○ ◎

스마트폰으로 파일 복사 통제
(USB 모바일로 PC에서 핸드폰 파일 복사) 

○ ◎

CD/DVD 통제 ○ ◎

HDD 도난 △ ◎

멀티 OS 부팅 통제 ○ ◎

노트북 도난 ○ ◎

2. VDI의 DLP 역할 (자료 유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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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isk VDI DLP

인터넷 전송 데이터 감사로그 확보
내용기반 통제

불가 ◎

출력물 내용기반 통제, 감사로그 확보 불가 ◎

USB  파일 복사 파일
감사로그 확보 및 내용기반 통제

불가 ◎

인터넷 전송 파일과 출력물에 대한 감사로그 확보와
내용기반 통제는 DLP 고유영역

Endpoint 보안의 끝판왕은 VDI not DLP, even not AV, DRM

3. DLP 고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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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DI 확산을 위한 파괴적 혁신 R&D 소개

1. 비용 부담

2. PC보안 충돌

3. 국산화와 비용 절감

4. 망연계 비용 절감

5. PC보안 충돌 최소화 전략



외산 VDI 
고가

라이선스 비용

외산이 독식한 VDI 시장

고가 라이선스로 인한 도입부담

인당 구축비용

150~250만원

고가의
망연계 솔루션

내부망 PC와

재택근무 PC 사이

자료교환, 업무효율을 위해

망연계 솔루션이 필요하나

이 또한 고가의 구축비용

예전에는 PC 두대 보다 VDI 도입이 더 비쌌다

1. VDI 도입 장벽 :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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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보안
솔루션과의 충돌

다수의 PC 보안 솔루션이
OS 커널 후킹 시
충돌문제 발생

PC 보안 제품과의 충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운영 부담 가중

제발 Endpoint에이전트 줄여주세요!!!

2. VDI 도입 장벽 : PC 보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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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모 외산기업

라이선스 정책 통보 사례
(변경 전) 영구라이선스 계정 당 60만원

(변경 후) 연간라이선스 계정 당 20만원

10년 전에는 외산 VDI 기술이 독보적이었으나 현재는 보편적인 기술임

• VD-i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구성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 고가의 서버가 아닌 경량화 서버로 구성

• 고가용성은 경량서버 여러 대를 통해 소프트웨어

H/A를 해결

라이선스 부담 최소화 고가용성 설비 구축

3. 국산화와 비용 절감

고가의
라이선스

• 하드웨어적으로는 고가의 스토리지를 탈피

•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오픈소스 적극 활용

• 모든 VDI 기술 분야에서 국산화 성공, 1만 유저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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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망연계 솔루션

• VDI를 통한 업무진행 중에도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상황 발생

• 모든 VDI 도입사는 망연계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음

• (필요 시) 가상화 데스크탑과 업무용PC 사이

정보공유기능(Copy& Paste) 허용 (일방향/양방향 선정) 

• 이와 동시에 검역소(주요 정보유출차단, 악성 코드 통제) 작동

• 교류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감사로그 확보

Virtual Desktop

Virtual Desktop

외부중계
서버

내부중계
서버

업무용PC
(클라이언트PC)

Virtual Desktop
(가상화 데스크탑)

망연계 솔루션

망연계 내재화된 VDI

4. 망연계 기능 내재화로 비용 절감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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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C보안 충돌 최소화 전략 : 엔드포인트 싱글에이전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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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엔드포인트 싱글에이전트로

악성코드차단, 엔드포인트 위협탐지 대응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진단, 취약점 점검까지 수행



5. 시스템 구성

1. 일반적인 VDI 구성요소

2. 일반적인 논리적 구성

3. 시스템 구성



1. 일반적인 VDI 구성요소

일반적인 VDI 구성요소

구 분 설 명 예 시

클라이언트
• 가상머신 접속용 단말, 웹방식과

C/S 앱방식 지원
브라우저 접속, 앱방식 지원

브로커 서버
• 사용자 인증, 정책 적용

• 가상머신 할당 정보
세션 브로커

인증 서버
• 사용자 계정 통합관리

• 사용자별 정책 정의
Active DIRECTORY 기반

하이퍼바이저
• 가상머신 실행환경 제공

• 가상머신 운영
KVM

가상머신 운영서버
• 사용자별 할당

• 독립된 사용환경 제공
OpenStack 중심

스토리지
• 가상머신 이미지 저장

• 사용자 업무자료 저장
C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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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논리적 구성

Network

DB

STORAGE #N
STORAGE #1
(+ Network #3)

CONTROLLER #2
(+ Network #2)

CONTROLLER #1
(+ Network #1)

Public

Intranet

External

Management

Tunnel

이중화 (H/A)

COMPUTE #1 COMPUTE #2 COMPUTE #N

• V.M 구성 4대 자원: CPU + Memory + Storage + Network

• 클라우드 구성 4대 노드: Controller + Network + Compute + Storage Node

10Gbps

스토리지 백업 적용

V.M Fail-Over 지원
(VM을 정상인 노드로 분산)

일반적인 논리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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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시스템 구성

제안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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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USER수에 따라서 서버의 논리적, 물리적 구성을 최적화하여 제안 (아래 예는 500user, 500 user 당 랙 하나)



6. 기능소개



1. 기능 요약

보 안

ID/PW 2-Factor 인증지원

03. 강화된 인증방식

SSL/TLS 암호화통신 지원

04. 암호화 통신

스 펙

4 core, 8GB memory, 

50GB HDD 이상(ALL FLASH)

05. 컴퓨팅 파워

ONE STOP FAILURE 없음

07. 안정성

HA기능 제공, Controller 노드 이중화 구조 채택

VM이 탑재된 컴퓨터 노드 Fail시

VM Fail-Over 기능제공, 

다른 운영중인 컴퓨터 노드로 VM을 이전

08. 고가용성

무중단 증설 가능 (Scalable architecture)

06. 확장성

WINDOWS10 , 리눅스 (하모니카, 구름OS, 티맥스OS) 

01. Guest OS

윈도우 (앱방식, 브라우저 방식)  

(* 향후 IOS, 안드로이드 지원예정 ) 

02. 접속 가능 클라이언트 환경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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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모시연



8. 제품비교 & 로드맵

1. 제품 비교표

2. 주요 로드맵



29

1. 제품 비교표

항목 소만사 외산 (VDI+고가 스토리지)

가격 측면 (1,000User) 외산대비 30% 저렴한 가격 15억 (인당 150만~300만원) 구축 비용

PC당 제공 컴퓨팅 파워
(CPU, MEM, HDD)

4CORE CPU, 8GB 메모리, 50GB 하드 (ALL FLASH)
외산 대비 높은 컴퓨팅 파워 제공

동일한 비용대비
제한적인 컴퓨팅 파워

제공가능한 OS형상
Windows 10 및
LINUX (하모니카, 구름, 티맥스OS등 개방형 OS)

Windows 중심

성능
오피스 문서처리 및 웹서핑 진행시 지연없음
동영상플레이시 외산 VDI와 동일한 성능

오피스 문서처리 및 웹서핑 진행시 지연없음

안정성
(ONE STOP FAILURE)

경량서버 다수구성
SW HA를 통해 안정성 강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여 안정성 높음

운영유지관리
역량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턴키구축제공
벤더사 자체 기술지원인력 200명 이상 보유
직접 운영 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별도 구축되며
운영조직은 구축회사와 독립적으로 진행

보안 기능 (별도 라이선스)EndPoint 싱글에이전트 보안 제품과의 내재화 별도의 보안 솔루션 구매 및 적용

사용자 인증 AD등 다양한 인증체계 제공 인증체계 제공

시스템 모니터링
관리도구

제공 제공

라이선스 오픈소스 중심 상용라이센스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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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로드맵

Endpoint 
싱글에이전트
보안 기능 연동

망연계 기능 통합

GPU 가상화

PC와 VD 사이에 데이터 공유시
악성코드 분석 및 차단
개인정보 유출차단

2023년 1월 지원 완료



소만사 26주년
세계적인 보안 기업으로 성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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