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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of threats come from insiders.

• 65% of internal threats are undetected.

Sources: Privacy Rights Clearinghouse & Ponemon Institute Survey, 
“The Business Impact of Data Breach”

85% of organizations have 
experienced a data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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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밀 유출에 따른 기업 이익 손실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

끊임없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금전적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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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112008

개인정보 침해 건수

개인정보 유출건
& 금전적 피해
& 불안감

7 배 이상 급증

39,811건

122,215건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54,832건

17,956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관련 법규들도 강화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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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데이터에 대한 탐색/기록/수정 등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적절한 권한부여를 통해 사전통제 및 로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11.19 시행) – 로깅 법제화 / 접속 기록의 위변조/도난 방지

 전자금융거래법 (2015.03.18 개정) – 불법적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DB 접근 내역 로깅 및 사후 감사자료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2014.11.19 시행) –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DB 접근제어 및 정보생성, 수정, 파기, 

이용 기록에 관한 로깅 법제화(6개월) /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및 도난, 분실 방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고시 2014.12.30 시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14.12.30 시행)

 행정안전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 행정기관의 경우 DB Query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HIPPA(미국 의료 데이터 보관 기준) – 적용 관련 국내 건강정보보호법안 입법 준비 중

 PCI-DSS(신용카드 정보보안 표준) – 카드 가맹점, 서비스 제공자, 카드결제 대행업자(VAN) 등은

PCI DSS 가 마련한 기준 12개 항목을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함

IT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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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 및 소비자 2차 피해

• 해커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

• 사고발생시 심각한 기업 이미지 저하 및 경제적 손
실 초래

중요 자산으로서 정보의 가치 상승조직내의 구성원 다양화를 통한 위험 증대

• 기업 내의 주요 정보유출의 70~80%가 내부
사용자에 의해 발생

• 기업 내의 외부 회사의 Outsourcing의 증대

• 기업의 다양한 Data에 대한 접근 관리의 필요성

• IT Compliance 요구 증대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의무화

• HIPPA(미국 의료 데이터 보관 기준)

• PCI-DSS(신용카드 정보보안 표준)

IT Compliance & 법률 강화

• 디지털 기반 시설 복잡해짐

• DB 보안 솔루션의 어려운 설정 및 관리

• 기존 시스템 성능 저하

기존 보안 솔루션의 한계점

환경 변화로 인한 DB 보안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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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er Type

Application Server 

3 Tier Type

모든 DB 접근 유형은 모니터링 되어야 함

RISK

DBMS현업부서(정형적 접근)

IT 부서(비정형적 접근)

외부 일반사용자 혹은 현업부서의 경우 Application Server를 통한
3 Tier로 DBMS에 접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B의 위험성이 약함.

IT 부서나 외부 Outsourcing 개발자들의 경우 DB Server에
2 Tier Type의 접근 Tool(e.g. Orange/Golden/Toad/etc.)을
활용하여 직접 접근합니다. [Security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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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ecurity Solution

• 누가 정보를 조회하고 변경했는가?

(관리자, 외부 사용자, 내부 사용자)

• 언제 그 데이터가 변경되었는가?

•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었는가?

(DB, objects, records)

•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e.g. Orange/Golden/Toad/etc.)

•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데이터 작업이
있는가?

•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차원의 보
안이 가능한가?

• 법률을 준수하는가?

접근 제어(사전적)

권한 제어(사전적)

감사 및 모니터링(사후적)

IP address 

DB User 

Schedule 

OBJECT (TABLE , VIEW)

SQL (DML,DDL,DCL) 

SQL Query Sentence 

Detect log / Monitoring 

IP address / DB / user

Local connection / BEQ

요구 사항 DB 접근제어

• IT compliance

• 정보 자산 보호

• Data의 무결성, 

신뢰성 확보

• 실시간 감사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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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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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INSIGHT SG는 완전한 Query 분석을 기반으로 사용자 기반의 강력한 권한제어 및 접근제어, Profile 기반의 자동화된 보
안 정책을 제공함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DB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이력 관리를 통한 사후 감사기능으로 주요 내부
정보 자산을 보호해주는 전용 DB 접근제어 제품입니다. 

 고성능 Transparent Proxy와 Packet Sniffing Module을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Hybrid mode를 지원

간편한 구성
• Proxy base Full Transparent Mode
• 효율적인 Hybrid 운영 방식
• 기존 인프라 환경 변경 없음
• 다양한 고객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 구성 지원

보다 편리한 설정과 운영

• 관리자 편이를 극대화한 직관적 GUI
• 대시보드 기반의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 시스템 통합 관리 기능

강력한 보안 기능
• 국내 최초 Positive Security Model 구현
• 강력한 접근 제어 및 권한 제어, 세션 제어
• Data Masking
• Virtual Patching

고성능 Network 전용 장비
• Gigabit Performance 지원
• 기존 운영 시스템 성능에 영향 없음
• Fail Over (HA)

DB INSIGHT SG 특징 – 고성능 Network 기반 전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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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INISIGHT SG는 Transparent Proxy로 작동시에도 IP가 부여되지 않음

 DBMS에 접속하는 Client는 별도의 Agent 설치가 필요없으며, 기존 환경의 변화 없이 기존 TNS 정보로
DBMS 접속 이용

DB INSIGHT SG 특징 – Proxy base Full Transparent Mode (특허기술) 

Database

정상사용자

연결 DB서버주소

IP : 100.100.100.2 

SID : DB10 

PORT : 1521

DB서버 주소

IP : 100.100.100.2

SID : DB10 

PORT : 1521

비정상사용자

• Transparent Mode를 지원(Proxy IP 주소가 없음)
• DB INSIGHT SG 제품은 클라이언트의 TNS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
• 경쟁사 제품들은 Gateway Mode로 구성시에는, 제품에 IP가 부여되는 투명 프락시가 아니므로 목
적지 DB서버의 주소를 바꾸기 위해 Client Agent를 설치하여 DB 서버의 TNS를 변경하여 사용

Stealth Proxy Mode (IP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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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SIGHT SG Inspection Engine

DB INSIGHT SG

Authority Profiling 및 Form 
Profiling 통한 SQL Query학습

* 2,000~6,000 Query 학습

Self Learning Engine

차단

Database

• Authority 
Profiling

• Form Profiling

• 명령 로그
• 차단, 탐지 로그

Profile된 DB에 의한 비정상적인 Query 차단

DB INSIGHT SG 특징 - Adaptive Profiling (특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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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SIGHT SG 특징 - Adaptive Profiling (특허기술) 

 Adaptive Profiling 기대 효과 1
 WEB을 경유하는 DB접속은 정형화된 쿼리임
 WEB Hacking에 의한 DB서버로의 간접적인 비정형적인 쿼리 감시 및 차단

DBMS

정상 사용자

DB접근제어

비정상 사용자

차단

정형화 쿼리

웹 해킹

WEB
비 정형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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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SIGHT SG 특징 - Adaptive Profiling (특허기술) 

 Adaptive Profiling 기대 효과 2
 보안 담당자 : DB의 구조 / 내용등을 상세히 알지 못해도 능동적인 정책 수립
 DBA : DB의 내용을 다 알수 없거나, 각 DB계정에 대한 권한 부여의 어려움을 해결

난 Database를
모르는데...!!

I’m a 보안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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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Database

Web Application Server

탐지된 URL, Client IP, 요청 data를
DISG로 전달

DISG

Correlation Prober DISG Correlation Analyzer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동 기능을 통하여 DB에 접근한 실제 IP를 찾을 수 있는 기술로, 모니터랩만의 특허기술

Correlation Prober에서 탐지된 로그와 DB INSIGHT SG에서 탐지된 로그의
연관 관계를 학습하여, 실제 접근자 IP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을 수행

DB INSIGHT SG 특징 - Intelligent User Tracking (특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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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SIGHT SG 특징 – 취약성 공격 탐지(Virtual Patching)

 알려진 DBMS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 집행
 DISG의 Virtual Patching은 데이터베이스의 중단 없이 DBMS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방어합니다.

• Zero-day Attack 
 공식 패치 출시 전까지의 공백

• 시스템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 영향도(위험도)
 안정성 보장을 위한 테스트 필요
 관련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영향도 테

스트

• 서비스 중지에 따른 영향도
 패치 설치 과정 중 서비스 중지
 패치 적용 시점에서의 재 시작 / 서비스

중지
 Mission-Critical System

• 지원하지 않는 버전 운영 / 라이선스 미 보유
 관리(자) 부서 부재 / 패치 작업의 어려움

기존 패치 영향 및 한계

• Zero-day Attack 
 Just-in-time Patching 
 실시간 패턴 업데이트 / 피해 최소화

• 시스템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 영향도(위험도)
 실제 서버에 영향 없이 취약성 보호

(External Layer)
 실제 패치에 대한 충분한 위험도 테스트

기간 보장

• 서비스 중지에 따른 영향도
 각 사이트 마다 정기적인 패치 사이클링

유지

• 지원하지 않는 버전 운영 / 라이선스 미 보유
 관리자 개입 없이 취약성 보호

DISG Virtual Patching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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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SIGHT SG 특징 – 개인정보 오남용 감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조회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감사
 비 인가자에 대한 접근 차단
 인가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사용내역 조회 및 리포팅

INTERNET

DB Server

정상적인 DB 접속

.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용

. 비 인가자 접근

인가된 사용자비인가된 사용자

정보유출방지 및 감사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감사
. 개인정보 오용 차단
. 개인정보 테이블 모니터링
. 개인정보 사용현환 모니터링
. 실시간 개인정보 사용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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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Mode

DBMS

Client IP 별로 운영모드를 설정

DB INSIGHT SG

DB Server일반 사용자
Client : 11.X

Hybrid
(Security Mode: 10.X

Performance Mode : 11.X)

외주 개발자
Client : 10.X

• 모든 보안정책 설정 지원으로 가장 강력한 보안 기능
• 강력한 접근제어 및 권한제어를 수행
• Proxy 방식으로 packet 처리

• 사후 감사(감사 로깅) 및 DB 모니터링
• 고성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합
• Mirroring 방식으로 packet 처리
• 차단기능 제공(Reset)

DB INSIGHT SG 특징 – Hybrid Mode



21

02 D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Product Introduction

등록된 DB의 스키마(DB사용자/테이블/컬럼/어플리케이

션)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어 쉽고 빠른 정책 설정

DB INSIGHT SG 특징 – 스키마 정보 제공

 DB서버 스키마 정보의 GUI 제공
 보안 정책 적용시 DB계정/테이블/컬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여 손쉬운 정책 적용
 지속적인 스키마 업데이트를 통하여 DB의 스키마 정보 변경시에도 변경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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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SIGHT SG 제품군

 전원 타입에 따라서 1U Rack과 2U Rack으로 구분됩니다.
 슬롯에 모듈을 선택/조합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사양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 DISG-200_Y14 DISG-500_Y14 DISG-1000_Y14 DISG-2000_Y14 DISG-4000_Y15

Appearance

RAM 4GB 8GB 16GB 32GB 32GB

HDD 500G 500G 1TB 2TB 2TB

N
I
C

Default
10/100/1000 *6 10/100/1000 *6 10/100/1000 *6 10/100/1000 *2

10G Fiber *2
10/100/1000 *2
10G Fiber *2

Option
10/100/1000 *2 *1 or

1G Fiber *2 *1
10/100/1000 *2 *2 or

1G Fiber *2 *2
10/100/1000 *4 *1 or

1G Fiber *4 *1
10/100/1000 *4 *3 or

1G Fiber *4 *3 or
10G Fiber *2 *3

10/100/1000 *4 *3 or
1G Fiber *4 *3 or
10G Fiber *2 *3

Size
430(W)*44(H)*405(D) 430(W)*88(H)*450(D) 430(W)*88(H)*550(D) 430(W)*88(H)*550(D) 430(W)*88(H)*550(D)

Power supply
300W Single 300W Redundant 800W Redundant 800W Redundant 800W Redu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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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AIMNG-ES_Y14 AIMNG-AS_Y14

Appearance

R

A

M

Default 4GB 8GB

Option ㅡ 40GB

H

D

D

Default 2TB 2TB

Option
ㅡ SATA2 2TB *4 *2 (Max) or

SAS 300G ~ 600G *4 *2 (Max)

N
I
C

Default 10/100/1000 *6 10/100/1000 *2

Option ㅡ 10/100/1000 *2

Size 430(W)*44(H)*405(D) 437(W)*89(H)*648(D)

Power supply 300W Single 740W Redundant

 본 제품의 사양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옵션은 사양에 따라 별도 금액 추가됩니다.
 복수 DISK (2개 이상) 구성 시 RAID 구성으로 인해 실제 총 가용 용량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DB INSIGHT SG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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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Product Introduction

DB INSIGHT SG 다양한 구성 방식

One-Armed Mode

• DB로 접근하는 모든 트래픽이 DB INSIGHT SG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Request 와 Response Data 만 DISG로 전달

• 트래픽이 많거나 네트워크가 복잡한 환경에 적합

In-Line Mode

백본라우터

• 네트워크 경로 상에 Bridge 형태로 In-line 구성
(Gateway Mode)

• Transparent Proxy/Transparent Sniffing 으로 동작
• 보안 수준에 따른 탐지/차단 운영 가능
• 장비 이상 시 Bypass 지원

INTERNET

DB Server

DB Server

L4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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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Product Introduction

Client A

DB INSIGHT SG
Virtual IP 10.3.3.X

Client B

Local B Database
10.1.1.X

Local C Database
10.0.0.X

Reverse Proxy

• DISG가 DB 서버를 대신하여 가상의 Proxy 서버로

동작

• DB 서버의 외부 노출 방지

• DB 서버가 분산된 환경에서 단일 장비로 다수의 DB 

서버 보호

• 강력한 접근제어 및 권한제어

INTERNET

DB ServerDB Server

DB INSIGHT SG 다양한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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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Product Introduction

Multi-Segment

 추가 장비 없이 2개 이상의 Segment 지원
 네트워크 및 DB 서버의 IP 구성 환경 변화 없음
 장애 발생 시 Segment별 Fail-Open 기능 기본 제공
 모든 보안 기능 지원

Port Trunk

백본라우터

 Port Trunk or Tag VLAN 구성 환경 지원
 네트워크 및 DB 서버의 IP 구성 환경 변화 없음
 모든 보안/구성 기능 지원

INTERNET

DB Server

WEB/DB Server

L3
DB Server

DB INSIGHT SG 다양한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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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B INSIGHT SG 소개 및 특징
Product Introduction

Active-Active

 Active–Active 고 가용성 모드 적용
 L4 Switch의 기능을 이용하여 구성
 Load Balancing 필요(FLB)

Active-Standby

L2 Switch

 장비간 상태 체크 수행
 장비의 장애 발생 시 Fail-Over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가용성을 보장
 L2  Switch 이상에서 구성

INTERNET

DB Server
DB Server

L2 Switch

L4 Switch L4 Switch

DB INSIGHT SG 다양한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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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DB 보안의 필요성
Product Introduction

03.

DB INSIGHT SG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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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B INSIGHT SG 주요 기능
Product Introduction

DB INSIGHT SG 주요 정책
정책 주요 기능 상세 기능

보안정책

접근 제어
 DB(INET)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의 ACL 작성 (블랙리스트 방식/화이트리스트 방식)
 IP별, DB 사용자별, 접근 시간대별, 애플리케이션별 제어
 세션 그룹, 스키마 그룹 및 스케쥴 그룹 지정을 통한 접근 제어 정책 설정

권한 제어
 DML / DDL / DCL별 제어
 IP별, DB 사용자별, 접근 시간대별, 애플리케이션별 제어
 세션 그룹, 스키마 그룹 및 스케쥴 그룹 지정을 통한 권한 정책 설정

패턴 제어
 DB(INET) 사용자 정의 패턴 별 패턴 제어
 IP별, DB 사용자별, 접근 시간대별, 애플리케이션별 제어
 세션 그룹, 스키마 그룹 및 스케쥴 그룹 지정을 통한 패턴 정책 설정

프로파일
 SQL 구문의 자가 학습을 통한 자동 보안 정책 설정
 권한 프로파일 : SQL / DB 사용자 / 객체별 학습
 폼 프로파일 : SQL 구문 자체를 학습

응답 제어
 응답 데이터 및 세션 제어 기능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마스킹/차단 기능
 IP별 등 제어, 세션 그룹, 스키마 그룹 및 스케쥴 그룹 지정을 통한 응답 제어 정책 설정

감사정책
명령 로그  DB(INET)에 대한 명령 로그 남김 유무를 설정하는 기능

 로그의 양을 조절하여 사후 로그 조회 시 속도를 개선

개인정보사용 로그  보호대상 DBMS 내의 개인정보 접근 이력을 사용자별로 로깅 및 조회

DB 취약성 공격 탐지  보호대상 DBMS 취약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공격에 대하여 탐지
 패턴 업데이트 서버를 사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패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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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B INSIGHT SG 주요 기능
Product Introduction

접근제어 및 권한제어

• DB에 대한 접근 제어 기능

• 특정 클라이언트 IP Address 혹은 DB 사용자, 

Application, 스케쥴별로 접근 허용

• 설정된 사용자 이외의 접근은 차단/허용합니다.

접근 제어

• DB 접근 클라이언트(IP address, DB 사용자)별, 

SQL 명령어(DML, DCL, DDL)별, 객체(table, view)

별 권한 제어

• 특정 클라이언트 IP나 DB 사용자를 권한(DML, 

DCL, DDL)별로 차단합니다. 

• 설정된 사용자 이외의 접근은 차단/허용합니다.

권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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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B INSIGHT SG 주요 기능
Product Introduction

세션 관리

• 응답데이터 및 세션을 제어

• 유휴시간, SQL 시간, 응답건수, 응답시간, 응답크

기 별로 정책을 설정하여 차단/탐지

•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마스킹/차단

응답 제어

•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DB에 접근하는 네트

워크 상의 작업을 탐지/차단, 감사, 로깅하는 기능

입니다.

 Telnet

 FTP 

 SSH 

INET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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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B INSIGHT SG 주요 기능
Product Introduction

관리 및 모니터링

• 관리자 설정 및 시스템 상태 성정

• 라이선스 관리 및 프로그램 백업 기능 제공

• ESM, SNMP 등을 이용한 연동기능 제공

관리기능

• 로그정보와 시스템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DB / Session 정보

- 탐지유형, 위험도 등

- Network / DB Traffic 

- System 사용률

모니터링



33

03 DB INSIGHT SG 주요 기능
Product Introduction

로그분석 및 보고서

• 탐지로그 조회
 설정된 정책에 위반된 로그
 로그 상세 보기

• 명령로그 조회
 DB에 접근하는 모든 SQL Query와 결과

데이터를 저장
 저장된 Log들을 다양한 조건으로 필터링

하고, 조회 검색 기능 제공

로그분석

• Log 분석을 수행하여 DB Transaction에 대한 조
건별 Top 10 Chart 분석을 수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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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구축 사례
Product Introduction

A 화재

 차세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인력에 대한 DB 접근 통제

• 접근 제어 및 권한제어

• 외주 개발자들에 대한 DB 접근통제

• 로깅 기능을 통한 접근 이력 관리 및

사후 관리

구축 개요

구축 효과

• 2대의 장비를 각각 독립적으로 인라

인 구성

• 별도의 전용 Manager Server 를 통

한 통합관리

구축 특징

DB Server Farm #1

INTRANET

Backbone Switch

DISG

Switch Switch

구성도

DB Server Farm #1

Backbone Switch

DISG

Manager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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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구축 사례
Product Introduction

구성도

SiSi

방화벽

백본스위치

Port Mirroring

Mirrored Data

Active ActiveStandby Standby

In-Line

B 캐피털

 운영중인 DB 서버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 구축

 안전한 DB 시스템 운영 보장

 IT 감사에 대응

 DB 서버에 접근하는 모든 SQL 요청
내역을 기록

 중요 데이터 유출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이를 기반으로 사후 추적 및 감사

구축 개요

구축 효과

• 2대의 장비를 DB 운영 환경에 따라
인라인과 미러링으로 각각 구성

• 별도의 전용 Manager Server를 통한
통합관리

구축 특징

DISG

DB Server Farm

DISG

Manager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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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A N K Y O U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9, 306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1차)

• Tel:  02) 749-0799

• Fax: 02) 749-0798

• E-Mail:  sales@monitorapp.com

• Website: www.monitorap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