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본 발간물에는 종국에 사용자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며, 이러한 드라이브는 1) 즉각적인 보안 삭제(암호화 삭제 또는 

데이터 판독 불가 처리) 및 2) 사용중인 드라이브가 잘못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 활성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 잠금 기능 활성화라는 
2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부록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암호화 기술과 SEC를 비교하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보안 삭제 및 자동 잠금 SEC 기술의 상세한 분석으로, SED가 서버, 
NAS 및 SAN 어레이를 비롯하여 가상 환경, RAID, JBOD 및 이산형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론

하드 드라이브를 처리할 시기가 되어 물리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떠나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러한 드라이브의 

데이터의 안전은 더 이상 확보되지 않고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IT 
부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기적으로 드라이브를 교체합니다.

• 보증, 수리 또는 대여 만료 등으로 인한 반환

• 드라이브 제거 및 폐기

• 다른 스토리지 목적을 위한 드라이브 용도 변경

모든 드라이브는 종국에 데이터 센터를 떠나 사용자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Seagate는 매일 약 5만 대의 드라이브가 데이터 

센터에서 반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에는 

회사의 중요 자료가 담겨져 있으며 데이터 센터에서 반출되어도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RAID 어레이에서 스트라이핑된(striped: 
병렬 방식으로 구성된) 데이터조차 데이터 도난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대용량 어레이는 단일 스트라이프만으로도 수 

백 명의 이름과 주민 번호가 노출될 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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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관리의 수고로움 및 폐기 시 비용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고 데이터 보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고객 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업은 

처리될 드라이브가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잘못된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갖은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판독 불가 

상태로 변환시키고 있으나, 이 작업에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술적인 결함이나 

인력으로 인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드라이브 처리 시 문제점은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 범위가 광범위해졌습니다.

• 드라이브 데이터를 덮어 쓰는 경우 비용이 

상당하며 주요 시스템 리소스를 몇 일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에서 

덮어 쓰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따로 

생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덮어 쓰기를 통해 

재할당된 섹터를 커버하지 못해 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 드라이브를 자화소거(Degaussing)하거나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 모두 상당한 비용이 

요구됩니다. 자화소거력이 드라이브 유형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알기는 어려울 뿐 더러 

드라이브에 판독 가능 데이터를 남겨 둘 소지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것 

또한 환경적으로 위험할 뿐 아니라 드라이브 

보증 및 대여 만료를 위한 반환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일부 기업에서는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보안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고에 무한정 보관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대량의 드라이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인력이 

관련되면서 불가피하게 드라이브 도난 및 분실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전혀 안전하지 못한 방식이 

됩니다. 

• 일부 다른 기업에서는 전문 폐기 서비스 업체를 

고용하여 서비스 관련 조정에 따른 비용과 

내부 보고 및 감사에 드는 높은 비용을 추가로 

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이동이 잦을 

수록 드라이브의 데이터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드라이브 한 대만 분실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침해로 인한 손실이 수 

백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IBM이 조사한 결과 IBM으로 반환되는 드라이브의 
90%가 여전히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은 상기의 현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익혀야 할 사항은 데이터 센터에서 반출되는 

것은 드라이브 자체 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브 내에 

저장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암호화 

매일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 반출되는 데이터의 양은 수천 

테라바이트로 엄청납니다. 이런 하드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즉각적으로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는 데이터 침해의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는 데이터 보호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 

노출로 평균 미화 66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1.

이렇게 성능, 확장성 및 복잡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짐에 따라 IT 부서에서는 암호화를 

사용해야 하는 보안 정책에서 퇴보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호화는 키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자체 데이터는 언제든 해독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세스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이러한 취약점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드라이브 처리 시 암호화가 더욱 쉽고 편리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보안 방법을 들어 보겠습니다.

• 키 관리가 필요 없는 즉각적인 보안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SED 

• 키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 활성 데이터 

도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 잠금 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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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관리 없는 즉각적인 보안 삭제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암호화 삭제를 

통해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폐기합니다. SED
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가 드라이브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인증 키(신임장 또는 

암호로도 알려짐)를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SED는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쓰면서 암호화하고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면서 해독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사용자의 인증 키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드라이브를 반출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사용자는 드라이브에 명령을 

전송하여 암호화 삭제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암호화 삭제 작업은 암호화된 드라이브 내 암호화 

키를 교체하여 삭제된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다시 해독할 수 없게 합니다(보안 삭제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A 참조).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를 통해 IT 작업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드라이브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폐기 비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SED의 정부 등급 데이터 보안 기능은 IT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데이터 보호 정책 준수에 대한 

면책 규정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SED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 처분 과정을 단순화하고 반환 

및 용도 변경되는 하드웨어의 가치를 보존합니다.

• 드라이브를 덮어쓰거나 파손하여 폐기할 필요가 

없음

• 보증 및 대여 만료 반환 보장

• 안전하게 드라이브 용도 변경 가능

키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한 자동 잠금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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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처리 시 즉각 보안 삭제를 위해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활성화 

데이터 도난 방지를 위해 동일한 SED를 자동 잠금 

모드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는 공통적으로 내부 절도나 드라이브가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물리적 보안 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사의 관리자나 소기업의 관리자는 외부인에 

의한 도난 사고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SED를 사용할 때 인증 키를 사용하여 드라이브를 

보호하기만 하면 자동 잠금 모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드라이브 전원이 꺼질 

때마다 드라이브 데이터 암호화 키가 잠기게 됩니다. 
즉, SED의 전원이 꺼지는 즉시 자동으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SED의 전원을 다시 켜면 SED가 암호화 키 잠금을 

해제하고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드라이브가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거나 내부 또는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 키의 수명은 IBM Tivoli Key Lifecycle 
Manager((구) Encryption Key Manager)를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인증 키를 

중앙에서 생성, 보호, 저장 및 백업하는 자바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통합 키 관리 

서비스는 다른 보안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스토리지에 대한 키 관리 요구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IBM, LSI 및 Seagate는 OASIS
에 채택된 공개 표준 프로세스 증진을 위한 키 

관리 상호 운영 프로토콜(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IBM Tivoli Key Lifecycle Manager만의 플랫폼 

중립성을 통해 기업 내에서 증가하는 수 많은 

암호화 키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의 자동 잠금 모드와 IBM 
Tivoli Key Lifecycle Manag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보안 삭제 전용 모드만 가능하나, 후에 

설정을 바꿔 SED를 자동 잠금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안 삭제 및 드라이브 

용도 변경을 수행한 후에 드라이브가 보안 삭제 

전용 모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정상 작동 시에는 그냥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SED)를 보안 삭제 전용 모드로만 설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보안 삭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 등 사용자가 기존 인증 키를 

교체하여 새 인증 키를 생성하기만 하면 앞으로 
SED를 자동 잠금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D가 보안 삭제 작업을 거치고 용도 변경된 

후에 새로운 사용자가 원한다면 자동 잠금 모드가 

아닌 보안 삭제 전용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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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면서 동시에 

데이터가 패브릭을 이동할 때에도 암호화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안 수준이 높아지기 

보다 실제로는 보안 수준이 낮아지고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암호화 키가 

노출되면서 전부 단일 암호화 키로만 암호화된 

대량의 암호 텍스트가 함께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IPSec 
또는 FCIP(FC over IP)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은 드라이브 

자체에서 수행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OS 및 파일 시스템 

암호화(그림 1 참조)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라이브 데이터에 대한 위협(데이터베이스 

자체, 파일 또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해커)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이러한 암호화에 수반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OS 또는 파일 시스템에 비확장성 

변화가 요구되므로 데이터의 제한된 부분을 넘어서 

암호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관리자들은 가장 민감한 데이터에 한해 암호화를 

수행하여 이러한 제한 조건에 대처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민감한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분류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불행히도 이 경우 

민감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분류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며, 노동 집중적이고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를 보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통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 데이터가 다량으로 디스크에 

쓰이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결국 

드라이브가 제 역할을 다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반출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디스크 암호화를 위해 파일 시스템의 

암호화 기술 다운스트림이 최선의 방책이며, 이를 

통해 중요 데이터를 구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센터에서 반출되는 드라이브의 

중요 데이터를 굳이 분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관리로 인한 노동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낭비되는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패브릭, RAID 

즉각적인 보안 삭제 모드로만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를 사용해도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작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됩니다. 하지만 SED를 자동 잠금 모드로 사용하면 

이보다 더욱 향상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드라이브 또는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에서 분리되는 순간(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드라이브가 잠기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관리자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더 취해야 할 조치라던지 

추가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드라이브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내부 또는 외부인의 도난에 대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 보호 기술 비교

암호화 기술 하나만으로 전방위적인 데이터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방어 기술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언젠가는 관리자의 손을 떠나는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데이터 센터 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특정한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에는 취약합니다. 만일 어떤 공격자가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잠겨져 

있지 않은 드라이브에 액세스하여 드라이브의 일반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SED 암호화 기술은 데이터 센터 보안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액세스 전체 관리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미사용 데이터 보호 기능도 작동 중 데이터 보장할 

수 없는 하나의 보완 요소에 불과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와이어 다운스트림에서 사용 중인 다수의 

데이터(NAS의 이더넷이나 SAN의 블록 레벨에서 

이동하는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IT 스토리지 

관리자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보안 위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관리자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사용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가장 널리 채택되는 방법으로는 IPSec 또는 
FCIP(FC over I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일회용 세션 암호화 

키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션 보안 방식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패브릭에서 암호화하는 것이 더 

나은 솔루션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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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데이터 
암호화 다운스트림

서버, NAS 및 SAN 어레이용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 최적화된 스토리지 효율성: 일부 다른 암호화 

기술과는 달리 SED는 데이터 압축 및 중복 

데이터 제거가 가능하여 디스크 스토리지 용량을 

극대화합니다.

• 데이터 무결성 향상: SED는 하드 드라이브의 

신뢰성이나 보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데이터 

무결성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보호 정보

(Protection Information)를 활성화합니다.

• 극대화된 성능 및 확장성: SED는 드라이브를 

전속으로 구동하고 선형적이면서 자동적으로 

확장됩니다. 

• 데이터 분류 불필요: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데이터 분류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암호화 감소: SED를 사용하면 데이터 암호화 

키가 노출될 일이 없으므로 키 재생성 및 

재암호화 작업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 우수한 보안성: SED 1세대 제품의 우수성은 NSA
에서 입증했습니다. SED는 스토리지 패브릭을 

불필요하게 암호화하여 수명이 긴 암호 텍스트 

및 키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이 보안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SED는 오버 더 와이어(over-
the-wire) 암호화가 아닌 사용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디스크 컨트롤러(서버 또는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 

컨트롤러에서) 또는 하드 드라이브에서 암호화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호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Seagate가 드라이브 암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몇 년 전에 미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는 데이터 보안의 문제를 분석하고 

하드 드라이브 내에서 암호화를 수행할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경비원이 가까이서 철통같이 지키는 경우가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바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하드 드라이브 자체 내에서 

암호화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선택일 것입니다. SED
는 완벽한 디스크 암호화를 위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며 서버의 직접 연결 스토리지(DAS), 
SAN 및 NAS 스토리지의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간소화된 키 관리: SED는 보안 삭제 전용 

모드로 사용될 때, 데이터 인증 키(암호화 키)를 

추적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표준화된 기술로 비용 절감: 업계 표준 기술을 

채택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고 SAN, NAS, 
서버, 데스크톱, 노트북 및 휴대용 스토리지 

플랫폼에 공통된 기술을 적용합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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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고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SED 암호화 기능은 자동적이고 인력의 개입 

없이도(transparent)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토리지 관리, OS,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베이스에 비싼 비용을 들여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 압축 및 중복 데이터 

제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성능이 선형적이고 

자동적으로 확장 가능하며, 드라이브의 성능 저하 

없이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관리성, 상호 운영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최적화하는 표준을 기반으로 

제작되며, 세계의 주요 하드 드라이브 제조업체들의 

협력 하에 이러한 표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스토리지 공급 업체에서 OASIS의 

키 관리 상호 운영 프로토콜(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을 지원하여 키 관리도 

상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SED는 일반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일정마다 적용되는 표준 

제품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드라이브의 암호화 기능을 

통해 다른 암호화 기술에 비해 탁월한 비용 효율성, 
성능, 관리성 및 보안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명한 분석가, 시스템 제조업체 및 
NSA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드라이브의 암호화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SED로 인해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계 서버, SAN 및 NAS 
어레이의 총 소유 비용을 줄이고 보안 수준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약을 거듭해 왔습니다.

SED가 드라이브 처리 시 비용을 절감하고 IT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많은 기업들이 보안 정책에 SED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안 정책 제정자는 

이제 가능하다면 향후에 구입하는 모든 하드 

드라이브는 SED이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IBM과 LSI는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를 자신들의 

솔루션에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Seagate
는 하드 드라이브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걸쳐 SED
를 신속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드 드라이브 

공급 업체도 SED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머지 않아 

모든 하드 드라이브가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로 전부 

교체될 것입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의 표준화를 통해 취득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성있는 6대 

하드 드라이브 공급업체는 협력하여 TCG(Trusted 
Computing Group)에서 발행한 최종 기업 규격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으로 제작된 이 

규격을 통해 서로 다른 공급업체에서 제작된 SED
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호 

운영성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고 

솔루션 구축 업체와 최종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에도 하드 드라이브 

업계에서는 업계 공통 표준이 수립되면 시장 규모가 

커지고 결국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으로 인해 ASIC
의 증가 로직이 드라이브 재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가 되었습니다(부록 B에 하드 

드라이브 암호화 기술 및 SED의 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결론 

서버, SAN 및 NAS 어레이의 관리자가 데이터 

암호화를 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이러한 이유는 물론 아직까지 데이터 

암호화를 적용하는 데 우려를 포하고 있는 일부 IT 
전문가들의 걱정까지 해결합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의 이점은 명확합니다. 
즉각적인 보안 삭제 기능으로 인해 키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드라이브 처리 시 IT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용도 

변경하거나, 서비스, 보증 또는 대여 만료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드라이브의 가치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 잠금 SED는 드라이브를 도난 

당하거나 드라이브가 잘못 위치하는 것에 대비하여 

시스템에서 분리되는 순간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드라이브가 손상되는 일이 있어도 

데이터는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에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암호화 키가 

드라이브에서 유출되지 않아 데이터를 해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암호화 키를 추적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 키만 추적 또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 인증 키는 재난 복구 센터에 

안전하게 백업, 복사 및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SED를 즉각 보안 삭제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키를 

서버, NAS 및 SAN 어레이용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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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 기술을 통해 드라이브의 용도 변경과 폐기 

작업이 한결 수월해 졌습니다. 드라이브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키 삭제를 수행하여 원래 

인증 키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가 인증 

키를 삭제하고 드라이브 내에서 무작위로 생성된 

새 인증 키로 교체합니다. 키가 삭제된 후에는 

기존에 디스크에 쓰여졌던 모든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새 인증 

키로 해독하면 알아 볼 수 없습니다(그림 2 참조). 
드라이브는 처음 공장에서 출하된 상태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용자가 보안 삭제 전용 모드나 자동 잠금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록 A: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기술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최초 구입 시

각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는 공장 출하 전 

암호화 키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이 키를 포함한 

상태로 출시됩니다. SED는 쓰기가 수행되거나, 일반 

텍스트가 디스크에 쓰이기 전 처음으로 암호화 

(드라이브에 내장된 암호화 키 사용) 되어 

드라이브에 기록될 때 전체 디스크 암호화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읽기가 수행될 때는 디스크의 

암호화된 데이터가 드라이브를 나갈 때 암호가 

해독됩니다. 정상 작동 시에는 SED가 시스템에 

완벽히 보이지 않게(transparent) 수행되어 비 

암호화 드라이브와 동일하게 인식됩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지속적으로 암호화를 수행하여 

어쩌다가 암호화 기능이 꺼지는 일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드라이브를 구입하면 암호화 키는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내장되어 있으며 드라이브가 자동 

잠금 모드로 설정되고 인증 키가 나올 때까지 이 

형식을 유지합니다. 드라이브는 디스크에 읽히고 

쓰이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지만, 인증 

키를 설정하지 않으면 누구나 디스크의 일반 텍스트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편합니다. 
사용자는 SED를 자동 잠금 모드로 사용할지 

아니면 즉각 보안 삭제 전용으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각 모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안 삭제 기술

드라이브를 즉각 보안 삭제 전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드라이브를 그냥 작동시키면 

됩니다. 보안 삭제 전용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해독하여 읽어 내는 데 사용자가 인증 키나 암호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증 키를 잘못 

관리하여 데이터를 손실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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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켜지는 동안 인증 작업이 완료되면 암호화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일반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림 3
에서 회색 줄은 일반 텍스트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은 데이터 압축 및 

중복 데이터 제거에 있어 비암호화된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키 관리 서비스에는 기업 전체에 걸쳐 관련 인증 

및 암호화 키를 생성, 등록 및 관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기반의 키를 저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키 관리란 조직의 기존 보안 

정책에 잘 통합되어야 하며 서비스 및 키가 모두 

비인가된 액세스로부터 잘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키 관리 시스템에는 백업, 파일 

동기화,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감사 및 장기 보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기존 고가용성 

및 재난 복구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키 관리 

서비스를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간편해 집니다.

IBM Tivoli Key Lifecycle Manager((구)Encryption 
Key Manager)는 자바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전체 디스크 암호화 드라이브를 

포함한 IBM System Storage DS8000과 함께 
IBM 자체 암호화 테이프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인증 키를 생성, 보호, 저장 및 유지합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인 IBM Tivoli Key Lifecycle Manager
는 z/OS, i5/OS, AIX, Linux, HP-UX, Sun Solaris 및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작동되며 기업 내에 여러 

곳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유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어 가용성을 높였습니다.

플랫폼의 중립성과 기존 보안 정책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호환성 및 조직의 최고 보안 

서버 플랫폼에서 가용성 높은 환경을 갖춘 IBM 
Tivoli Key Lifecycle Manager는 기업 내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암호화 키를 관리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키 관리 및 자동 잠금 모드의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관리

SED를 자동 잠금 모드로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브를 

잠금 해제하여 읽기/쓰기가 가능하기 전에 SED에 

외부에서 입력한 인증 키가 필요합니다. 자동 잠금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는 인증 

키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키 관리 서비스와 이러한 

인증 키를 올바른 드라이브에 전달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그림 3 참조). Seagate, IBM 및 
LSI는 각 기업별로 특화된 기술을 통합하여 완벽한 

자체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왔으며 그 결과로 IBM System Storage DS8000 
및 IBM System Storage DS5000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시스템은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안전한 볼륨 그룹을 정의하고, 
키 관리 서비스로부터 인증 키를 가져오며, 이 

키를 올바른 드라이브에 전달합니다. 그림 3
의 주황색 줄은 이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토리지 시스템은 암호화 기능이 호스트, 
OS,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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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기술은 데이터 센터 전체에 걸쳐 

적용됩니다(그림 4 참조).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스토리지 어레이, SAN, NAS 및 서버를 비롯하여 

데이터 센터, 지사 및 소규모 기업 내에서도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된 키 관리 서비스는 

다른 보안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스토리지에 대한 키 관리 요구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동 잠금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기술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를 자동 잠금 모드로 

설정하면, 드라이브 사용자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새 SED에 보안 삭제를 수행하여 처음에 

암호화 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를 

도난 당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먼저 드라이브 

외부 라벨에 있는 SID(보안 ID, 소유자 증명)를 

입력하고 인증 키를 설정하여 드라이브가 암호화 

키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인증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SED가 자동 잠금 모드로 

설정됩니다. 드라이브 전원이 꺼지면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잠기며 전원이 다시 켜질 때에는 잠금 

해제하는 데 필요한 인증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안 상태가 완벽히 유지됩니다. 자동 잠금 

모드의 SED에서는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암호화 키와 인증 키가 모두 

필요합니다.

인증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자동 잠금 모드의 SED
는 발견될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밀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금 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이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프로세스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전원 가동 

동작의 일부입니다. 드라이브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가 액세스하고 있다는 증거로 확인할 자격 

증명(인증 키)이 제공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IBM Tivoli Key Lifecycle Manager는 사용 시점에서 

키를 제공하여 보안 위치에서 키 요소에 대한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가 가능토록 하며, 이는 키 

제공에 대한 복수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대칭 및 

비대칭 키를 포함한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사용자 

지정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여 

중앙에서 이러한 키의 라이프 사이클과 인증서를 

생성, 가져오기, 배포, 백업,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IBM Tivoli Key Lifecycle 
Manager의 보이지 않는(transparent) 암호화 

실행이란 키가 중앙에서 생성되고 제공되며  
"일반" 상태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그림 4

지점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 흐름

로컬 키 관리

키 관리 서비스

노트북

데스크톱

스토리지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NAS, DAS 

테이프

인증 키 흐름

인증 키(잠금 키 또는 암호)

데이터 암호화 키(암호화됨) 

OASIS 키 

관리 상호 운영 

프로토콜

TCG(Trusted Computing 
Group) T10/T13 보안 

프로토콜



1

2 3

인증 키
드라이브에서 일반 텍스트나 
 암호를 보내지 않음 일반 데이터

칩

디스크

인증되었는가?

암호 해독
암호화된 암호화 키

일반 암호화 키
데이터 암호화 및 해독

암호화된 
 암호화 키

암호화된
 사용자 데이터

해시된 인증 키

아니요

예

스토리지 시스템

서버, NAS 및 SAN 어레이용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1. 인증

• 스토리지 시스템은 키 관리 서비스로부터 인증 

키를 가져와 잠겨 있는 올바른 드라이브로 

보냅니다.

• 드라이브는 인증 키를 해시(hash)하고 그 결과를 

디스크의 보안 영역에 저장된 인증 키의 해시와 

비교합니다. 

• 해시된 두 인증 키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증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드라이브는 디스크에서 

데이터 읽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잠긴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드라이브는 

암호 텍스트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2. 암호화된 암호화 키의 해독

• 두 개의 해시가 일치하면 드라이브는 잠금이 

해제되고, 이전에 인증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암호화 키 복사본(디스크의 보안 영역에 저장됨)
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받은 인증 키를 사용합니다. 인증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완료되고 나면 드라이브는 다음번에 

전원이 꺼질 때까지 잠기지 않습니다. 이 인증 

프로세스는 드라이브의 전원이 켜질 때에만 

진행되며 읽고 쓰는 작동마다 매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3.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일반 암호화 키

• 그런 다음 일반 텍스트 암호화 키는 디스크에 

쓰여질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디스크에서 읽히는 

데이터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제 드라이브는 백그라운드에서 암호화 및 

암호 해독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드라이브를 자동 잠금 모드로 설정되면 보안 삭제를 

수행한 후 다시 보안 삭제 전용 모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리를 

원하는 경우(즉, 자동 잠금 모드에서 보안 삭제 전용 

모드로 전환하여 다른 사람이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보안 삭제를 수행하여 암호화 키를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존 보안 드라이브의 인증 프로세스 동안 

발생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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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 환경에서 

데이터를 해독할 때 올바른 키를 쉽게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유되는 장비가 많아질 수록 

키를 공유해야 할 사용자가 많아지고, 패브릭에서 

이동하는 키가 더 많아 추적할 수록 그만큼 

노출되고 복잡성과 성능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온보드(On board) 암호화 ASIC를 포함한 어댑터는 

온보드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 둘 이상의 공급 

업체 어댑터와 상호 운영성 문제를 수반합니다. 
어댑터가 장착된 하드웨어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는 

동일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동일한 키 관리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호환 하드웨어에서만 

판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6에서 하단 

서버의 파란색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는 

대상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읽지 못하거나 키 

관리자 또는 암호화 스위치로도 인증하지 못합니다. 
이는 바로 키 관리자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호환되지 않는 암호화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원래 암호화 키가 

드라이브에서 유출될 수가 없으므로 관리의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내장된 다른 암호화 

엔진을 사용하면 하드 드라이브를 기존 어레이에 

추가하기가 쉽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시스템에 

대해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부록 B: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 보호 기술 비교

모든 위협으로부터 미사용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포괄적인 암호화 

기술이란 없습니다. 각 방법마다 비용, 상호 운영성, 
성능 및 잠재된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암호화를 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Seagate의 데이터 암호화 옵션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 호스트 기반 소프트웨어

• 암호화 하드웨어 장비

• 어댑터, 스위치, RAID 컨트롤러 또는 하드 

드라이브의 암호화 ASIC

SAN, NAS 또는 서버의 직접 연결 스토리지에 

저장된 미사용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 및 

암호화하는 위치를 평가할 때 최적의 솔루션은 

스토리지(이상적으로 하드 드라이브)에 암호화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키 관리 및 상호 운영성으로 간편해진 작업

SED를 사용하면 암호화 키가 드라이브에서 

유출되지 않아 암호화 키를 추적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 관리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또한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내의 여러 

위치에서 암호화 키에 대해 암호화된 복사본을 

유지하므로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데이터 복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 키를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SED에서는 드라이브에서 암호화 키의 복사본이 

모두 손실된다면 드라이브가 결함된 것과 

마찬가지라 어떤 경우에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SED만이 암호화 키를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다른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에 

미러링될 때마다 데이터 중복을 통해 추가 암호화 

키가 자동으로 추가되며, 해당 드라이브는 고유한 

암호화된 암호화 키 집합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패브릭 및 컨트롤러 암호화는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 암호화 키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위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나 어댑터에서 발생하는 하드웨어 

암호화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암호화가 수행되면 

솔루션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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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암호화 키는 둘 다 보안 정보 수준으로 

분류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동일한 암호화 알고리즘인 AES 128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Seagate는 드라이브를 

설계하는 과정에 공격자가 드라이브의 설계와 

드라이브에 포함된 모든 보안 정보의 위치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드라이브에는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으므로 드라이브의 설계와 구조를 세세하게 

안다고 해도 해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드라이브가 

파괴되더라도 공격자가 다른 드라이브를 더 쉽게 

파괴할 수 있게 할 만한 어떠한 보안 정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 텍스트가 노출되면 공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의 파일 시스템이 

잘 알려진 구조일 경우 해커는 특정 요소에 항상 

알려진 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암호화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가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바로 SED가 암호 텍스트를 

자체에서 전송하지 않아 이러한 유형의 공격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SED는 본질적으로 정해진 횟수 내에서 인증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스로 브릭(Brick)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비해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된 

비 SED의 경우 공격자가 무제한으로 인증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SED는 펌웨어 다운로드를 

보호하므로 공격자는 드라이브에 수정된 펌웨어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있을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Seagate는 SED에 보안 

백 도어(Back door)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어레이에 여러 암호화 알고리즘을 혼합시킬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델이 변경되고 최신 

암호화 기술이 하드 드라이브에 통합됨에 따라 새 

드라이브의 높은 보호 수준과 관련된 변경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암호화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이전 드라이브와 혼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키 관리 또한 상호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IBM, LSI 및 Seagate는 OASIS에 채택된 

공개 표준 프로세스 증진을 위한 키 관리 상호 

운영 프로토콜(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력한 정부급 보안 기능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보안 성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향후에 규정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해서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SED는 스토리지 

패브릭을 불필요하게 암호화하여 수명이 긴 암호 

텍스트 및 키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이 보안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또한 SED는 전체 디스크 암호화 

기술보다 보안을 더 강화한 다른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NSA에서는 Seagate의 첫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인 Momentus® 5400 FDE 하드 

드라이브를 미국 정부 기관과 국가 보안과 관련된 

계약 업체의 컴퓨터에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승인하였습니다.이 첫 모델에 적용된 

암호화 알고리즘은 NIST AES FIPS-197-규격을 
준수합니다. Seagate는 추후 출시되는 SED에 

이와 비슷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추진중입니다. 

그림 7은 공격자가 전원이 꺼졌을 때 잠금 상태로 

전환된 보안 기능의 SED를 확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암호화 키는 해당 

드라이브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어 그 드라이브에 

대해서만 유일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에서 유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암호화 키는 없고 

암호화 키의 암호화된 버전만 드라이브에 남아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어디에도 일반 텍스트 암호는 

없으며 인증 키의 지문(해시)만 있을 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드 드라이브는 "콜드 부트" 공격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메모리는 절대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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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결성의 보호 정보 표준 유지

SED는 데이터 무결성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T-10 
SCSI 기반 단 대 단(end to end) 데이터 보호 규격인 
PI(보호 정보, 데이터 무결성 특징으로도 알려짐)
를 지원합니다. SAS 및 파이버 채널 시스템에서 이 
SCSI 프로토콜 표준을 수행하면 데이터 경로의 각 

요소가 데이터를 검사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데이터에 대해 특수한 추가 

요소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통과하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으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SED는 데이터의 경로의 끝에서(데이터가 저장되는 

드라이브에서) 암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SED는 

데이터 경로 전체에 걸쳐 보호 정보를 지원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D는 

이러한 우수한 데이터 무결성을 향상시키면서 하드 

드라이브의 신뢰성, 가용성 또는 유용성/보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표준화된 기술로 저렴해진 비용

세계에서 가장 명성있는 6대 하드 드라이브 

공급업체(Fujitsu, Hitachi, 삼성, Seagate, Toshiba 
및 Western Digital)는 협력하여 TCG(Trusted 
Computing Group)에서 최근 발행한 최종 

기업 규격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으로 

제작된 이 규격을 통해 서로 다른 공급업체에서 

제작된 SED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호 운영성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고 솔루션 구축 업체와 최종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 모든 공급 업체에서 

출시되는 모든 드라이브는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위에서 언급된 업체 중 반 정도가 이미 SED를 

출시하고 있습니다)가 될 것이며, 하드 드라이브가 

사용자의 관리에서 벗어나더라도 데이터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속 드라이브 성능으로 데이터 분류 필요성 축소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에는 전속 인터페이스 

암호화를 위한 전용 엔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화를 활용하는 SED 암호화 엔진은 

컨트롤러 ASIC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드라이브 

포트는 포트의 최고 속도와 일치하는 전용 

암호화 엔진을 사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암호화를 

수행한다고 해서 시스템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SED 성능은 자동적이고 선형적으로 확장됩니다. 
더 많은 드라이브가 추가될 수록 암호화 대역폭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드라이브를 어레이에 추가하거나 어레이를 데이터 

센터에 추가할 때도 암호화 작업 부하의 균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성능의 저하 없이도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한다고 해도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일을 보안이 되지 않은 대상에 복사하게 되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데이터 분류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만으로 데이터 센터의 암호화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압축 및 중복 데이터 제거 효율성 지속

스토리지 시스템 데이터 압축 및 중복 데이터 제거 

기능은 스토리지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키지만 

이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이 데이터 압축 및 

중복 데이터 제거 작업 수행 시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ED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시스템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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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데이터의 물리적 보호 VS 세션 암호화로 

보호 

파일 시스템의 와이어 다운스트림에서 사용 

중인 다수의 데이터(NAS의 이더넷이나 SAN의 

블록 레벨에서 이동하는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IT 
스토리지 관리자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보안 위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와이어 다운스트림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물리적으로 IT 스토리지 관리자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음)의 경우 와이어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가장 널리 채택되는 방법으로는 

일회용 세션 암호화 키가 사용됩니다. 단일 전송은 

전송 후 즉시 버릴 수 있는 세션 키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전송에서는 새롭고 다른 세션 키가 

사용되어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의 

키는 데이터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이와는 

달리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에는 장기 지속 키가 사용됩니다.

세션 암호화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법 1 

데이터 센터를 벗어나 SAN을 지사, 다른 캠퍼스 

또는 재난 복구를 위한 원격 지점으로 확장하게 

되는 파이버 채널 패브릭 링크에는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IP(인터넷 프로토콜)
에서 FC 링크를 사용하여 IP 보안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보안 성능을 확보합니다.

방법 2 

라우터와 스위치는 IPSec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WAN에서 SAN을 연결합니다. 스위치와 

라우터가 IPSec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기만 하면 

이러한 유형의 보안 위협을 처리하는 데 호스트/
어댑터 기반의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이버 

채널 기술은 10km 거리 내에서만 유효하지만 IT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 보다 더 먼 거리, 가끔은 

지리적인 국경을 넘어선 곳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호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QLogic은 
WAN에서 SAN을 연결하여 SAN 트래픽을 IP로 

확장시키게 하는 라우터와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향후에 자체 암호화 스토리지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장치에 적용될 것입니다.

• 서버, SAN, NAS 어레이(가상화 여부와 무관), 
RAID, JBOD 또는 개별 드라이브

• 테이프 드라이브

•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 데스크톱 드라이브

• 노트북 드라이브

• 휴대용 드라이브

재암호화 필요성 감소

인증 키와 암호화 키를 분리하면 사용자에게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이점이 생깁니다. 암호화 키 자체가 

암호화되고 드라이브에서 유지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 개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과 달리 암호화 

키를 정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해독하고 재암호화하는 노동 집중적인 

프로세스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증 키는 관리자가 회사를 퇴사하는 등 원하는 

시기에 재암호화를 거치지 않고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관리자가 퇴사하거나 새로운 

운영자가 합류할 때 스토리지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는 암호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컨트롤러와 패브릭 기반 암호화는 데이터 

암호화 키를 안전한 스토리지를 위한 키 관리자와 

암호화 지점 사이에서 이동시키고 키를 위임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 키는 인증 

키보다 안전하지도 않고,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키를 재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능을 상당히 

저하시켜 가며 데이터를 재암호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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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IP가 인터넷이나 전용 라인으로 SAN을 확장하는 

경우, 이러한 원격 링크에서 원거리에도 사용 중인 

데이터의 가치를 보호하고, 데이터 복제, SAN 
데이터 장치 공유 및 백업과 사업 지속을 지원하는 

데 IPSec 보안이 사용됩니다. SSL(Secure Sockets 
Layer) 세션은 WAN 링크(일회용 키로)에 사용되어 

링크가 안전하고 키가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패브릭에 대해 물리적 보안 보호 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드라이브가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에 기술된 세션 보안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에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패브릭에서 암호화하는 것이 장기 

솔루션으로 적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란 

하드 드라이브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뿐 아니라 

패브릭에서 이동하는 데이터까지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안 수준이 높아지기 보다 실제로는 보안 

수준이 낮아지고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암호화 키가 노출되면서 전부 단일 

암호화 키로만 암호화된 대량의 암호 텍스트가 함께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IPSec 
또는 FCIP(FC over IP)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은 이전 

섹션에서 설명된 이유로 드라이브 자체에서 수행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추가 정보

스토리지 보안 관련 자료 참조 TCG(Trusted 
Computing Group) 웹 사이트:  
www.trustedcomputinggroup.org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스토리지 보안 업계 포럼(SSIF) 웹 사이트:  
www.snia.org/forums/ssif/knowledge_center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백서, 웹 캐스트 및 수행 데모 

비디오 관련 자료 참조 웹 사이트:  
www.SEDSecuritySolu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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