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COM SECURE
Solution Introduction

XecureDB
제큐어디비
정형데이터 암호화

DBMS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정보(개인정보 등)에 대해 API 방식 및 Plug-In 방식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고성능·고가용성의 DB암호화 솔루션입니다.

XecureDB 주요 특징
검증된 솔루션

한컴시큐어만의 특허 기술을 적용

-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CMVP) 탑재 및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
- GS인증, SAP인증, Tibero 상호 연동 인증 획득
- DBMS, POS, PDA, DW 등 다양한 구축환경 지원

- 부분 암호화 특허 기술을 통한 인덱스 암호화 및
검색 속도 보장
- 압축 암호화 특허 기술을 통한 신규 컬럼 추가 및 데이터
사이즈 증가 없는 고성능 암호화 보장(숫자)
- Sync 암호화 특허 기술을 통해 정책서버 장애 시에도
서비스 가용성 보장

고가용성 및 고성능을 모두 보장
- 고객사 IT환경에 따라 API/Plug-in/Hybrid 방식의
암호화 제공
- 미 NIST 표준을 준수한 FPE 암호화 지원
(숫자, 문자, 한글)

HSM 기반의 암호화 키(Key) 관리(옵션)
- HSM 자체 내장으로 암호화 키(Key)에 대한
보안성 강화

- 인덱스를 위한 순서 보존 암호화(OPE) 지원

XKM 제품과 연동을 통한
안전한 키(Key) 관리(옵션)
- XKM (XecureKeyManager) 제품과 연동을
통해 안전한 키 관리

비정형 암호화
- 비정형 API 제공을 통한 로그, 이미지, 녹취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 암호화 지원

XecureDB 주요 기능
DBMS 암호화

암호화 키 관리

웹 기반 관리자 도구

- 컬럼 별 암호화 적용으로 필수
데이터만 암호화 적용

- 암호화 키는 별도의 정책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보안성 강화

- 전용 관리도구를 통하여 다양한 보안
정책 설정 및 감사기능 제공

- API 방식 및 Plug-In 방식을
모두 제공(Hybrid 방식)

- HSM 기반의 암호화 키 관리(옵션)

- API 암/복호화 서비스 모니터링,
CPU 및 메모리, 프로세스 모니터링
제공

- XKM 제품과 연동한 안전한
키 관리(옵션)

XecureDB 구성도
외부망
서비스 요청

내부망

WAS

암호화 된 데이터 저장
암호화 된 데이터 조회

서비스 응답
XecureDB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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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청

XecureDB Plu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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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보안 관리자

Policy Server
정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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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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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제어 및 감사전용 Agent 데몬형태로서 별도 장비, 응용서버, DB서버 어디에서든지 설치 및 동작 가능

XecureDB 지원 환경
구분

대상

지원 사양

XecureDB API 방식

API

- ASP, ASP.NET, C, C++, JAVA, JSP, PHP, Stores Procedure

XecureDB Plug-in 방식

Plug-In

Policy Server
(Daemon)

O/S

- Oracle, MS-SQL, DB2, Sybase, Tibero 등 대부분 상용 DBMS 지원
- Solaris 2.6 이상, Solaris x86 2.9 이상, AIX 4.3 이상, HP 11.0 이상,
HP-ia(Itanium) 11.23 이상, Linux Kernel 2.4 이상, Win 2000 Server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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