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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를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암호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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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metric Data Security       는    미국 Vormetric사의 암호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환경의 암호화가 기본  컨셉입니다. ” “ 

Vormetric 은 암호화  시 우려되는 여러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해결합니다. 



Vormetric Strategic Partners  

IBM의 DB2와 Informix DBMS의 암호화를 위한 OEM 암호화 모듈 전담 공급사 
http://www-01.ibm.com/software/data/guardium/encryption-expert/ 

Vormetric Strategic Partners 

ORACLE Database Vault제품의 암호화 키 관리 시스템 전담 공급사 
http://solutions.oracle.com/partners/vormetric  

Vormetric Technology Partners  

HP ILM(Information Management Software) 골드파트너로  
최고성능의 보안 스토리지 시스템을 고객에 공급 
http://h71028.www7.hp.com/enterprise/w1/en/software/information-
management-overview.html?jumpid=ex_r2858_w1/en/large/tsg/go_ilm  

Symantec의  Veritas Netbackup 솔루션에 암호화, 압축, 키 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OEM 모듈 공급 뿐만 아니라  
Sybase,   MicroSoft,    SUN microsystems,   Netapp 등에  기술 제공 및 파트너 쉽 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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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이유 

암호화 전후 기존운영환경의 속도 저하가 발생  
(특히. 암호화된 컬럼의 색인(Index)검색에 취약) 

기존 어플리케이션 수정 발생 

DBMS 뿐만 아니라 특수 성을 가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적용이 불가능 
예) OCS ,MICROS Opera, 녹취 시스템 

VPN & 네트워크 보안 

서버 & PC 보안 

접근제어 시스템 

암호화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적용 현황 



Backup 서버 

File Server 

OCS 시스템 

DBMS 서버 

MICROS OPERA 
시스템 

PACS , EMR , 녹취 서버 등  

스캔 문서 서버 



  이기종간 DBMS를 지원하며 단일 UI에서 중앙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Oracle, Sybase, MSSql, DB2, Altibase, Tibero, CacheDB, Cubrid 등 

  이기종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지원 가능하여야 한다.  
  - Java, VC++, PowerBuilder, Delphi, .NET, VB, PHP, JSP, ASP 등  

  HA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Auto Failover) 

  국내외 암호 연구기관에서 권장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원(256bit) 
  암호화 Key유출을 막기 위한 Key 보호 및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암호화 Key는 별도의 전용장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Key관리자, 정책 관리자, 사용자 등 권한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기종 환경 
중앙관리 

관리 

 기밀 데이타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 이미지, 녹취 등의 Data  Type 및 Data Form
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존 Application 환경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기존 운영환경의 성능에 영향이 없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암호화 전후 용량 변화가 없어야 한다. 

암호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DATA 

•Log Files 
•Password files 
•Configuration files 

•Raw partitions 
•Data files 
•Transaction logs 
•Exports 
•Backup  

•SAP Oracle 
•SAP Data 
•SAM files 

 WAS 의 Log 파일과  
Backup Data 암호화 

 SAP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SAM 파일에 대한 암호화 

 DBMS Tablespace File  
& Volume 암호화  DB2 Oracle 

DAS 

ERP 

SAN SAN NAS 

SQL Sybase 

IIS WebServer WAS 

File Servers FTP Servers Email Servers 

CRM Payments 

Other 

CMS Legacy 

Legacy 

VM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각종 규제에 대응이  

가능한가? 

암호화 전/후  
속도 저하의 여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기존 어플리케이션 수정  

여부?  
 

DBMS 뿐만 아니라  
특수성을 가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가? 

eg. OCS ,MICROS Opera,  
녹취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에서    
암호화 된 개인정보는   
중앙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한가? 



관련 규정 

개인 정보 보호법 – 기술적 보호 조치 
 
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7조 개인 정보의 암호화 

(시행령21조, 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저장  

 
 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Vormetric 대응 법규 
 
4조 개인정보에 대한 시스템 접근제어 제공 
 
7조 개인정보에 대한 원천적인 암호화 제공 

고유식별정보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인터넷구간 및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 (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저장 시 암호화 자체 제공 

 
8조 개인정보 시스템 상의 접근제어 및 감사 제공 
 
 





예) Oracle / MSSQL TDE 등의 자체 DBMS 암호화를 위한 File Base (Full Table Space) 암호화 출시 

참고 : Database 트랜드 및 어플리케이션 소개 site  http://www.dbta.com 

어플리케이션 암호화 시스템 암호화 

Plug-In방식 :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DBMS  
어플리케이션 안의 컬럼에 대한 암호화 시  
발생하는 소스수정 및 속도에 대한 문제 발생 
 
API방식 : 다양한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되는  
개인정보 암호화 시 기존 운영 환경 및 소스 수정 
& 개발 문제 발생 

Table Space단위, File단위의 암호화 :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Tablespace File 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 맞는 
File에 개인정보를 저장 할 때  
암호화 적용 
 
 수정 및 속도 문제 해결  
 

  



KB 국민은행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은행연합회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대신저축은행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POSCO계열사 제조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대우증권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현대제철 제조 ERP시스템 및 고객정보암호화 

LG이노텍 제조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교보 문고 교육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교보 핫트랙스 음반 & 문구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대교 교육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GS 홈쇼핑 대형 쇼핑몰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롯데 관광 관광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아시아나 항공 항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에어 부산 항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우리캐피탈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대우건설 건설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금호 건설 건설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금호 리조트 숙박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금호 터미널 운송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보령제약 제약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대원제약 제약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한국타이어 제조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하나SK카드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대상그룹 제조 유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LG 하우시스 건축자제장식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TSA손해사정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파란손해사정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KJIFN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우리신용정보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베네세코리아 교육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LG U+ 통신사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롯데카드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금호타이어 제조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무림캐피탈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한국항공대학교 교육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아시아나IDT IT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화승 제조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스타크래디트 금융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동아제약 제약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KT-렌탈 랜탈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울산대학병원 병원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경희대학병원 병원 고객 정보 암호화 및 규제대응 



http://www.ncl.com/nclweb/home.html;jsessionid=LDMG2VF4WsG2SkKSnTx0Y11gJ36KqQqt!-1538252835
http://www.merchantlink.com/portal/server.pt?open=512&objID=295&parentname=CommunityPage&parentid=1&mode=2&in_hi_userid=226&cached=true
http://www.brandsoftheworld.com/download/brand/67920.html
http://www.metabankonline.com/main.aspx?MenuName=Home
http://www.prudential.com/index
http://www.bcaa.com/wps/portal/!ut/p/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N4p38wPJmMUbxBub6keiijjCBYL0vfV9PfJzU_UD9AtyQyPKHR0VAdpinLg!/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zJfRk4!
http://www.brandsoftheworld.com/download/brand/43193.html


DBMS(oracle) 

File System 

Data File 
(tablespace file) 

DB System 

App Server 

DBA or Dev 
User 

Column 암호화 방식의  
암/복호화 시점 

SGA(메모리 영역) 

Full Table 
암호화 방식의  
암/복호화 시점 

 API 암호화 방식의 
암/복호화 시점 

 DBMS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해당 Data를 DB Cache에서 검색을 하고 
Cache에 없을 경우 File에서 Data를 불러와서 Return Data를 보내줌 

DBMS에서 Table Space에 변경 또는 요청사항이 
발생시 File에서 I/O를 발생. 

 App Server 또는 특정 관리 
User에 의한 Select Query 발생. 

DB 
Cache 

Table 
Space 

범례 
Column 
(Plug-in) 

API Full table 



Policy Enforcement Module (PEM) Vormetric Data Security Server 

 Software Type (OS 소스 기반) 
 OS 소스 기반의 암호화 모듈 
 File & Raw File에 대한 암호화 
 암호화 대상에 대한 Access 제어 (접근제어) 
 암호화 대상 서버(호스트) 보호 

 Hardware Type (HSM)  
 PEM(암호화 모듈) 중앙 관리 
 정책 설정 
 암호화 키관리& FIPS 
 암호화 대상에 대한 감사  



HTTPS 

범례 
암호화 에이전트 

 S/W 베이스의 암호화 
 투명한 적용 및 실시간 암/복호화 
 Windows, Linux, Unix 등의 O/S 지원 
 O/S user 및 프로세스에 접근 권한 부여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서버 

 중앙집중관리 
 암호화 키와 정책 생성 및 관리와 로깅 
 고가용성 및 강력한 권한 분리 

일반 블록 

암호화 대상 블록 

전체 암호화된 블록 

DBMS 

Disk 

1 
2 

일반  
테이블스페이스 

O/S Kernel(암호화 에이전트) 

암호화된  
테이블스페이스 

암호화 

복호화 

3 
4 

SQL 
result 



 지원 알고리즘 : AES 128/256, 3DES, ARIA 128/256 지원 

 암호화 알고리즘은 Vormetric Data Security 에서 생성되고 관리됨  

 H/W와 PEM간에 Secure Channel(SSL)을 이용한 Key 배포 

 H/W의 Reset Button 또는 UI상에서의 Configuration Unset 시 모든 Key 삭제 

 강제적으로 Vormetric의 H/W를 열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암호화 Key 무효화 

 Key를 File로 Backup시 암호화해서 Backup하게 되며 복호화를 위한 Master Key는 

H/W에서만 보관하고, 어떠한 User도 Master Key에는 접근이 불가능 

 FIPS 140-2, Level 2 validated 

 NIST(미국 표준 기술연구소) 가 후원하는 암호화 모듈 인증 

 Common Criteria, EAL 2 compliant 

 키 관리 부분은 FIPS 140-2 level 3 인증 

 

encryption Keys 
security rules 

policies 



 고가용성 
 정책 설정 엔진 
 상세 감사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제어 
  루트 및 관리 파일에 액세스 방지 
  중앙 집중식 키 및 정책 관리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pplications 

Databases 

Volume Manager 

Raw device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pplications 

Databases 

File System 

File System 

SECVM 
SECFS 

File System Encryption Raw Device Encryption 

 SECFS(Secure File System) 
 SECFS process를 통한 지원 
 File System에 저장된 Data 암호화 
eg.) tablespace file (*.dbf)등 

 SECVM(Secure Volume Manager) 
 SECVM Device map 생성 
 Raw Device에 저장된 Data 암호화 
eg.) /dev/vg09/lvol22 등 



PEM  PEM  
LAN/WAN 

TCP  

Business 
Partners 

Branch 
Offices 

Data Center 

통합관리 (모든 DBMS에 대한 암호화 지원) 

CRM 

DBMS 

DRC 



공동 백본 
(시스템 통합관리) 

본사 NW 

범례 

암호화 암호화 대상 DB (PEM)  

암호화 대상 DB 

VPN 

TCP 연결 (7024 port) 

공동망 암호화 지원 

내부 본사 망 암호화 지원 

주요 계열사 및 지사 연구소 암호화 지원 

해외 지사 암호화 지원 

 IPSEC & SSL VPN 망 암호화 지원 

다른 암호화 키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HA 
구성  

지사 

계열사 

지주사 



HA구성의 동작원리 

Host 

SS, primary SS, failover x 

① 

⑤ 

② 

④ 

③ 



  File 단위 암호화 Architecture를 지원하며, DBMS에만 설치된다면 현존하는 모든 DBMS의 
version과 patch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 

  다양한 이기종의 DBMS System 및 OS와 연동 및 단일 UI에서 중앙관리 
 자체 HA 구성 가능 

  데이터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밀 Data 암호화 
  필요한 데이터만 복호화 하는 고암호화 성능 
  모든 데이터 접근요청에 필요한 권한만을 부여 

  3DES, AES128/256, ARIA128/256 등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 제공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상황기반의 Data 접근제어 지원 
  악성코드 실행, 허가받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의 구동을 막음으로써 System의 무결성을 보호 

 기존의 column단위 암호화 솔루션 취약점인 조건범위검색 성능이 암호화 전과 큰 차이 없음 
 초기 마이그레이션 시 파일 copy와 같은 수준의 암호화 성능 제공 

  OS, DB, App, Storage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DB구조나 스키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어플리케이션에도 투명한 암호화를 제공 

빠른 성능 

투명한 연동 

높은 호환성 

중앙관리 

MetaClear 기술 

암호화 알고리즘 

상황기반 접근제어와  
무결성 유지 



 Oracle DB 1000만 건의 Table Size에 대한 암호화 성능 자료 

초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1 st 10 % 45 초 30 % 47 초 
2 st 10 % 45 초 30 % 46 초 
3 st 10 % 46 초 30 % 47 초 
평균 10 % 45 초 30 % 47 초 

Select 

(조건 일치 검색) 

1 st 2 % 0.03 초 2 % 0.02 초 
2 st 2 % 0.02 초 2 % 0.02 초 
3 st 2 % 0.02 초 2 % 0.04 초 
평균 2 % 0.02 초 2 % 0.03 초 

Select 

(조건 범위 검색) 

1 st 16 % 0.14 초 16 % 0.14 초 
2 st 16 % 0.14 초 16 % 0.14 초 
3 st 16 % 0.14 초 16 % 0.14 초 
평균 16 % 0.14 초 16 % 0.14 초 

Insert 

1 st 50 % 9 초 50 % 9 초 
2 st 50 % 10 초 50 % 9 초 
3 st 50 % 9 초 50 % 9 초 
평균 50 % 9 초 50 % 9 초 

Update 

1 st 50 % 9 초 50 % 6 초 
2 st 50 % 6 초 50 % 15 초 
3 st 50 % 12 초 50 % 12 초 
평균 50 % 10 초 50 % 11 초 



  성능 시험 환경조건 
   - Work Load : 운영대비 300%, DB서버 : 운영대비 80%, WAS서버 : 운영대비 50% 
   - 디스크 : 단독스토리지 구성 
 
  성능 테스트 결과 수치 
     1) 온라인 
 

 
 
 
 
 
 
 
 
 
 
 
     2) 배치 

AS-IS 

가입자조회 1.90  2.58  1.04  592.00  
44  51  

외부 부하 
22% 

  회선번호조회 1.91  2.65  1.04  594.00  
청약(Update) 8.40  10.14  0.21  119.00  

VDS암호화 

가입자조회 1.73  1.80  1.11  634.00  
45  47  

Agent CPU 
사용율 

 : 1~2% 
회선번호조회 1.72  1.88  1.11  635.00  
청약(Update) 7.85  8.75  0.23  130.00  

VDS암호화 + 튜닝 

가입자조회 0.51  0.59  1.96  1.06  
50  53  인덱스 변경  

힌트추가 회선번호조회 0.50  0.57  2.00  1.08  
청약(Update) 3.79  4.26  0.42  221.00  

AS-IS 25분 42.70  44.00    

암호화 27분 44.30  47.10  Agent CPU사용율 : 2~3% 



적재 성능 
고객적재를 위한 임시테이블에 

Loading 

임시테이블 
TSHDEM901 
TSHDEM951 

암호화 적용 임시테이블 
TSHDEM901_EN 
TSHDEM951_EN 

45,222,772 0:20:39 0:21:05 0:00:26 102% 동시수행 

마트 작업성능 

사전적재된 임시테이블에서  
고객기본, 고객매핑,고객계열사 

매핑테이블을 생성 

고객관련테이블 
TSHDECA01 
TSHDECA41 
TSHDECA42 

암호화 적용 고객테이블 
TSHDECA01_EN 
TSHDECA41_EN 
TSHDECA42_EN 

45,222,772 2:40:46 2:43:18 0:02:32 102% 동시수행 

 암호화 모듈이 설치 된 서버에서의 성능 측정 자료 

 

 환경 변수 (각 OS 서버 커널 파라메터와 SGA 메모리 등의 환경설정에 따라 리소스 증가율의 차이가 존재함)  

  DBMS 기준 Physical I/O 를 줄이고 Logical I/O를 높일 수로 리소스 증가율 감소 

 성능 : 기존 운영환경 대비 batch job 2% 정도의 성능 저하 발생  



 평상시 CPU운용환경에서의 암호화 전/후의 성능테스트 

 CPU부하 50%를 부여한 상태에서 암호화 전/후의 성능테스트 

 IndeX Join후 암호화 전/후의 성능테스트 

 성능 : 기존 운영환경과 동일한 성능 

평상시 

1 건 0.18 0.17 0.19 0.19 0.17 0.18 0.21  0.19  0.20  0.19  0.20  0.20  단 건 Query 성능 
10,000 건 0.33 0.32 0.32 0.32 0.32 0.32 0.33  0.32  0.32  0.32  0.32  0.32  1만건 Query 성능 측정 
50,000 건 1.58 1.58 1.59 1.59 1.59 1.59 1.60  1.60  1.60  1.60  1.60  1.60  5만건 Query 성능 측정 

100,000 건 3.17 3.18 3.16 3.16 3.18 3.17 3.20  3.19  3.19  3.19  3.19  3.19  10만건 Query 성능 측정 
1,000,000 건 31.86 31.85       31.86 32.13  32.11        32.12  100만건 Query 성능 측정 
CPU 부하율 25.0% 25.1%         25.0% 25.0%         100만건 시 CPU부하율 

50% 
CPU 

부하시 
테스트 

1 건 0.31 0.21       0.26 0.17  0.17        0.17  단 건 Query 성능 
50,000 건 2.11 1.95       2.03 1.66  2.09        1.88  5만건 Query 성능 측정 

1,000,000 건 37.57 37.14       37.36 35.02  35.51        35.27  100만건 Query 성능 측정 
CPU 부하율 62.3% 62.2%         61.9% 61.4%         100만건 시 CPU부하율 

Index 
Join후 

1 건 0.18 0.01       0.10 0.08  0.01        0.05  단 건 Query 성능 
50,000 건 0.57 0.53       0.55 0.57  0.51        0.54  5만건 Query 성능 측정 

1,000,000 건 10.83 10.52       10.68 11.19  10.28        10.74  100만건 Query 성능 측정 
CPU 부하율 22.5% 22.7%       22.6% 21.4% 24.0%       22.7% 100만건 시 CPU부하율 



 암호화 대상 서버의 OS 소스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 모듈은 OS에서 적용되어 암호화 대상의 타입에 따라 Secure File 

System과 Secure Volum Manager가 적용. 

 실제 암/복호화는 OS의 Kernel에서 작동하며 주요 대이터에 대해 선택적으로 Secure File System과 Secure Volum Manager

를 통해 주요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 I/O를 커널 단에 알려 암/복호화를 수행.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pplications 

Databases 

Volume Manager 

Raw device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pplications 

Databases 

File System 

File System 

SECVM 
SECFS 



 기존 시스템의 모든 I/O를 통제 

(암호화 시 - 별도의 우회 프로세싱이나 장비로 우회 되지  

않고 기존 운영 환경 그대로의 암호화 적용) 

 DB 구조나 스키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유지보수의 용이성 제공 

 어플리케이션에 투명한 암호화를 제공 

 다른 OS, DB 플렛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소에 

확대 적용 가능함 

 일치검색, 전방일치, 범위검색에 대한 성능 저하 없이 지원 

 (인덱스 오브젝트를 타서 해당 테이블에서 해당 쿼리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가져오는 “기존의” 플로우에 전혀 변경 사항이 없음) 

Database Encryption Expert 

Application 

File System/Raw Partitions 

DB 
CACHE 

DBMS 

File MetaData 
File MetaData 

File MetaData 
File MetaData 

File Content 



 

 

 

 
 

 

 



계열사 영역 

계열사 DB 

고객 

전행CRM 관리회계 

EDW e뱅킹 

카드CRM 

SAM 파일 

그룹 CRM DB 

보안영역 

그룹ID 

NDM 

SQL Loader 

SAM 파일 

Secure File system 

그룹 CRM영역 

파일시스템 

고객 실적 보고서 

상품 계열사 캠페인 

부동산 여신 경영 

실명번호 그룹ID 



PEM  PEM  
LAN/WAN 

TCP  

해외 지사 

지사 

계열사 

(모든 암호화 대상 중앙관리) 

CRM 

DBMS 

DATA 

ASIANA IDC 



파일시스템 

mwlNskd 9f 

Nd&9Dm*Ndd 

 

dfjdNk%(Amg 

8nGmwlNskd 9f 

Nd&9Dm*Ndd 

wlNskd xIu2 

xIu2Ks0BKsjd 

Nac0&6mKcoS 

qCio9M*sdopF 

원본 
데이터의 
길이를 
보존하는  

블록 암호화 
기술 적용 

MetaClear 
기술 적용 

일반적인 

블럭단위 암호화 
암호화 평문 

고객실명번호 

고객계좌번호 



 Big Data /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DB Table Space File /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계약 문서 File / SAM파일 등  

 암호화 이슈가 있는 모든 데이터에 암호화 

DBMS 
Table space 

(File & volume) 

각종 
애플리케이션 

Log 파일 
공유 Data 

다양한 
Backup Data 

주요 
내부 문서 및 

기밀 문서 

Log 파일 

(애플리케이션  
log file) 

File Server 

 암호화 

(data file) 

Backup 파일 

(DB backup 
file) 

내부 ERP 
Data 

(ERP 문서) 

녹취 시스템 

(녹취 file) 
BigData 

(Unstructured 
DATA) 



 로그는 개인정보 암호화 서버에 저장되며 해당 영역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정책, user, 암호화 키, processes, action, resource, effect 기반의 detail 한 로그를 제공합니다. 

 로그는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서버 내에 적재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위/변조를 할 수 없고, *.cs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지원 

합니다. 



File system & Raw partitions  

.  

Process 
Oracle.exe  
NDM.exe 
Middleware 
Backdoor  
… 

OS User  
Root (super user) 
Oracle  
Inst01  
Inst02 
Inst03 
… 

1. Root를 포함한 모든 OS User가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암/복호화 권한 관리 

2. 모든 OS Process에 대해 무결성 체크 및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암/복호화 권한 관리 

3. 주요 데이터에 대한 OS 상의 접근 기록 별도의 서버에 저장 

개인정보 파일 설정파일 

Data files,  
SAM 파일, 백업  
파일,어플리케이션,  
트랜젝션 로그 파일,  
압축 파일, 계약  
문서, 스켄 파일 등 
 
 

password 파일, 
설정 파일, 
로그 파일,  
덤프파일,  
백업 파일  
라이브러리 및 실행 파일 



 보안 정책 및 키에 대한 백업 여부 

변경되는 보안 정책과 키에 대한 백업이 사용하기 쉬우며  

정책 및 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복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모든 암호화 키의 생성 및 관리는 Appliance에 의해서만 관리됩니다. 

User는 Appliance 내부 OS에 접속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Appliance 내부의 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Appliance를 

개봉했을 경우 Appliance 내부에 있는 모든 키는 그 즉시 소멸되며 이에 

관련한 키 관리 검증은 FIPS 140-2 level3를 인증 받았습니다.  

키복원 키생성 키백업 



 컨트롤 쉘 스크립트에 대한 암호화(암호화 시 구동 시 복호화 Flow) 및   무결성 
체크 변조 시 암호화 대상 접근 불가 

 컨트롤 쉴 스크립트에 대한 임의적인 Root를 포함한 모든 OS User /불법적인  
Backdoor 등의 Process에 대한  OS상의 접근제어 

Web application server 

WebLogic 

internetServer.out  
Log 데이터 암호화 

 
Control.sh  

Java 
컨트롤  파일 추가 보안 

 
internetServer.out.110504 

백업 데이터 암호화 

startM1.sh  
startWebLogic.sh 

startManagedWebLogic.sh 
usr/java6_64/jre/bin/java 

Vormetric Data Security PEM 

eg . WebLogic 적용 플로우 
 
startM1.sh  로그 파일 생성 시 암호화 
암호화 적용 : internetServer.out 
 
startWebLogic.sh / startManagedWebLogic.sh 
usr/java6_64/jre/bin/java 
구동 및 데이터 적재 시 암/복호화 
internetServer.out.110504  
 Log 데이터 사용 이후 백업데이터 암호화 



주요 컬럼 단위 마스킹 방식 설명 

1. SQL*Net Proxy 방식 

2. 주요 컬럼에 조회 시, 중요 정보를 “*” 등으로 가려서 보호 

3.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기존 DB에 영향이 없음 

4. 특별히 추가로 개발할 것이 없음 

5. 규칙 추가만으로 다른 컬럼에 대한 마스킹을 확대할 수 있음 

- 필요 시 마스킹 기능을 잠시 중지할 수 있음 

Select 문장 변경된 Select 문장 

마스킹 결과 

인가된 사용자 비인가된 사용자 

Masking Rule Engine 
사용자 권한에 따라 마스킹 여부 결정 

사용자가 요청한 SQL을 분석(Parsing)하여 Masking처리 
Oracle의 BEQ(Local Session) 완벽 처리 / 우회 경로 차단 

원래 값 
 3029-2781-2453-2918 

2345-9292-1833-3874 

데이터베이스 값 

3029-2781-2453-2918 

2345-9292-1833-3874 

마스크 된 값 

****-****-****-2918 

****-****-****-3874 

DB 

개인정보 



Select 문장 
변경된 Select 문장 

마스킹 결과 

DB로부터 받은 결과값의 특정 포맷을 분석하여 
Masking 

Select 문장 Select 문장 

결과값 마스킹 결과 

사용자가 요청한 SQL을 분석하여 
Masking 

어떤식으로 SQL을 조작하여 Return Data  
형태를 변경해도 Masking이 유지됨 

SQL 
마스킹 

Return Data의 Format이 변경된 경우 
Masking이 안됨 

일반데이터 
마스킹 



Public SaaS 

  AWS Solution Providers 

“보안 서비스 제공” 

http://aws.amazon.com/solutions/solution-providers/vormetric/    

Public IaaS 

 세계 70여 곳의 IDC 센터와 호스팅에 “인프라 서비스”       

http://aws.amazon.com/solutions/solution-providers/vormetric/
http://aws.amazon.com/solutions/solution-providers/vormetric/
http://aws.amazon.com/solutions/solution-providers/vormetric/


Requirement 

 H카드의 어플리케이션, DB, WAS등에 산재된 개인정보 보안 

 주요 현업담당자들이 권한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정보데이타 노출 

 중앙 통제 및 감사 (그룹 표준화 암호화 제품 필요) 

 별도의 Application 수정 없이 다양한 DBMS에 암호화 적용 

 암호화 이후 성능 이슈의 민감성을 만족시킴 

 웹구간 및 DMZ구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부재 

 복잡한 인터페이스 연동으로 암호화 시 매우 높은 개발비용 문제발생 

 

Environment 

 HP-UX, IBM Aix, Windows, SUN, Oracle, SAM파일, WAS 로그파일 등 

 

After deployed Vormetric 

 9하나의 암호화 솔루션으로 이기종의 DBMS, WAS로그 등 주요 개인 

정보데이타의 암호화 구현 및 TCO절감 효과, 운영의 편의성 증대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없이 모든 시스템의 simple한 암호화 구현 

 

 H카드의 모든 시스템에 암호화 
 TCO절감 효과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 

H카드 



Requirement 

 K그룹 계열사들의 통합 CRM DBMS 암호화 

 각 계열사에서 작성 및 수정하여 통합CRM DBMS로 전송시의 암호화 

 그룹사에 대한 중앙 통제 및 감사 (그룹 표준화 암호화 제품 필요) 

 별도의 Application 수정 없이 다양한 DBMS에 암호화 적용 

 암호화 이후 성능 이슈의 민감성을 만족시킴 

 

Environment 

 HP UX, Oracle DBMS, SAM파일 

 

After deployed Vormetric 

 9개 주요 암호화 벤더의 기능,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고,  

성능 이슈로 인해 Vormetric 이 선정됨 

 K은행 암호화 표준으로 선정 
 K지주의  

각 그룹사에 적용계획 중에 있음.  

K은행 



Requirement 

 그룹사 모든 고객정보 암호화 및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 

(실시간 암/복호화 성능과 빠른 조건 검색 보장) 

 수/출입 관리 시스템의 SAP 암호화의 안정적인 암호화 제공 

 그룹사에 대한 중앙 통제 및 감사 (그룹 표준화 암호화 제품 필요) 

 별도의 Application 수정 없이 다양한 DBMS에 암호화 적용 

 

Environment 

 AIX, SUN, WINDOWS / Oracle, MS-SQL, Informix, SAP 

 

After deployed Vormetric 

 다른 vendor들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암호화 시 인덱스 검색 문제와 API & 

컬럼 암호화 시 Application 수정 문제 등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중앙 가능 

제공 

 Private SaaS 
A 항공, 에어 부산,  
K 고속, A, K렌터카,  
K리조트, K 건설 등  
“보안 서비스 제공” 

K그룹 



Requirement 

 울산대학병원의 OCS/EMR, 영상 EMR, 원가/통계, DR DB의 암호화 

 기존서버에서 신규DB서버 교체 및 통합 시 암호화 영향도 가 없음 

 신규센터 및 기존센터, DR의 암호화DB에 대한 중앙 통제 및 감사 

 DB 마이그레이션 시 DB구조 스키마의 변경 없이 간단한 암호화 

 별도의 Application 수정  없이 이기종 DBMS에 암호화 적용 

    (Oracle, Sybase) 

 암호화 이후 성능 이슈의 민감성을 만족시킴 

 

Environment 

 IBM AIX, Sybase ASE, Oracle 10g 

 

After deployed Vormetric 

 차세대급 서버통합 및 센터 이전,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시, 

    가장 어려운 DB암호화를 Simple하게 구축, 타 구성에 영향 성 없음. 

 울산대학병원에 Simple한 암호화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이 필요없음 
 기존 어플리케이션 업무 그대로 사용 
 DB구조 스키마의 변동없음 
 타 구성환경에 영향성 없이 투명하게 

암호화 구성 



 
Prudential, Thomas Doughty, CISO 
 
We wanted to remove the burden of encryption from the servers that held our data so 
that we could operate at wire speeds. This is different from whole-disk encryption 
products—which are still important, especially for mobile users who have to carry 
confidential data with them. With the Vormetric system, our customers’ data, such as 
group health insurance plans, are encrypted before any information enters our servers, 
so we can be sure that we can manage and protect the data properly.” 
 The software “gives us the ability to effectively encrypt server-based data at rest and 
manage that protection effectively."  
 

http://www.prudential.com/index


생명 보험 회사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사와 5,000만 고객 정보 보유 

 
SOX 및 PCI-DSS 규제 준수를 위한 DB/파일 암호화 필요 
1 단계: 모든 고객정보 암호화 및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 
실시간 암복호화 성능 /마케팅을 위한 빠른 조건검색 보장 및  
다양한 DBMS/OS 지원가능 
2 단계: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전자파일 암호화 필요  
(Scan file 등) 

 
시스템 환경 
DBMS: Oracle, Sybase,DB2 SQL Server  
SAP DB 포함 
OS: AIX, Solaris, Windows 

 
법규/규제 만족 및 고객 정보의 안전한 보관 

이기종 DBMS 통합 관리 가능 
이기종 고객정보 File 암호화 보관 가능 
SAPC 접근제어 및 로깅 가능 
P DB의 완벽한 암호화구축 



로그 파일 암호화 : 대우증권 이미지 파일 암호화 : 삼성생명 

녹취 파일 암호화 : 삼성카드 CCTV 영상 파일 암호화 : LG전자 

제품 선정 사유 

기존 환경 변화 없는 실시간 암호화 기능 

API 방식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로그 파일에 부

적합 

 

로그 집중화 솔루션 대비 장점 

로그 솔루션은 접근통제 기능만 제공 

보메트릭은 접근통제 및 실시간 암호화 지원 

제품 선정 사유 

어플리케이션에 종속성이 없는 암호화 제품 

 

이미지 관리 (ECM 등) 솔루션 대비 장점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ECM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연동 업무에 대

한 검증 필요 

보메트릭은 환경 변화 없이 암호화 지원 

제품 선정 사유 

BMT를 통해 우수 제품 선정 

어플리케이션 종속성 없는 고성능 암호화 및 전

용 장비에 의한 안전한 암호 키 관리 

 

녹취 솔루션의 암호화 기능 대비 장점 

녹취 솔루션은 별도 암호 키 관리 기능 없음 

보메트릭은 리눅스 및 윈도우에서 최적의 성능 

제품 선정 사유 

어플리케이션 및 환경 변화 없는 고성능 제품 

 

CCTV 영상 관리 솔루션의 암호화 기능 대비 장점 

암호화를 위한 CCTV 솔루션의 옵션 소프트웨어 

불필요 

대용량 영상 파일에서도 고성능 암호화 지원 

전용 장비에 의한 안전한 암호 키 관리 지원 



녹취 파일의 특성 

실시간으로 파일이 생성됨 

음성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파일에 대한 실시간 압축 적용 

ARS/AVR/IVR 과 연동되어 구성됨 

 

현 녹취 파일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음성 압축 알고리즘 적용하여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재생이 가능하도록 구성. 

암호화 옵션 기능을 적용한 경우도 있으나, 암호 키 관리 기능 미비 

 

녹취 파일 보호 방안 

실시간 암호화 적용 

특정 계정 및 프로그램만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 통제 적용 

 

보메트릭의 장점 

기존 구성 환경에서 전혀 변경 없이 암호화 적용 가능 

암호화 뿐만 아니라 암호 키 관리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보안 감사 요건 충족 

구축 사례: 삼성카드, 미래에셋생명, 고려증권 

 

고려 사항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녹취 전용 장비를 구성한 경우 보메트릭 적용 불가 

전용장비 개발 업체: 동방정보통신, 솔루텍 



로그 파일의 특성 

통상 텍스트 형태이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log rotation 을 통해 일 단위로 새로운 로그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 

 

현 로그 파일 관리 현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번호가 WEB/WAS 서버 등의 로그파일에 평문으로 저장되고 있음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계정의 권한 기능 적용. 

root 등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 파일의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하여 데이터 유출 가능성 존재 

 

로그 파일 보호 방안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로그 파일에 대한 실시간 파일 암호화 적용 

특정 계정 및 프로그램만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 통제 적용 

 

보메트릭의 장점 

실시간 고성능 암호화 및 접근 통제, 통합된 암호 키 관리 기능 제공 

IBM AIX, HP-UX, Solaris, Windows, Linux 의 상용 운영체제 모두 지원 

구축 사례: 하나카드, 대우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고려 사항 

주민등록번호에 필드 단위 암호화를 적용하여 로그 파일에 저장되도록 구성 가능. 단, 이 경우 특정 주민등록번

호에 대한 검색이 어려움. 



이미지 파일의 특성 

다양한 포맷 및 확장자의 파일 존재 

통상의 기업에서는 파일 개수가 수천 ~ 수억 단위이며, 전체 사이즈는 수십 TB 인 경우가 많음 

 

현 이미지 파일 관리 현황 및 문제점 

ECM/BPR 솔루션이나 WORM 스토리지와의 연계를 통해 관리 

WORM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를 일반 서버로 복사하여 암호화 

후 다시 저장해야 함. 

 

이미지 파일 보호 방안 

기존 감독 규정에서는 WORM 스토리지 적용. 

특정 viewer에서만 조회 가능하도록 워터마킹 기술 적용. 

단, 위 두가지 방안 모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미 충족.  

 

보메트릭의 장점 

보메트릭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환경 변화 없이 암호화 적용 가능 

암호화 뿐만 아니라 암호 키 관리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보안 감사 요건 충족 

구축 사례: 하나카드,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SK텔레콤 등 

 

고려 사항 

일부 ECM/BRP 솔루션에서 옵션으로 암호화 기능을 제공. 단, 암호 키 관리 기능 미비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업

그레이드 후 업무 환경에서의 검증 필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요  

암호화 옵션 제공 제품: 사이버다임 Destiny ECM, 엑스소프트 eXrep ECM 



업체명 제품명 
지원 플랫폼 

레퍼런스 특징 
Windows Linux Unix 

Vormetric 
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O O O 
전세계 1500 
고객 이상 

모든 상용 운영체제 지원 
다양한 레퍼런스 확보 

펜타시큐리티 D’Amo VL-DSK O X X 거의 없음 

GB 단위의 대형 암호화 파일을  
D 드라이브 등 가상 
하드디스크로 설정하여 보호 
대상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안정성 미흡 
 
암호화를 위해 파일의 저장 경로 
변경 필요 

케이사인 SecureDB NFile O X X 거의 없음 

피앤피시큐어 DATACrypto - - - 거의 없음 
2016. 06 출시로 제품 검증 미비 
뉴스 이외에 제품 소개 자료 없음 

SafeNet 
(Gemalto) 

ProtectFile O O X 거의 없음 
2014년 이후 제품 업그레이드 
없음 

• 오픈환경의 상용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하는 제품은 Vormetric이 유일 

• 서버 DRM 제품은 구조적으로 데이터 변경 또는 추가 중인 OPEN 파일에 대한 실시간 암호화 불가 



구분 
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커널 레벨 파일 암호화) 
API 방식 암호화 

개요 
커널 레벨의 파일 단위 암호화로 어플리케이션 변
경이 없는 투명한 암호화 제공 

응용프로그램에서 암호화 라이브러리(API)를 호출하
도록 소소 코드 수정을 통해 보호 대상 파일에 대한 
암호화 적용 

지원  환경 
AIX, Solaris, HP-UX, Red Hat, SuSe, Ubuntu 등의 
서버 환경 

일부 상용 운영체제 
(AIX, HP-UX, Solaris, Windows, 일부 리눅스) 

보호  대상 
데이터 파일, 문서 파일, 음성 파일, 영상 파일 등 모
든 형태의 파일에 대해 파일 사이즈 제약 없이 보호 

이론 상 모든 형태의 파일에 대해 암호화파일 전체
를 메모리에 읽어 암호화하는 방식의 특성 상 암호
화 대상 파일의 사이즈에 대한 제약 발생 

성능 
고성능 실시간 암호화 제공 (파일시스템의 블럭 단
위로 암호화 처리, 데이터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OPEN 파일에 대한 암호화 지원) 

처리 성능 낮음, 실시간 암호화 불가능 (변경이 완
료된 상태의 파일에 대해 전체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딩해야만 암호화 가능) 

구축 및 
유지보수 

구축 및 유지 보수를 위한 특수한 인력 불필요 
응용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인력 필요하며 업무 변경
에 따른 지속적인 작업 필요 



암호화 방식 FullTable 단위로 OS Kennel Layer에서 암
호화 수행 Column 단위로 DBMS에서 암호화 Application Server에 API를 설치하여 별도

의 Server에서 Data 암호화 수행 

암호화 Key  
관리 

자체 HSM에서 안전하게 관리 및 보호 
Key 보호를 위한 HSM 모듈을 별도로 필요
(HSM 솔루션이 없을 경우 암호화 Key 유출
의위험) 

Key 보호를 위한 HSM 모듈을 별도로 필요로 
함(HSM 솔루션이 없을 경우 암호화 Key 유
출의 위험) 

설치 시 DBMS, 
Application  

환경 변화 

DBMS 혹은 Application의 환경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DBMS의 환경 변화(뷰, 트리거 생성), 성능
향상을 위해 Application Source Code 수
정 필요(별도의 API 제공) 

Data 수집 및 전송을 위한 API를 제공하며, 
Application Source Code의 대규모 수정 
필요 

암.복호화  
성능 

Block 단위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SQL에 상관없이 동일한 성능이 보장됨 

암호화 전.후의 성능차이는 약 20~100%정
도 발생하며,  
특정 Qeury(조건 검색, 범위 검색등)에서는 
상당히 낮은 성능을 보여줌. 

암호화 전후의 성능차이는 미미하지만 별도
의 Server에서 암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단
기간에 대량의 Data 암복호 화 수행 시 
Network jam 혹은 암 복호화 서버의 성능 
저하로 인한 성능저하 발생 

지원 환경 

모든 DBMS 지원.  
단 Server의 OS 및 CPU에 영향을 받음. 
(HP, IBM, Windows, Solaris등 대부분의 
Machine을 지원) 

MS-SQL, Oracle, DB2등을 지원하며,  
DBMS의 종류 및 Version에 영향을 받음. 

모든 DBMS를 지원.  
단, Application Server의 개발 환경에 영향
을 받음. 
   (C, JAVA, PHP등 지원) 

암호화시 Data Size 
변동 

Data Size의 변화가 없음 약 15~30% 정도의 Data Size 증가 약 10~20% 정도의 Data Size 증가 

암호화 Data에 대한 
보안성 

Block 단위 IV가 적영되며 Table 단위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를 이용해
서도 Data 유추 및 추적이 불가능함. 

IV를 지원하기 때문에  
암호화 Data를 이용한 Data 유추 및 추적이 
불가능함 
 * IV : Initalization Vector 

IV를 미지원하기 때문에  
암호화 Data를 이용한 Data 유추 및 추적이 
가능함 

유지보수 
Applciation, DBMS와 투명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DBMS Upgrade 및 Application 
Server 환경 변화 시 별도의 작업 불필요 

DBMS 환경 변화 시 (DBMS upgrade, DB 
구조 변경등) 추가적으로 솔루션 재설치 및 
재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 

Application, DBMS의 환경 변화 시 
추가적인 Application 수정 작업이 필요. 

구축 기간 DB 서버 당 1~2일 소요 

DB 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약 1~3개월 
정도 소요, 데이터 증가에 따른 계속적인 관
리 팔요 ,암호화 대상 컬럼 증가 시 추가 암호
화 필요  

Application 수정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최소 4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 되는 경
우도 있음 



암호화 방식 

- OS 커널 에서 Table space 단위의 암호화 
* 별도의 테이블 스페이스의 암호화 뿐만 아니라  
   기존 테이블 스페이스 암호화 지원 
*  추가 Oracle 의 다양한 Log 파일 및 SAM 파일,  
   export backup 파일 암호화 지원 
- ARIA(KS표준,정부표준), AES,3DES 지원 

- DB 커널에서 Table space 단위의 암호화 
*암호화를 위한 별도의 테이블 스페이스 생성시 암호화 
지원 
-  AES ,3DES 지원 

Oracle DB에서의  
지원범위 

암호화 Key 
관리 

별도의 H/W에서 HSM기반의 암호화  
Key 보호를 수행 (FIPS 140-2 Level3) 

- Master Key를 이용하여 암호화 Key를 암호화 하여 
DBMS안에 보관. 
* HSM 추가 연동 필요 (별도 제품과 연동) 

키 보호의 중요성 

암.복호화  
성능 OS Kernel 단의 암호화로 시스템 부하 최소화 Oracle kernel 단의 암호화로 시스템 부하  

(DB가 무거워짐)  리소스 사용량 

지원 DBMS 
모든 DBMS  버전 상관없이 암호화 지원 
(모든 Table space & Log & 컨트롤 파일 추가 연동되는  
모든 File & Law Volume base에 암호화 적용) 

Oracle DBMS의 특정 버전 이상에 한정  
- 버전 업그레이드 필요(11g~) 
- Oracle Enterprise만 지원 

지원 DBMS 

보안  
기존 DB접근제어 및 다양한 DBMS어플리케이션 보안
제품과 투명하게 연동 
* 시스템 상의 접근제어 제공 (서버보안 기능) 

Oracle 사의 추가 보안을 위한 PACK 구매 
(wallet,vault ) 
* 시스템 상의 추가 보안 기능이 없음 

추가 보안성 

관리적 이슈 단일 UI에서 다양한 OS 단위로 중앙 관리 
가능 (그룹사 모든 DBMS Server 중앙관리) 

해당 Oracle DB만 단독적으로 관리됨. 
이기종 DBMS는 관리안됨. 관리성 

Backup 

모든 백업 Data에 대한 암/복호화 상태로 선택적으로 
저장이 가능 하며 추가 Backup 솔루션과 연동되어 암
호화에 대한 선택적인 암호화 기능제공  
(Tina,TSM,netbackup 등)  

 자동 암호화 방식 백업 

기타 
Exp, imp 모두 사용 가능. 
PK, FK 등 모든 관계 지원. 
DBMS에서 제공하는 모든 인덱스 지원. 

EXP 지원안함. (IMP는 지원) 
FK(외래키) 지원 불가. 



제조사 - 제조사 정식 제품 - OEM제품 

암호화 Key 
관리 

별도의 H/W에서 HSM기반의 암호화  
Key 보호를 수행 (FIPS 140-2 Level3) 

일반적인 x86서버에 리눅스OS를 설치하고, 그 위에 
OEM 이미지를 설치함.  보안에 취약함 
Key Vault기능이 지원되지 못함 

보안 
기존 DB접근제어 및 다양한 DBMS어플리케이션 보안
제품과 투명하게 연동 
* 시스템 상의 접근제어 제공 (서버보안 기능) 

에이전트는 동일하나, 키값보호 관련되어 전용 어플라
이언스를 사용하지 않고, 리눅스 서버에 탑재하여 관리
하므로 카값보호에 대해 미흡함 

관리적 이슈 
단일 UI에서 다양한 OS 단위로 중앙 관리 
가능 (그룹사 모든 DBMS Server 중앙관리) 
제조사 정식 제품 

OEM제품의 한계로 인해, 기술지원 필요 시 제조사 지원
이 아닌, OEM계약을 한 IBM의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 
인해, Critical한 상황에 대처 미흡 
주요 키 관리서버 및 매니저 서버가, H/W, OS, 관리S/W
가 각각 다르므로 관리의 번거로움 및 문제발생시 책임소
재 발생 

기술지원 국내 지사와 총판, 그리고 VAR업체들이 많고, Skill또한 
Trouble shooting능력 보유 

주요한 DB를 암호화 하는 솔루션으로서, 그 중요성에 
부합하는 기술지원 인력이 부족하여, 정식 제조사의 파
트너를 통해서 기술지원을 수행함 

연장성 Vormetric의 정식제품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 수행 OEM제품의 한계로 인해, 정식 제조사와의 OEM계약 
파기 또는 해제 시 유지보수 지원이 힘듬 

신속성 제품 패치 및 버그패치, 업그레이드가 제조사의 직접 전
달 

OEM제품 특성상, 제품의 버그 및 업그레이드에 대해 3
개월 정도 늦어짐 

구축사례 국내 및 해외 구축사례 다수 구축사례 미비하여 Vormetric구축사례를 활용하여 
OEM제품의 구축사례로 소개함 

보안인증 FIPS140-EAL2, EAL3인증 
H/W방식이 아닌 S/W방식의 관리서버체제로 인해, 정
식제품처럼 인증이 없음. (정식제조사의 인증은 H/W관
리서버가 인증을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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