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대량의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이들 드라이브의 수명이 다했을 
때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흔히 이용되는 드라이브 
덮어쓰기나 파괴는 사내에서 직접 하든 타사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민감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Seagate Instant Secure Erase(ISE) 기능이 있는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기술이 절대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드 드라이브 폐기 시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번거로움을 대폭 줄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딜레마: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드라이브를 폐기하는 
방법

HDD와 SSD 제품의 수명은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이는 결함 
때문이 아니라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구형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구형이 
된 드라이브는 조직에 딜레마를 안겨 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기업용 드라이브를 안전하고,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을까요?

데이터 보안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기업용 
노트북과 데스크탑 PC의 80%(기업용 서버의 경우는 훨씬 더 높음)에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 또는 지적재산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HIPAA, Gramm-Leach-Bliley 및 Sarbanes-Oxley 같은 
법규는 모두 다 조직으로 하여금 이러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주 정부에서는 데이터 보안 위반법(예: 

캘리포니아주의 SB-1386 Security Breach Information Act)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은 개인 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모든 

잠재적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법규는 
"보안 침해 = 매우 값비싼 대가"라는 공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유출된 레코드 당 보안 침해의 총비용은 미화로 
50달러에서 300달러에 이르며, 여기에는 발견과 통지, 생산성 손해, 고객 이탈, 
벌금, 개선 비용이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해, 폐기된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이를 
악용하는 이들의 손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술 백서

안전하고, 빠르고,  
쉽게 드라이브를  
폐기하는 방법



현재의 절차는 너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제대로 데이터 
보안도 유지되지 않는다

데이터 보안을 중대하게 생각하는 조직은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폐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조직들이 드라이브를 
폐기시킬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드라이브를 덮어쓰거나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드라이브를 파괴하는 일을 대행업체에 맡기기도 
합니다. 한편 IT 조직들은 데이터 센터의 드라이브를 덮어쓴 후 다른 데이터 
센터나 장소로 이전하는 식으로 드라이브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이 역시 
비용과 시간이 엄청 소요되는 그다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기존 드라이브 
폐기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Seagate Instant Secure Erase 기능을 갖춘 SED—드라이브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

Seagate Instant Secure Erase 기능이 있는 SED를 사용하면 하드 드라이브를 
퇴역시키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간단하고,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SED는 전체 디스크를 암호화합니다. 이들 솔루션은 보안성이 가장  
우수한 AES-256 또는 AES-128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NIST 
(미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이러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정부에서 레벨 2 등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표준을 충족한다고 인증하였습니다. 데이터가 
드라이브에 들어간 후 디스크에 쓰여지기 전에 전용 ASIC 칩을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데이터 암호 키는 드라이브 내의 접근 불가 보안 영역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를 읽을 때는 디스크의 암호화된 데이터가 드라이브를 
벗어나는 동시에 암호가 해독됩니다. SED는 항상 ON 상태입니다. 즉, 
끊임없이 암호화하고 암호화되지 않도록 기능을 끌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작업 동안 SED의 암호화 작업은 전적으로 투명합니다.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SED 드라이브는 비암호화 드라이브와 똑같아 보입니다. 

Seagate Instant Secure Erase 기능이 있는 SED 폐기

Seagate Secure™ SED는 안전한 것으로 NIST에서 검증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체 암호 키를 생성합니다. 관리자는 드라이브를 폐기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데이터 암호 키만 간단히 바꾸면 됩니다. 올바른 데이터 암호 키 
없이는 즉각적/자동적으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읽을 수 없으므로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재포맷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 Seagate ISE는 드라이브 관리 시간을 줄여줍니다.  
3TB 드라이브도 1초 이내에 암호화된 방식으로 영구 삭제할 수 있는 반면, 
드라이브를 세 번 덮어쓰는 방법은 39시간이나 걸립니다. Seagate ISE는 
파괴할 경우 삭제하는 비용과 덮어쓰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없애줍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더 이상 드라이브를 덮어쓰거나, 드라이브 파괴용 기계를 

구입하거나, 대행업체를 고용하여 드라이브를 파괴 또는 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삭제한 드라이브는 조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하거나 판매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하드 드라이브를 폐기하고 재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데이터 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데이터 보안 침해의 
위험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에 반해 
Seagate Instant Secure Erase 기능이 있는 SED 
드라이브는 최적의 보안 솔루션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드라이브에 데이터가 쓰여지는 동시에 
자동으로 암호화되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 쓴 드라이브를 폐기할 때 말 그대로 
암호 키를 폐기하면 됩니다. 드라이브에 남아 있는 
데이터에 더 이상 누구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시간, 노력,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동시에 데이터 유출에 대한 염려 없이 드라이브를 
폐기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쉽게 드라이브를  
폐기하는 방법



부록 A: 기존 드라이브 폐기 방식의 장단점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드라이브 폐기 방법:

•	 드라이브 덮어쓰기

•	 물리적으로 드라이브 파괴

이 단원에서는 각 방식의 장단점을 논합니다.

드라이브 덮어쓰기

드라이브를 파괴할지, 용도를 변경할지에 상관없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덮어쓰기 합니다. 덮어쓰기 방식은 파괴 설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용도가 바뀐 
드라이브를 쓰게 될 새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에도 액세스할 수 없게 합니다.

드라이브를 덮어쓸 때 데이터 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드 드라이브의 각 위치에 0과 1의 조합을 쓰는 방법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가비지(쓰레기) 데이터로 만들어 이전 데이터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데이터의 
가치 및/또는 해당 업계의 관행에 따라 여러 차례 덮어쓰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덮어쓰기 표준을 따라 조직은 데이터가 복구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덮어쓰기 표준으로는 폐기나 재활용 전에 세 번 드라이브를 
덮어쓰도록 규정한 DoD(미국방부) 5220.22 규정과 단일 와이핑 패스(데이터 
영역을 1과 0으로 덮어씀) 후에 하드 드라이브를 복구할 수 없다고 보는  
NIST(미국립표준기술연구소) 800-88 규정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덮어쓰기의 장점

덮어쓰기는 하드 드라이브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브의 잔여 수명과 새 드라이브의 구입 비용에 따라 회사는 드라이브 
당 수백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물리적으로 파괴되어야 할 
운명이라면 덮어쓰기 함으로써 데이터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덮어쓰기의 단점

하지만 드라이브를 덮어쓰는 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과도한 시간 소요—요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하드 드라이브는 용량이 
매우 큽니다. 3TB는 흔하며 조만간 4TB, 5TB 드라이브도 이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용량의 드라이브일 경우, 패스 수행 횟수, 드라이브의 크기 및 
시스템의 속도에 따라 덮어쓰기 작업을 완료하는데 수시간 또는 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TB 드라이브를 한 번 재포맷하고 덮어쓰기 하는 데 
13시간이 소요됩니다. 용도를 변경할 드라이브의 경우 일반적으로 덮어쓰기 
절차를 세 차례 수행하므로 드라이브 당 총 39시간이 소요됩니다. 용량이 
커질수록 덮어쓰기 시간만 늘어납니다.

작업 실패—데이터 오류나 기타 일부 결함으로 
인해 드라이브를 퇴역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덮어쓰기 작업의 시간 초과나 즉각적인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보 오류가 있는 
드라이브의 경우 일부 데이터를 찾거나 덮어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덮어쓰기 작업을 할 
때 자주 실패하는 고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두 시간 후에 작업이 멈추면 이 덮어쓰기 
절차를 재시작할 겁니다. 8 ~ 10시간 후에 멈추면 
이 절차를 취소하고 드라이브를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비용과 보안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 센터 직원은 이 
절차가 실패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데, 이로 인해 덮어쓰기 절차와 
관련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비용—데이터 센터 직원이 덮어쓰기 절차를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비용 외에도 하드 드라이브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무료 프로그램도 있지만 1 유저 
라이센스가 미화 70달러, 1,000 유저 라이센스가 
미화 4,0001달러나 됩니다.

물리적으로 드라이브 파괴

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드라이브인 경우 주로 
파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드릴로 드라이브를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내거나, 갈기갈기 찢거나,  
망치로 때리거나, 파쇄기에 넣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드라이브 자체를 파괴하기로 한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데이터 센터 내에서 파괴 작업을 실시하거나 
외부로 드라이브를 보내 파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쉽게 드라이브를  
폐기하는 방법

1 출처 - Multi-wipe(www.multiwipe.com),  
iolo Technologies DataScrubber(www.iolo.com),  
Lsoft Technologies Active@KillDisk(www.killdisk.com),  
White Canyon Software WipeDrive(www.whitecanyon.com),  
Jetico BCWipe(www.jetico.com), Kroll Ontrack Eraser 
(www.krollontrack.com)의 솔루션에 대한 설문조사.



내부 파괴

드라이브를 덮어쓸 수 없을 때 일부 데이터 센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데이터 
센터 밖으로 드라이브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외부인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드라이브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보안입니다. 다만 
시간, 노력 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괴 작업용 
기계의 구입 비용은 소형 수동식일 경우 미화 950달러, 일반 복사기만한 
장비일 경우 45,000달러까지 천차만별입니다.2 드라이브를 파괴하는 데 IT 
직원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갈기갈기 찢는 것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에 IT 직원은 운반과 폐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부 대행업체 이용, 내부 파괴

외부 대행업체를 데이터 센터로 불러들여 내부에서 파괴 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안전하지 않은 드라이브가 절대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드라이브를 분실할 위험이 없습니다. IT 직원이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운반해 버리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대행업체는 드라이브 
파괴 비용 외에 운반비도 청구합니다. 한편 외부인이 보안 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 위험이 발생합니다.

외부 대행업체 이용, 외부 파괴

가장 자주 쓰는 방법으로, 드라이브를 내부에서 덮어쓴 후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외부에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외부인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지 않으며 외부 대행업체가 쓰레기도 처리합니다. 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방법도 비용이 많이 들며, 전적으로 보안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드라이브를 제대로 덮어쓰기 하지 못했을 
때 그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고용한 서비스 대행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이고, 올바른 드라이브 폐기 관행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대행업체는 철저한 CoC(Chain of Custody: 연속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회사는 고객이 자사의 드라이브를 넣고 잠글 수 있는 
콘솔을 제공하는데, 드라이브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이러한 콘솔을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대기 트럭까지 운반하기도 합니다. 이후 대행업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파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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