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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S 140-2란 무엇인가?   

FIPS(연방정부 정보처리 표준) 140-2는 IT 제품이 기밀은 아니지만 민감한 용도로 
사용될 때 충족해야 할 암호화 및 관련 보안 요건을 규정한 미정부 표준입니다. 

FIPS 140-2란 무엇을 규정하는가? 

이 표준은 승인되고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방식과 같은 안전한 보안 수단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또한 개별 또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승인되어야 하는지와 모듈이나 구성품이 다른 시스템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암호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교체(보증, 수리 및 대여 만료로 인한 반품, 다른 
스토리지로의 용도 변경, 판매),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가 소유자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수익, 시장 지분 그리고 고객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민사제재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조직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Seagate의 추정으로는 테라바이트 급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매일 약 50,000대의 
드라이브가 데이터 센터 환경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 IBM에 따르면 보증 수리를 위해 반환된 드라이브의 90%에 판독 가능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Ponemon Institute와 같은 전문기관에 따르면 데이터 침해당 평균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평균 미화 660만 달러(침해 건당 202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1

Ponemon Institute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노트북의 81%에는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전체 노트북의 10% 정도가 사용수명 동안 분실이나 도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내 공항에서만 매주 약 12,000대의 노트북이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된 
노트북이 사라졌을 때 기업에 끼치는 평균 비용은 거의 50,00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거의 1백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2

1 Ponemon Institute, 2008 연례 보고서: 데이터 침해의 비용(미국), 2009년 2월,  www.ponemon.org, 데이터 
침해 비용 상승, 연구 결과에서 인용, Ellen Messmer, Network World, 2009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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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S 140-2와 관련된 다른 레벨은 무엇인가?

FIPS 140-2에는 네 가지 보안 레벨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FIPS 140-2 인증은 제품이 따라야 하는 보안 레벨을 
명시합니다.

• 레벨 1: 소프트웨어만 암호화하는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매우 한정적인 보안 요건이 적용됩니다. 
모든 구성품은 제작 등급이어야 하며 터무니 없는 비보안 요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레벨 2:  역할 기반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용자 인증은 필요하지 않음) 또한 물리적 잠금장치 또는 부당 
변경 검증 수단을 사용하여 물리적 부당 변경을 감지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합니다. 

• 레벨 3: 분해나 변용하기 어렵도록 물리적 부당 변경 방지 기술을 추가하여 해킹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당 변경이 감지되면 해당 장치는 중대한 보안 변수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벨 3은 또한 강력한 암호화 보호 및 키 관리, ID 기반 인증 및 중대한 보안 변수가 입출력되는 
인터페이스간의 물리적/논리적 분리를 요구합니다.

• 레벨 4: 진일보된 부당 변경 방지 기술이 포함되며 물리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작동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Seagate가 획득한 FIPS 140-2 인증 레벨은 무엇인가?  

Seagate®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스토리지 장치는 FIPS 140-2 레벨 2 인가 장치로 인증 받았습니다.

Seagate는 왜 FIPS 140-2 레벨 2 인증을 받았는가? 

어느 조직이나 미사용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분실이나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FIPS 140-2 레벨 
2 인증은 보안과 품질의 기준으로 간주되며 Seagate FIPS SED가 보안 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요건을 
충족함을 모든 구매자에게 증명합니다.

어떤 종류의 제품이 FIPS 140-2와 관련되는가?  

FIPS 140-2는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링크 인크립터, 하드 
디스크,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기타 착탈식 스토리지 미디어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송 또는 저장되는 동안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정도의 보안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운영 체제의 암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암호 같은 운영 체제의 보안 수단은 하드 디스크를 뺀 후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BIOS ATA 하드 드라이브 암호도 Seagate SED 드라이브 같은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드 디스크나 스토리지 매체상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은 보안성이 
입증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FIPS 140-2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미국의 경우,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음성 시스템 포함) 내의 민감하지만 기밀은 아닌 것으로 지정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모든 연방기관에 FIPS 140-2 레벨 2 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3 캐나다의 경우,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음성 시스템 포함) 내의 보호 정보(A 또는 B)로 
지정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보안협회(CSE)에서 모든 연방기관에 FIPS 140-2 레벨 2 승인 암호화 
모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FIPS 140 인증은 캐나다 정부의 ITS 사전 자격 제품 목록에 나열된 
암호화 제품에 대한 필수 조건입니다.3 영국의 경우, 통신 전자 보안 그룹에서 FIPS 140 Validated 암호화 
모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4   

2 Intel 보고서: 노트북 분실이 기업에 초래하는 비용; eWeek, 2009년 4월 23일; Ponemon Institute 보고서, 2009년 4월
3 http://csrc.nist.gov/groups/STM/cmv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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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S 140-2 암호화 인증을 요구하는 미국, 캐나다 또는 영국 연방정부 조직에 접촉하려는 민간 기업들도 
이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업회사들(특히 금융, 보건, 교육 및 인프라(국가 안보) 부문)도 전 세계적으로 
점차 FIPS 140-2 인증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들 회사는 FIPS-140 인증에 적용되는 엄격함을 인식하게 되고 또 이것이 선호하는 보안 기준임을 
알게 되어 자사의 암호화 필요를 위해 이 표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FIPS 140-2 인증이란 무엇인가? 

FIPS 140-2 인증은 제품이 FIPS 140-2 표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 및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NIST
는 CMVP(암호화 모듈 인증 프로그램)를 만들어 이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인증합니다. 

FIPS 140-2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FIPS 140-2 Validated™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이 명시된 설계 및 구현 요건을 따라야 하며 NIST에서 인가한 13
개의 독립 랩 중 한 곳에서 테스트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FIPS 140 표준이 최신인가? 

140이 붙은 FIPS 발행물이 암호화 모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일련의 보안 표준입니다. FIPS 140-1은 1994
년에 발표되었으며 2001년에 발표된 현재의 기준인 FIPS 140-2로 대체되었습니다. FIPS 140-3은 2005년부터 
개발 중인 새로운 버전의 표준입니다. 2009년 12월에 초안이 발표되었지만 FIPS 140-2를 대체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FIPS 140-2 Validated 인증을 받은 제품 목록을 볼 수 있는가? 

NIST에서는 FIPS 140-2 Validated 인증을 받은 모든 상용 제품 목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csrc.nist.gov/groups/STM/cmvp/documents/140-1/1401vend.htm

왜 FIPS 140-2가 Seagate 영업 파트너들에게 중요한가? 

Seagate 영업 파트너들은 FIPS 140-2 인증을 유효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들이 갖지 못한 
품질과 중요한 보안 기능을 입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구매자들에게는 중요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www.seagate.com

00798-441-2491

3 http://csrc.nist.gov/groups/STM/cmvp/index.html
4 www.cesg.gov.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