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14 Penta Security System

s Inc. All rights reserved.

시스템 관리자 A
협력사 직원 C

지점 직원 B 암호화된 개인정보

1rodlswjdqhqhghf
mfdnlgotjfkauszlrh
ksflrkgortladlwldks
grpTtmqslRk123

홍길동

821031-1111111
010-1111-1111

Encryption = Encoding
(무의미한 데이터로 가공)

Encryption = Encoding
(무의미한 데이터로 가공)

Key Management (키 관리)

Encryption

Secure
Encryption

키 접근이 통제되지 않는 암호화
복호화 권한이 통제되지 않는 암호화

Encryption  + 키의 안전한 저장
                + 키에 대한 접근제어
                + 복호화 권한제어

개인정보 유출방지, 암호화는 필수, 핵심은 키 관리입니다.

D’Amo KMS
H/W 타입의 키 관리 시스템

국내 최초 CC인증 EAL3+
및 GS 인증 획득

암호화된 개인정보, 누구나 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암호화는 키 관리가 핵심입니다.

주요기능 및 특장점

- 국내용 CC 인증 EAL3+ 등급 획득 
  (DB 암호제품 분야 국내 최고 등급)
- 국내외 키 관리 표준 준수

1 강력한 키 관리 및 감사
- PKI를 이용한 보안관리자 인증 
- 보안관리자와 DBA의 권한 분리로 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이중 접근제어 지원
- 암호화 및 복호화 권한제어

2 보안관리자 및 DBA에 대한 접근제어

- 키 접근제어, 감사 로그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 가능
- 시스템 현황을 한눈에 모니터링 가능

4 GUI 콘솔 지원으로 관리자 편의성 향상
- 네트워크 스니핑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정성 확보
- 네트워크 채널 본딩 기술로 트래픽 부하분산 기능 제공

3 키 전송구간 암호화를 통한 네트워크 안정성 보장

암호화 (Encryption) 는 중요 데이터를 무의미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일종의 인코딩 (Encoding) 과정일 뿐이며, 키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암호화 (Secure Encryption) 을 위해서는 키에 대한 안전한 저장 및 접근제어를 포함해야 
보안에서 말하는 안전한 암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D’Amo KMS 는 DB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네트워크 구간 등 IT 시스템 전체에 걸친 강력한 키 관리 및 접근제어를 통해 안전한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안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 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암호화 키를 가진 누구나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열어 볼 수 있다면 보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 시스템 관리자, 지점 직원, 
협력사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가 암호화 키를 가지고 있고, 누가 암호화 데이터를 키로 열어 볼 수 있고, 언제 키를 사용했는지 
모른다면 암호화를 해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지만, 키 관리, 
접근제어 등의 핵심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야 개인정보 유출방지가 가능합니다.
D’Amo KMS (Key Management System) 는 엄격한 키 관리, 접근제어, 감사 기록 
등의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안적으로 안전한 암호화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DB보안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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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원본 테이블

DB 컬럼별 암복호화
키 별도 관리

세분화된 사용자 
접근제어

별도의 H/W를
이용한 강력한 키관리

Key

보안관리자

D’Amo
SG-KMS

웹 서버

고객 DB 1

고객 DB 2

고객 DB 3정책 로그

GUI 기반 D’Amo
SG-KMS Console

네트워크 채널
본딩 기술 적용으로
트래픽 부하 분산 기능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로 
안정성 확보

서버 내부에
키 저장으로 인한
보안위협 방지

D’Amo KMS
Agent

D’Amo KMS
Agent

키가 없는 사용자는
복호화 불가

키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복호화 불가

D’Amo KMS
Agent

D’Amo KMS
Agent

Class Model Power SupplyAppearance Memory HDD SSDForm
Factor

- AC100~240V 50/60Hz 200W

AC100~240V 50/60Hz 400W
Redundant Power Supply

1U Rack
Type

2U Rack
Type

4 GB

8 GB

500 GB

1 TB
(RAID option) -

D’Amo KMS 100

D’Amo KMS 1200

Value
Perform

ance

AC100~240V 50/60Hz 400W
Redundant Power Supply

2U Rack
Type 16 GB 2 TB

(RAID option) 128 GBD’Amo KMS 2200

High-End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인증 FIPS 검증필 암호화 알고리즘국내용 CC 인증 EAL3+
(DB 암호제품 분야 국내 최고 등급)

H/W 타입의 키 관리 시스템 D’Amo KMS

구성도

제품 사양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