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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분리란?  

    안전한 내/외부망 이용을 위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환경
을 실현시키는 기술 

전세계 악성코드 배포 
국내 주요 사이트 공격, 
좀비PC데이터 파괴 

청와대, 국민은행 
등 40개 기관 공격, 
농협 전산망 파괴 

KBS, YTN, MBC  
언론사 및 NH농협, 
신한은행, 제주은행 

커다란 손상 

망 분리 정의, 사회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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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영역 -> 국가정보보호기본지침 제33조(전산망(내부망) 구축 시 인터넷과 분리하도록 
망을 설계) 

     금융부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 대책) 

     민       간 -> 정보통신망법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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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망 분리 기대효과 
 

  ◈ 보안 강화 

    - 의료정보의 희소성과 활용성이 높고 해킹이 용이하여 

      해커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음. 

     : 타 산업에 비해 보안 관리 취약, 상대적인 낮은 보안인
식 수준 

    -> 망 분리 통해 외부로부터의 보안위협(해킹) 및 

         개인정보/기밀자료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보안 사고 예방 

 

  ◈ 연구 자율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 

    - Public Cloud service 사용 가능 (google drive, one 
drive) 

    - 10G KOREN망 사용가능 (국가연구외부망). 

    - 재택 근무 환경 구축 

    - 다양한 화상회의 solution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업무관련 자료 검색, 교육 등 직무 능력 향상 및 

       직원 만족도 향상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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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 구성 요소 

Copyright(c) 2018 LOGISYS All Rights Reserved. 

1. PC (물리, 논리) 

2. 망연계 시스템           

(자료/스트리밍 연계) 

3. UTM 

     (방화벽, IPS, Viruswall) 

4. 사용자보안 

  (백신, PMS, NAC, 내PC지키미) 

5. N/W(L4, L3, L2) 

6. 서버, Storage 

 

1 

2 

2 

3 

3 

의료원 구성원 마음의 준비, 적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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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망 분리 

논리적 망 분리 

2 PC 

망 분리 전환 장치 

멀티 PC 

서버기반 가상화 

PC기반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VDI 

프리젠테이션 가상
화 

어플리케이션 가상
화 

H/W 레벨 가상화 

커널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가상
화 

Hybrid 가상화 

물리 PC 2대 

망 분리 방식(종류) 

Heavy User 

2 Monitor 

Light Internet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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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물리적 -> 논리적                                 운영 환경 분석 – 시대적 

요구 사항 변화 
 

  1. 망 분리 초기 환경 및 논리적 망 분리 변화의 바람 

         1)  금융권 등 물리적 망 분리 강제화(2013년)에 따른 망 분리 실시(의료원 초기 물리적 검

토) 

               : 금융권도 전산실만 물리적 망 분리 강제화 

         2) 논리적 망 분리 보안성 검증, 물리적 망 분리 불편함, 논리적 클라우드 이용 확대, 코로나 

재택 근무 확대 등금융위 허용에 따라 논리적 망 분리 구축(2015년부터) 

         3) 상대적 비용 과다, 관리 비용(네트워크/PC 등) 증가로 금융권 망 분리 교체 시 논리적 망 

분리 확대 

         4) 최근 금융권 및 국가기관  도입 사례 

             2020년 : 

              우리은행 인터넷(3,000개), 우리은행 DB접근(320개), 한화생명 내부망(500개), 삼성카

드 인터넷(1,000개), 삼성카드 고객서비스(1,500개), KOTRA(1,000), KB증권(인터넷 

2,900, 업무 400), 우정사업본부 내부망(800), 농림축산부(1,500), 대구은행 내부망(200)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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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망 분리 - SBC(서버 기반 가상화,  VDI) 

구 분 설     명 

방 식 물리 PC -> 외부망용, 

가상 PC -> 내부망 사용 

장 점 도입 비용 감소 등 추가 비용 최소 

PC 추가 설치 공간 문제 해소 

프로그램 설치 만으로 손쉬운 망 분
리  

중앙관리를 통한 보안통제 강화 

단 점 동시 접속 시 부하 증가(Boot 
Storm 등) 

Internet 

Gateway 

사용자 PC 

업 무 영 역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외부망 

내부망 

가상 
PC 

가상 
PC 

가상 
PC 

가
상
PC 

가
상
PC 

가
상
PC 

OCS/EMR, ERP,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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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망 분리 강점(VDI1) 방식-내부망 용)                    * 대상 :  의치간호대학 주요 교수직 

 
1.  생산성 향상 

     1) 원내는 물론 외부에서 자신의 내부 VDI  접근하여 U3.0 사용 

     2) 프로그램 설치 만으로 어디서나 손쉬운 망 분리 VDI 설치 

         - 별도 케이블 공사 및 PC 추가 설치 불필요 

     3) 코로나 사태 및 사회적 트랜드에  따른 재택근무 구현(국정원 재택근무 시 지침) 
 

2.  안전한 자료 보관 
     1)  서버 내 자료 통합 관리로 안전한 보관(별도 스토리지) – Hdd 불량 등 문제 해소 
 

3. 효율적인 자원 관리 
     1) 물리적 PC 1대 사용에 따른 공간 문제 및 전력 낭비 해소 

          - 현, 보안게이트웨이, KVM 및 PC 2대 관리에 따른 관리 포인트 증가 및 높은 유지보수  

     2) 사용빈도가 적은 원내망 PC에 대한 효율적 자원 관리 가능 

          - 용도 별 손쉬운 자원 할당(RAM, 저장공간)으로 불필요 자원 최소화 

      3) PC 구매 불필요, 망간 프린터 사용 가능(전용 프로토콜) – 도입비용 최소화 
 

4. 도입 비용 최소화 
     1) 서버, 스토리지 손쉬운 확장으로 최소 투자 후 증설 용이 
 

*1)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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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망 분리 - CBC(클라이언트 기반 가상화) 

구 분 설     명 

방 식 물리 PC -> 내부망 

가상 PC -> 외부망 

장 점 네트워크 구축 및 PC 시스템 도입
비용 최소  

프로그램 설치 만으로 손쉬운 망 
분리  

단 점 PC자원 (SSD, RAM) 추가  필요 

업 무 영 역 

Internet 

Gateway 

가상화 영역 

외부망 

내부망 

자원 활용에 따른 구분 

- VDI  : 서버(SSD/RAM) 

- CBC : PC(SSD, RAM) 

OCS/EMR, ERP, PACS 

원내 전반 



연세의료원 망 분리시스템 구축 

논리적 망 분리 강점(CBC 방식 – 인터넷용)              * 대상 :  원내 전반 인터넷 

필요 부서  
1.  생산성 향상 

     1) 원내 전반 인터넷 차단에 따른 단점 보완 

         - 선진 의료 관련 논문 Search, 온라인 교육 및 기술 습득 등 단점 해소 -> 직원 만족도 향상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필요사이트만 오픈 

     2) 프로그램 설치 만으로 어디서나 손쉬운 망 분리 설치  

         - 별도 케이블 공사 및 PC 추가 설치 불필요 

         - 간편한 설치 재설치 

 

2. 효율적인 자원 관리 

     1) 물리적 PC 1대 사용에 따른 공간 문제 및 전력 낭비 해소 

          - 현, 보안게이트웨이, KVM 및 PC 2대 관리에 따른 관리 포인트 증가 및 높은 유지보수  

     2) PC 구매 불필요 – 도입비용 최소화 

     3) 인터넷 사용 시에만 자원 사용으로 추가적인 메모리 등 추가 불필요 
 

3. 도입 비용 최소화 

     1) 라이선스 구매 및 관리 서버 구매로 구축 
 

* 1) CBC, Computer Base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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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망 분리 - CBC(클라이언트 기반 가상화) 

권장 사양 

- CPU i5 6세대 이상 

- RAM 16G 이상(가상 6G)  

- SSD 250GB 



연세의료원 망 분리시스템 구축 

- 목 차 - 
 

1. 망 분리 정의, 사회적 배경, 법적 근거 

2. 의료원 망 분리 목적, 기대효과 

3. 망분리 구성요소, 망분리 방식 

4. 망분리 사업 추진 개요(설계 사상, 구성도) 

5. 망 분리 보안 정책(보안프로그램, 망연계, 프린터) 

6. 망 분리에 따른 환경 변화 

7. 망 분리 사례, 시사점, 사전점검 



연세의료원 망 분리시스템 구축 

망분리 사업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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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 보안정책 

구분 정책 

내부망 

• 인터넷 차단(외부망 파일 전송 시 망연계 사용) 

• 강력한 보안 적용 

  : DRM(문서암호화), 개인정보암호화, 매체제어, V3, 유해사이트, 내PC지킴이, 

NAC(비인가차단) 

  : USB 등 매체사용 쓰기 차단(관리자 승인), 

인터넷 

• 학술사이트, 자료검색, 스트리밍, Cloud 등 인터넷 사용(연구활동 활성화) 

• 내부망 직접 접근 차단(파일 전송 시 망연계 사용) 

• USB 등 매체 사용 차단(망연계 사용) 

비고 

• 망연계를 통해 파일전송 및 필수사이트 허용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적용 : 음란, 게임, 도박 차단 

• 필수보안프로그램 

   - 매체제어, 개인정보암호화, NAC, IP관리, V3, 랜섬웨어, DRM, 패치관리시스템, 내

PC지키미, 망간자료전송시스템(선택)   

• 패치관리시스템 적용 

내부망 인터넷을 차단하고 강력한 보안정책 예외 없다 



연세의료원 망 분리시스템 구축 

망간연계 및 자료전송/스트리밍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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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이트(DUR,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기열람 등) 
- 망간 프린터 연계 

-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검사 
- 외부 반출 승인 

 

• (외부망  내부망) 망연계 통해 즉시 전송 

• (내부망  외부망) 부서장을 통한 승인 

• 망간 전송 시 바이러스 검사 및 개인정보 필터링(부서장/정보보안팀 메일통보) 

• 망간 필수사이트(DUR,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기열람 등) 및 프린터 

연계 

 

파일 

스트리밍 

망간연계 및 자료전송/스트리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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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연계 및 자료전송/스트리밍 

고려사항! 

- 자료 업/다운  

  : 바이러스 검사, 개인정보 보유여부 검출 -> 대용량 시간 소요 

  :  확장자 제한 

 

- 프린터 연계 

  : 기기별 프린터 포트 Mapping 등록 -> 환경 변경 시 재등록 

     -> VDI : *** 방식 이용, local 환경과 동일한 프린터 연결 기능 제공 

     -> VMFort : *** 방식 이용, Local/네트워크 프린터 연결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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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에 따른 환경 변화 

필수 사이트 신청(정보보안팀 필수사이트 승인) 

 • 각 부서별 Pilot Test 실시(IMO) 

• 정보보안팀 필수사이트 신청/승인 

   ex) OCS 연계서비스 - 심평원(0), 건보공단

(0), 

         네이버(X), 파리바게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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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외부 메일 링크 클릭 시 사이트 차단(ㅠㅠ) 

망 분리에 따른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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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매체제어 전사 적용 

관리서버 

망 분리에 따른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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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망 문서암호화(DRM) 전사 적용 

망 분리에 따른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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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 사례(신촌) 및 시사점 

수행 방안 수행 방안 망 분리시스템 사용자 홍보 및 교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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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 사례(신촌)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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