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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DB) 보안 소개 

현업 

DBA 

데이터 접근 경로 분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IT 유지보수 
담당자 

UAT TRAINING 
TEST 
DEV 

테스트  
담당자 

구축담당자 
유지보수 

피교육자 
교육담당자 

Clone 

 
파기대상  
데이터 

Live Data Online 
Application 



Copyright ⓒ 2016 Banet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All rights reserved 4 BANET INFORMATION TECHNOLOGY Inc.  

1. 데이터(DB) 보안 소개 

Dynamic 
Data Masking 

IT 유지보수 
담당자 

Data Change 
Control 

DB Access 
Control 

TDMS  
De-Identification 

Privacy Info. 
Lifecycle 

Management 

Production 
DBMS 

UAT Training 
TEST 
DEV 

• DB접근제어 시스템 
• Secure Query Tool 

• 원장변경 통제 시스템 

• 비인가된 DB접근 차단 
• Privileged User access Control 

DBA 

분리보관 
DBMS 

Masked PII ! 

Tester 

Security 
Audit Log 

DB Encryption 

• DB암호화 

데이터 보안 아키텍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강화된 접근통제 영역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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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DB) 보안 소개 

 Change Control 

 Application Change – OK ! 

 DB Catalog Change – OK ! 

 DB Data Change - ?

Data Change Control (원장변경 통제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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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DB) 보안 소개 

Request Service 
(ITSM, Groupware, etc.) 

현업 (Teller) 
IT업무담당자 

Assign  

IT 업무담당자 

Write 
(SQL) 

TEST 
Analysis 
Approve 

Change 

책임자 
DBA 

보안담당자 

Review 

리뷰어 

Before 
After 

Before 
After 

Audit 
Log 

Data Change Control System Service Request System 

• SR(Service Request) 
Number / ID 

• 요청 사유 
• 요청자 

• IT 요청 처리자 
• 원인 (App error, 

miss use, etc.) 

• Before/After Image 
• Test Result (Affected 

Rows, Elapsed Time, etc.) 

• Approval 
History 

• Exec Results 
Before/After Image, 
Affected Rows, 
Success or Fail, etc. 

Audit 
Report 

• View Before/After 
Data, Test Result, 
Impact analysis data 

Data Change Control (전산원장변경 통제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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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DB) 보안 소개 

1 TB 

Production or Production Clone 

Extract 

Related subsets 

Mask / Remap 
Insert / Update /Load 
Compare 

25 GB 

Unit Test 

25 GB 

Development 

100 GB 

Integration 
Test 

50 GB 

Training 

• Create targeted, right-sized test environment 

• Automate support for Data Model changes 

• Replace sensitive data with masked data 

• Refresh, reset and maintain test environments 

• Compare and resolve application defects 

• Accelerate release schedules 

Test Data Masking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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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DB) 보안 소개 

Production 
DBMS 

Restrict access production data 

유지보수 
담당자 

• Firewall 
• DB Access Control 
• DB Encryption 

TDM System 

• Find Table, Columns contains PII 
• Create catalog & PII META, Rule  
• De-Identification, Masking 
• Delivering Test Data 
• Authorize (workflow) 
• Lifecycle Management 
• Audit Log 

Privacy Data 
Monitoring (Audit) 

TEST 
Training 

Dev. 
DBMS 

Firewall 

• Remove DB-Link 
• Blocking Access from Test zone to Production DB 

유지보수 담당자 
외주 개발자 

테스트 담당자 

• 미변환 / 실데이터 검출 
• 실데이터 소명 / 삭제 
• 감사 보고서 생성 

유지보수 담당자 
테스트 데이터 관리자 

• Request Test Data 
• Delivery Test Data 

• Application Testing(Unit Test, 
Integration Test, Development, …) 

• Training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2015.4.16) 

- 외주부문 등의 일일 중요 점검사항 신설(제9조의 2-②) 

Test Data Masking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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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DB) 보안 소개 

Privacy-aware 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 



목차 

1. (DB) 데이터 보안 소개 

2.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3. Case Study 

4. 바넷정보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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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aware 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 

• 개인정보 식별 / 메타 관리 

• 라이프사이클 정의 

• 대상 테이블 및 파기 방법 정의 

• 분리 데이터 식별 (고객, 상품, …) 

• 파기, 분리보관, 복원 프로세스 

• 스케줄 관리 

• 감사 보고서 

• 테이블 데이터 파기 (Row Delete) 

• 컬럼 데이터 파기 (Null Overwrite) 

• 데이터 복원 

• 보존 연한에 따른 분리보관 

• 엄격한 접근통제 

25 GB 
(파기대상) 

2 TB 
(live data) 

운영 DB 
Extract 

25 GB 
(파기대상) 

Database & 
Image 

분리보관 DB (secure area) P-ILM System 

META Management 

Extract & Load 

Identify Key Data 

Delete / Overwrite 

Restore Data 

Save (Load) 

Destroy 

Database & 
Image 

Extract(for restore) 

Save (for restore) 

History 

Destroy 

2.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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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

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

한 조치 

 

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

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

관리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통신망법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파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

장 관리 

 

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
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해당 기간 이전에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 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 

 
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분리보관방법은 별도의 DB로 분리하여 
조회권한 관리로 엄격히 관리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은행권 파기 가이드라인  

신용정보법 

Compliance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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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ILM vs P-ILM 

기준 

데이터 중요도 

엑세스 및 업데이트 빈도 

보관기관 

거래종료 여부(계약의 해지 등) 

무실적 고객(휴면계정, 계좌 등) 

컴플라이언스 
바젤II, 샤베인-옥슬리 

보존 보관의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규제 

기술 

완성도 

기준을 정하기 위한  

데이터 파악기술 상용화 부족 

데이터 식별 기준 명확 

내부 IT조직과 협력하여  

Business Logic 구현 가능 

효과 효율적 정보관리 필요성(ROI) 

개인정보 보안 강화 

컴플라이언스 준수 

정보관리 효율성(ROI 개선) 

ILM P-ILM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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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보안성 강화 
 
성능 개선 
 
규제 준수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최소화 
 
시스템 성능 개선 
 
IT컴플라이언스 준수 

W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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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부담경감을 위해 
범위 축소 

 
성능저하 

 
변경관리 
유지보수 
비용 증가 

 
작업 효율 

저하 
 

불완전한 
작업통제 

분리저장 
레코드 및 컬럼 

삭제 / 복원 

스트리밍 
병렬처리 

수작업 

Scheduling 

업무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 
 

분리보관 작업의 
실행/검증 비용 

절감 
 

범위확대에 따른 
운영시스템  
성능 개선 

Automatic 
Script 

Generation 

자동화 

Workflow 사전 승인 

솔루션 도입 후 자동화 비용 절감 구축 전 

만료된 데이터 
(전체 10~20%) 

보존 시  
DBMS 조회성능  

저하 

COST Effective ! 

Refresh 
Catalog 

Performance 
Enhancement 

대용량 처리 
성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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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 데이터 유출 시 Risk! 

• 오류로 인한 데이터 유실 Risk! 

• 작업 통제 불가 Risk! 

• 작업자 유출 Risk! 

• 보안감사 대응 어려움 Risk! 

• 작업자 데이터 미접근 

• 검증, 재처리 등 오류처리 

방안 제공 

• 분리보관 작업 실행 

  (임시파일 미생성) 

• 데이터 분리보관 승인 

• 감사 데이터 기록 

• 보안 역할 분리 

미 구축 / 수작업 

OO손해보험 
전문 솔루션 
도입으로 

대상 식별 및 
분리보관/삭제 
자동화 처리 

솔루션 도입 자동화 보안 강화 사례 

보안 
강화 

vs 

Enhance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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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데이터 삭제 (Row Delete/Null update) 

데이터 적재 전송 

Production 
DBMS 

Archiving 
DB 

META Identify Data 
Job 

Configuration 
Approval  

Audit 
Logging 

• 업무 별 스키마 등록 
• 대상 테이블 등록 
• 소스-타겟 매핑 
• 추출 Script 생성 

• 주제영역 정의 
• 주제영역 별 라이프

사이클 관리 
• 범위 선정 

• 작업 등록 
• 파라미터 등록

(기준일자 등) 

• Workflow 
• Scheduler 

• Audit log 
• Report 
• Monitoring 

Scheduler 

• Audit log 
• Report 
• Monitoring 

Management Console 

• No temporary File 
• Identifying Data 
• Grouping by subject 

• Cross Loading (Oracle – DB2, etc.) 
• Auto-Identifying PII 
• Approval process 
• Audit Logging, Reporting 
• Etc. 

 Key Features 

데이터 추출 

Privacy Data Lifecycle Management Solution Architecture  



Copyright ⓒ 2016 Banet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All rights reserved 18 BANET INFORMATION TECHNOLOGY Inc.  

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Column Name : 
REMARK 

 
Contains : Phone 

Number 
 

How ?? 

Data Pattern 인식 
              

       + 
 
Naming Rule & 
Data Type     & 
Data Length 

Where is the PII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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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전사적 관점의 대상 데이터 선정 

대상 거래 목록 

대상 거래 목록 

대상 거래 목록 

비대상 거래 목록 

비대상 거래 목록 

비대상 거래 목록 

시스템 별  
사전 작업 

업무1 

업무2 

업무3 

시스템 별  
대상 추출 

고객번호 

계약번호 

관계자 

비대상 제거 

P-ILM 
Repository 

최종 대상 선정 
(고객, 거래) 

주제영역 #1 
대상 고객 KEY 

주제영역 #2 
대상 거래 KEY 

고객번호 

계약번호 

관계자 



Copyright ⓒ 2016 Banet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 BANET INFORMATION TECHNOLOGY Inc.  

고속 데이터 추출 (Create Multiple Key-Table & Join) 

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주제영역 #1 
Key List 

TABLE_A 

TABLE_B 

TABLE_C 

주제영역별 대상 목록 배포 

데이터 추출 

P-ILM Repository 

분리보관 영역 

TABLE_A 

TABLE_B 

TABLE_C 
추출 

분리 
저장 

※ 다단계 JOIN 대신 주제영역 Key와 직접 JOIN하

여 성능 극대화, 운영시스템 영향 최소화 

주제영역 #1 
Key List 

TABLE_D 

TABLE_E 

TABLE_F 

TABLE_D 

TABLE_E 

TABLE_F 

주제영역 #1 
Key List 

주제영역 #1 
Key List 

FROM TABLE_A A 
JOIN RDS.CUST_KEY_LIST B 
ON A.CUST_ID = B.CUST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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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주제영역 – L1 
(고객원장) 

주제영역 – L2 
(업무 별 KEY) 

주제영역 – L3 
(업무 별 KEY) 

고객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대출계좌 

주제KEY 
채권추심 
주제KEY 

수신 여신 

주제영역 KEY 정의 

※ 주제영역 – 동일한 Key를  
   가지는 테이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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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데이터 삭제 

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Snapshot 영역 

 
변경분 

비대상건 

대상건 
n차수 

범위 1 

범위 2 

범위 3 

Fetch 1  

Fetch 2 

Fetch 3 

분할추출 병렬삭제 

DELETE 1  

DELETE 2 

DELETE 3 

※ 분리보관 후 삭제를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변경
된 데이터에 대한 오삭제 방지 

삭제 대상  
데이터 추출 

PK 기준 
삭제 Snapshot 

TABLE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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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기/분리보관 작업의 안정성 -  2 Phase 분리보관 

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Snapshot 

1차수 

2차수 

3차수 

n차수 
… 

비대상건 

대상건 
n차수 

분리보관 1차 실행 

분리보관 검증 

분리보관 2차 실행 

fetch 

load 
Append 

Snapshot 영역 

분리보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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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암호화 된 데이터 분리 

임시파일 생성 여부 

이종 DB 간 데이터 전송 

투자비용 최소화를 위한 고려사항 



목차 

1. 데이터 보안 소개 

2. DB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솔루션 소개 

3.Case Study 

4. 바넷정보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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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Study 

OO손해보험 구축 개요 

• 3월 착수 
~ 3월 솔루션 구축 / Pilot 분리보관 처리 / 갭분석 
~ 5월 중순 커스트마이징 
~ 6월 정식 오픈 

구축 경과 

• 대상 시스템: 기간계, 정보계, 채널계 12개 시스템 

• 대상 DBMS: Oracle, MS-SQL, Tibero 

• 특이사항: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계약 관계자가 고객원장에 등록 
- 고객, 계약, 보상, 융자, 지급 등 업무 Hierarchy 구조 

범위 및  
특이사항 

•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적용 절차 
- Pilot 검증 후 가장 오래된 데이터 부터 최근 순으로 단계별 작업 

• 데이터 분리 범위 확장 : 성능에 영향이 큰 이력 데이터 분리 적용 

• 원장 및 이력 데이터 포함 870여 개 테이블, 32억 레코드 파기/분리보관 완료 

• 파기 방법은 시스템 영향도를 고려하여 레코드 삭제 또는 컬럼 업데이트 적용 

주요 
구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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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Study 

프로젝트 담당 프로젝트  역할 

프로젝트 총괄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 

PM  프로젝트 관리 

정보보안 
담당자 

 개인정보 분리보관 업무 코디네이터 
  -. 분리보관 처리 담당자 지정(현업/IT) 
  -. 분리보관 업무 가이드 제공 
  -. 업무팀 의견 수렴 (인터뷰) 
  -. 분리보관 처리 프로세스 정의 
     (처리절차 및 담당자 권한 역할, 결재선 등) 

현업  
업무담당자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및 비대상 정의 
 업무 간 상호 연관관계 정의 
 분리보관 대상 추출 기준 정의 
 분리보관 대상 정보 정의 

DA / 컨설턴트 

 분리보관 추출 프로그램 표준 가이드 교육 
   (SQL, Procedure, Function등) 
 분리보관 추출 Query 검증 
 분리보관 및 연계시스템 정의 

IT  
업무담당자 

 분리보관 대상 추출 Query 작성 
 분리보관 대상 테이블 정의 

DBA[운영자]  분리보관 시스템 운영 

공통  테스트 및 데이터 검증 

고객사 PM 

정보보안  
담당자 

DA 

현업 업무
담당자 

IT 업무
담당자 

고객 외 
19개 팀 

고객 외 
19개 팀 

DBA 
[운영자] 

수행사 PM 

컨설턴트 
구축 

담당자 

프로젝트 총괄 

개발팀 

프로젝트 조직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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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Study 

Task 수행  내용 

Pilot 

 분리보관 시스템  환경 구축 (H/W구성, DB계정 등) 

 분리보관 처리 프로세스 검증: 조직,담당자,처리절차 등 

 분리보관 시스템 구축시 Issue사항 점검 

 요구사항 수집 

분석 
/ 

설계 

고 
객 
사 

 분리보관 대상 업무 시스템 및 테이블 정의 

 분리보관 대상 추출 기준 정의 

   -. 업무 별 분리보관 Key 추출 Query 작성 

   -. 분리보관 방식 및 대상정의(Row Delete, Column Update)  

   -. 비 분리보관 대상 정의 

 분리보관 작업 주기 및 처리절차 정의 

   -. 분리보관 작업 주기 정의(매일,주 단위, 월 단위 등) 

   -. 분리보관 이관, 복원 시 결재선 정의 

수 
행 
사 

 분리보관 솔루션 기초생성 자료 가이드 

   -. 솔루션 관리 분리보관 대상 Key 테이블 가이드 

   -. 분리보관 대상 추출 Query 작성 표준 가이드 

 DB 모델 분석 

   -. 업무 Part 별 주제영역 Key 선정 (추출 Query 자동화) 

 분리보관 작업 실행 그룹 정의 

   -. 테이블 별 소요시간을 고려한 실행 그룹 편성 

구축 및  
통합 테스트 

 솔루션 기초정보 등록 (대상DB, 테이블, 추출Query 등) 

 기능 및 성능 테스트 

분리보관 
 초기 대용량 데이터 분리보관 작업 계획 수립  

 초기 분리보관 및 안정화 지원 

단계 별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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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Study 

구축  
범위  

제품  
기능  

• DB 정보 데이터와 이미지 파일 분리보관 별도프로세스로 처리 

(분리보관 파일Key 정보로 DB정보 이관 후 이미지 분리보관) 

• Oracle, DB2, MS-SQL, Tibero 등 지원 

• 고객사 업무의 주제영역을 정의 

• 2단계 분리보관으로 작업 검증, 재실행 기능 제공 

• 주제영역 단위의 Key 항목, 테이블을 관리하여 편의성 제공 

• 결재요청/승인 자동화 프로세스 제공  

• 각각의 단위 실행 또는 결합 작업 실행 기능 제공 (스케줄) 

• 시스템 자원 최대 활용을 위한 작업 실행그룹을 정의 

• 병렬 작업수행 및 각 실행그룹들이 동시에 종료하도록 설정 

• 업무 주제영역 별 Key항목 기준 추출 및 이관, 복원 

• 작업 오류 시  데이터를 원복 처리 기능 제공 

• 추출 건수, 적재 건수, 소스 DB Count, 백업 DB  Count에 대한 

기능 제공, 파기 Key 데이터 이력(고객번호, 계약번호 등) 

• 분리보관 작업 단계 별 수동 실행(추출, 이관, 파기) 

• 작업 단계 그룹화하여 스케줄 실행(추출-이관,파기) 

• 분리보관 작업 상태 모니터링 제공 

-. 실행작업그룹-진행 테이블-건수,예상시간 등) 

-. 오류 시 SMS, Email 발송 

• 인사 DB 연동을 통한 사용자 관리 (Daily Sync) 

• 결재선 관리를 통한 결재 프로세스 진행. 

• 위임자 설정, 복수 결재 처리 등 기능 제공 

요구사항 및 구축내용 

요구사항 구축내용 

• 기간계 운영 DB, 퇴직연금 DB, CS DB / 12개 업무 

• 이미지 File 분리보관 

• 운영 중인 DBMS 지원 

• 업무 별/고객(또는 식별 가능한 기준) 대상 추출 

• 데이터 검증 가능 하고 용이해야 함 

• 분리보관, 대상 테이블 분석 편의성 제공 

• 건 별 삭제, 복원 요청 시 승인 후 실행 

• 데이터 이관/삭제/복원 프로세스 자동화 지원 

• 대용량 데이터 분리보관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 작업도중 오류 시 재 작업 방안 제시 

• 분리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가능해야 함 

• 작업 단계 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 작업 도중 오류 발생시 원복이 가능해야 함 

• 분리보관, 복원 감사보고서 제공 

• 정시/수시 작업 스케줄러 제공 

• 작업상태, 결과 추적, 리포팅, 오류 알림, 통계 등 

• 다단계 결재 및 결재자 부재 시 위임, 후결 기능  

• 위임자 설정 시 설정 기간 정의 

• 업무 DB  
• 이미지 시스템 

• DBMS 지원 종류 

• 분리보관 대상 추출 

• 데이터 이관 방안 

• 데이터 정합성 

• 스케줄 기능 

• 관리 / 모니터링 

• 승인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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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의사결정 사항 

구축 이슈 의사결정 사항 

  모든 대상 테이블 별 Script 관리 비용 최소화 
 주제영역 정의 

 추출, 삭제, 복원 Script 자동 생성 (자동화 비율 97%) 

  하나의 계약에 다수의 고객이 연관됨 

  한 명의 고객에게 다수의 계약이 존재 
 시스템에서 연관성을 추적하여 결정 

 데이터의 복원과 복원된 데이터의 재 파기 
 복원 데이터 조회 및 선택, 사전 승인절차 

 복원된 데이터는 다음 주기에 파기 

  이미지 데이터 파기 및 분리보관 

 파기 분리보관 대상이 결정되면 이미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

해 파기 대상 파일 목록을 결정 

 솔루션에서 이미지 파일을 분리하고 삭제 

  데이터 삭제 리스크 대비 임펙트 최소화 방안  오래된 데이터 부터 파기, 검증을 반복하여 리스크 햇지 

 고객과 별도의 라이프사이클을 가지는 데이터 

(캠페인, 보험설계 등) 
 개별 라이프사이클로 관리 

 파기 범위의 결정 
 컴플라이언스 대상 : 포함 

 컴플라이언스 비대상: 성능과 관련된 대용량 데이터 포함 

 전처리/후처리 작업 필요  대상 선정, 분리 등 작업 전/후 처리를 위한 스케줄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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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단계 정보보호 담당자 현업 담당자 IT 담당자 시스템 운영자 

분리보관 
사전작업 
[월 초] 

    

분리보관 대상 
사전확인 
[월 초] 

    

분리보관 
이관 및 파기 

[월 말] 

    

분리보관  
작업공지 

분리보관 대상 
추가/변경 

 확인 

분리보관 대상  
추가/변경 

등록 

시스템 점검  
분리보관 대상 

추출  

분리보관 대상 
확인 요청 

분리보관 대상 
확인 

분리보관 대상 
검증 

분리보관 대상 
추출 

분리보관  
대상추출 

요청 

분리보관 대상 
확인 

분리보관 대상 
검증 

분리보관 대상 
확인 요청 

분리보관 이관 
파기 요청 

분리보관 이관 
파기 실행 
[모니터링] 

분리보관 이관 
파기 결과 

보고서 작성 

분리보관  
이관파기  
결과확인 

분리보관 대상 
확인 

분리보관 대상 
확인 

분리보관  
이관파기  
확인요청 

담당자 역할 

정보보호 
담당자 

 분리보관 업무 관리 감독 

   -. 분리보관 정책 관리 

   -. 분리보관 작업 일정관리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감사 대비 (감사보고서 작성) 

   -. 분리보관 결과 보고(감독기관) 

현업 
담당자 

 업무 분리보관 기준 정의 및 검증 

   -. 분리보관 대상 기준 정의 

   -. 분리보관 대상 범위 정의 

   -. 분리보관 데이터 확인 

IT 
담당자 

 분리보관 Script 작성 및 검증 

   -. 분리보관 추출 Script 작성 

   -. 분리보관 대상 테이블 등록 

   -. 분리보관 데이터 검증  

시스템 
운영자 

 분리보관 작업 운영 

   -. 분리보관 시스템 관리 

      업무 별 분리보관 대상 취합 및 

      등록 관리 

   -. 분리보관 작업 관리 

      스케줄 등록관리 및 모니터링 

      작업 결과 보고서 작성 

업무 프로세스와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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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enor   PDS

추출 
파기 

운영_기간계 추   출 

이    관 
적재 

개인정보 분리보관 시스템 

META 관리 

파    기 

복  원 

운영_퇴직연금 

운영_민원 

병   합 

대상선정 

검    증 

완전파기 

Key 배포 

연계시스템 

운영_이미지 

File 

분리보관DB 

이미지 분리보관 

File 

이관 
배포 

파일이관 

개인정보 항목 별 Rule 등록하여, Rule Engine을 통해 
실 데이터 Scan하여 개인정보 항목 자동식별 기능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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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DB Server DataGenor PDS Server 
[Repository DB] 

분리보관 DB Server 

분리보관  Temporary Area 사전 분리보관  Temporary Area 

통합 
고객 

업무 별 Key 추출 

고객 추출 
Procedure 

업무 별 대상 취합  분리보관 Key 

고객 

업무 
식별정보 

비대상 
고객 

업무관계
자정보 

업무관계
정보 

고객 

업무 
식별정보 

업무관계
자정보 

업무관계
정보 

영업
고객 

계약 보상 융자 

일장 
손사 

재무 문서 

병합 / 대상 선정 

고객 추출 
Procedure 

고객 추출 
Procedure 

병합 

대   상     검   증 

사   전     이   관 

분리 보관   이관 

파                 기 

분리보관 
작업 이력 

통합 
고객 

영업
고객 

계약 보상 융자 

일장 
손사 

재무 문서 

통합 
고객 

영업
고객 

계약 보상 융자 

일장 
손사 

재무 문서 

분리보관 최종 대상 Key와 운영 테이블  Join 추출 

사전 분리보관 데이터 검증 후, 
  

분리보관 DB이관 (Append)  

완    전    파   기 

복                 원 

업무 별 대상 
추출 Query 

실행 
 

업무Key와 
운영DB Join 
데이터 추출 

 
데이터 삭제 

사전 분리보관 
및 검증 후  

분리보관 DB 
이관 

Data Architecture 

History 

고객 계약 

테이블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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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보관 대상선정 프로세스  

6. Case Study 

Stage 5 Stage 4 Stage 3 Stage 2 Stage 1 

업무별 분리보관 기준 정의 
-. 운영 DB 개인정보 보관 기간 정의 
-. 분리보관 추출 조건 정의 
   업무 별 Master 정보  
   추출 조건 항목 정의 
-. 업무 연관관계 정의: 
   상위 업무 Key 항목 조사 

분리보관 추출 SQL 작성 
-. 업무별 분리보관 기준에 따른 Script 작성 
-. 솔루션 분리보관 정보 가이드 제공 
   분리보관 고객정보 (대상/비대상) 
   분리보관 업무 정보(대상/비대상) 
   분리보관 업무관계자 정보 
   분리보관 업무관계 정보  
   (상위 업무/ 업무식별번호) 

대상 추출 및 선정 (솔루션) 
-. 업무 별 대상 및 비대상 데이터 취합 
-. 대상 선정 (솔루션 알고리즘) 
   업무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최종  
   분리보관 대상 데이터 선정. 

분리보관 대상 정보 검증 
-. 분리보관 대상 및 선정 과정 확인 
   업무 연관관계에 의한 분리보관  
   대상 데이터의 Matrix 제공 
-. 운영 데이터 확인 
-. 프로그램 일괄 검증: 검증 배치 APP, Script 등 

분리보관 대상 확정 
-. 업무 별 담당자 분리보관 대상 확정 
   분리보관 확정 결재 처리 
-. 업무 별 분리보관 확정 결재 취합 
-. 모든 업무 담당자 확정 완료 시 실행 

초기 분리보관 환경 Setting 분리보관 작업 시 반복작업 

운영 업무는 여러 업무간 상호연관 관계(Relation Key)를 가지며, 복잡한 업무 Rule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업무에 해당하는 분리보관 대상 정보와 연관 업무Key를  업무별 취합하여, 연관 Key의 분리보관 대상 여부를 반복 추
적하여 최종 분리보관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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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Study 

운영 DB 

통합고객 Sub Area 

통합고객 정보 

*고객번호 
 고객명 
 주민번호 

영업고객 정보 

*사원번호 
*일련번호 
 고객번호 

연락처 정보 

*일련번호 
 연락처 정보 
 고객번호 

고객동의 정보 

*고객번호 
 일련번호 
 동의일자 
 

통합계약 Sub Area 

통합계약 정보 

*증권번호 
*변경일자 
 상품코드 

계약관계자  
정보 

*증권번호 
*변경일자 
 고객번호 

담보 정보 

*일련번호 
 담보코드 
 증권번호 

요율 정보 

*일련번호 
 증권번호 
 요율코드 
 

융자 Sub Area 

대출 정보 

*대출번호 
 고객번호 
 증권번호 

상환 정보 

*상환번호 
 대출번호 
 증권번호 

대출 담보 

*일련번호 
 담보코드 
 대출번호 

대출관계자 
정보 

*대출번호 
*일련번호 
 고객번호 
 

재무 Sub Area 

일장손사 Sub Area 

자동차보상 Sub Area 

보상 정보 

*보상일련번호 
 증권번호 
 보상일자 
 보상담당자 

사고 정보 

*사고일련번호 
 증권번호 
 보상일련번호 
 사고일자 

DataGenor PDS Solution UI 

[주제영역 등록 화면] 
운영DB 모델의 Sub Area 별 주제 영역 등록 

[주제영역 별 Key항목 등록 화면] 
주제영역 별 Key 항목(붉은색) 등록. 영역 별 복수개의 항목 정의 가능 

[주제영역 별 테이블 등록 화면] 
주제영역의 테이블 등록 시 DataGenor PDS의 META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분리보관 테이블 추출 Query, 파기(삭제) Query, 복원 Query

를 주제영역 Key항목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함. 
자동 생성 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UI 제공  

데이터 주제영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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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Study 

주제영역 별 분리보관 현황 및 실행그룹 편성 DataGenor PDS Solution UI 

    대상 테이블 : 80개 
대용량 테이블 : 2개 

통합고객 Sub Area 

  대상 테이블 : 180개 
대용량 테이블 : 3개 

통합계약 Sub Area 

    대상 테이블 : 90개 
대용량 테이블 : 0개 

융자 Sub Area 

실행고객#1 : 테이블 40   작업순서 : 1 

실행고객#2 : 테이블 40   작업순서 : 2 

실행고객#3 : 테이블  1    작업순서 : 3 

실행고객#4 : 테이블  1    작업순서 : 4 

실행계약#1 : 테이블 50   작업순서 : 1 

실행계약#2 : 테이블 50   작업순서 : 2 

실행계약#3 : 테이블 80   작업순서 : 3 

실행계약#4 : 테이블  1    작업순서 : 4 

실행계약#5 : 테이블  1    작업순서 : 5 

실행계약#6 : 테이블  1    작업순서 : 6 

실행융자#1 : 테이블 10   작업순서 : 1 

실행융자#2 : 테이블 30   작업순서 : 2 

실행융자#3 : 테이블 50   작업순서 : 3 

[실행그룹 등록 화면] 
실행그룹 등록 시 실행 그룹의 DB정보와 Schema 정보 

[주제영역 테이블 등록 화면] 
테이블 등록 시 해당 테이블의 주제영역을 선택하여 조회 함. 

테이블 정보는 DataGenor PDS의 Schema 수집 기능으로 Meta관리. 
테이블 등록 시 해당 주제영역에 등록된 Key항목을 기초로 하여 테이블 

컬럼 정보와 Mapping하여 Query문 자동 생성함.   

실행 그룹 관리 



Copyright ⓒ 2016 Banet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All rights reserved 37 BANET INFORMATION TECHNOLOGY Inc.  

6. Case Study 

DataGenor PDS Solution UI [ Job Monitoring ]  DataGenor PDS Solution UI [ Report ]  

[작업 단계 및 실행그룹 별 모니터링] 

[분리보관 작업 Agent 실행 모니터링] 

[종합 분리보관 실행 모니터링] 

[운영 DB vs 분리보관 Schema 비교 보고서] 

[운영 Table 분리보관 현황 보고서] 

[월 별 분리보관 종합 및 상세 보고서] 

작업 모니터링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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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Study 

20년 이전 자료 
(10년치) 

19년 이전 자료 
(1년치) 

16년 이전 자료 
(3년치) 

15년 이전 자료 
(1년치) 

8년 이전 자료 
(1년치) 

검증 및 안정성 강화 / 성능 튜닝 

실행 작업 그룹에 의한 작업 관리 
주제 영역 작업에 의한 순차적인 분리보관 작업 수행에 대해, 실행 작업 그룹을 생성하여, 대량의 주제영역 

또는 대량 테이블에 대해 실행 그룹을 조정함으로, 전체 분리보관 종료 시간을 최적화 함.  

분리보관 추출 Query Tuning 
분리보관 테이블의 추출 Query Tuning 및 Join Hint, Parallel 수 조정. 

실행 작업 그룹 동시 작업 수행 시 운영DB 시스템 부하 감안하여 실행 작업 그룹 순서 조정.  

분리보관 데이터 파기 시 조회 항목 조정 
분리보관 대상 Primary Key 기준으로 운영 데이터 파기.  

분리보관 이관 시 Bulk Load (Index Disable -> Rebuild)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초기 데이터 구축 시 Bulk Load 처리 

분리보관 DB 최소 Index 생성 
분리보관 데이터 복원 시 필요한 최소한의 Index만 생성 

11년 이전 자료 
(4년치) 

9년 이전 자료 
(2년치) 

초기 대용량 분리보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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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넷정보기술 및 제품 소개 

전문성 
13여 년간 DB보안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 컴플라이언스 최적화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보안성 
데이터 유출경로가 없는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운영자가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 추출/분리보관/파기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처리 

성능 및 안정성 

In-Memory DB를 활용한 고성능 파기대상(Key) 선정 엔진  

Key data 배포 방식을 통한 고성능 데이터 추출 

분리보관 데이터 기준의 파기(Data Cutting) 

편리성 효율적인 주제영역 관리 방식의 추출/파기 Query 자동 생성 

호환성 
Oracle, MS SQLServer, Tibero, DB2, Sybase ASE 등 

이미지, 녹취 데이터 파기 및 분리보관 연계 지원 

제품명 •개인정보 파기 / 분리보관 솔루션 “DataGenor PDS”  

버전 •Version 2.x 

제조사 •㈜바넷정보기술 

제품 개요 

• 개인정보 파기 관련 IT Compliance 대응 

• 정보 유형별 라이프사이클 관리 (고객, 상품 등) 

•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복원 (recovery, restore) 

• 다양한 상용 DBMS 통합 지원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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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넷정보기술 및 제품 소개 

전문성 
10여 년간 전산원장 변경 통제 분야 솔루션 공급 및 유지보수 지원 

DB보안 솔루션 전문업체로 노하우 기반 차별화된 기술지원 

보안성 DB계정을 제공하지 않고 전산원장 변경 처리 

컴플라이언스 대응 
변경 전/후 데이터 자동 기록 및 보존 

삼성증권, 동부화재, 한국장학재단 구축사례 보유 

안정성 
부하유발 SQL 사전 검증 및 차단 (구문검사-pk누락 등, PLAN COST, 적용ROW, 수행시간 임계설정) 

사전 테스트 실행으로 SQL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 

호환성 
Oracle, Sybase ASE, MS SQLServer, DB2, Altibase, Mainframe DB2  등 

SR시스템 연계가 용이한 웹기반 플랫폼, 요청근거와 IT작업이력 감사보고서 제공 

제품명 • 개인정보 파기 / 분리보관 솔루션 “DBinside”  

버전 • Version 3.x 

제조사 • ㈜바넷정보기술 

제품 개요 

• 금융감독원 전산원장 변경 통제 IT Compliance 대응 

• 변경 전/후 데이터 자동 기록 및 보존 

• 전산원장 변경 신청 및 사전/사후 결재 프로세스 

• 다양한 상용 DBMS 통합 지원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한 최적의 DB 데이터 변경 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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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넷정보기술 및 제품 소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테스트 데이터 관리 솔루션 

제품명 • 개발계 고객정보변환 솔루션 “DataGenor TDM”  

버전 • Version 2.x 

제조사 • ㈜바넷정보기술 

제품 개요 

• 연관관계가 보장된 실데이터 형식의 고품질 데이터 생성 

• 사전허가절차를 위한 워크플로우 엔진과 자체 스케줄러 내장 

• GS(Good Software)인증 제품, 신SW상품대상 수상 

시장지배력 
최근 3년 최다 적용사례 보유 (2012 ~ 현재 고객사 기준 64개 고객사, 누적 90여 개 고객사 구축) 

대용량 처리의 안정성, 확장성이 뛰어나 고객사로부터 최상의 솔루션으로 인정 

전문성 
10여년 간 DB보안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에 최적화된 아키텍처와 기능성 제공 

다양한 환경의 대용량 DB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성능 및 확장성 

지능형 자원배분 방식의 다중노드 분산 병렬처리 지원  

고객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확장성과 유연성(개발망 분리, 변환Agent, 분산처리 등) 

다양한 병렬처리 기법(다중추출, 병렬적재, 병렬 Indexing 등)을 적용한 성능 최적화 옵션 지원 

호환성 및 편리성 
변환규칙 관리 자동화(변환컬럼 자동 식별 기능), 스키마 형상변경이력 관리 

오류 사전검증 기능을 통하여 원활한 작업 지원 

보안성 원본유출 경로가 없는 안전한 이관 

호환성 

Oracle, ExaData, MS-SQL, Tibero, Sybase ASE, Sybase IQ, DB2 for LUW, TeraData, DB2/400, Altibase, 
Informix, MySQL, MariaDB, CSV File 

Cube-One, D’Amo, Oracle TDE, K-Sign, XecureDB, SafeDB 등 다양한 암호화 솔루션 지원(ABC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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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넷정보기술 및 제품 소개 

일반 사항 보유 솔루션 

바넷정보기술은 데이터베이스와 보안 전문기업입니다. 
회사명 바넷정보기술 

대표자 이 창 하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911~912 

사업분야 데이터보안 솔루션, 금융권 시스템 ITO, SI 

인증 및 등록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솔루션 DataGenor TDM, DataGenor PDS, DataChanger 

회사 설립 연도 2001년 9월 

DB 접근통제 솔루션 Middleman 

Data(원장) 변경관리/통제 솔루션 DBinside 

테스트 데이터 변환관리 솔루션 DataGenor TDM 

개인(신용)정보 파기/분리보관 솔루션 DataGenor PDS  

테스트 데이터 모니터링 솔루션 DataGenor Privacy Scanner  

2010 ~ 2014 2015 ~  2000 ~ 2010 

 2000.10  ㈜바넷정보기술 설립 

 2005.01  DB보안솔루션 Middleman 출시 

 2006.10  이노비즈 기업인증 

 2006.01  DB 보안 솔루션 특허 취득  

 2006.08  자본금 유상증자(4억6천) 

 2009.03  Middleman CC인증 획득 

 2009.07  DataGenor TDM v1.0 출시  

 2010.04  DataGenor TDM v1.2 GS 인증 획득 

 2010.11  대량데이터 유출방지 특허 취득 

 2011.12  2011 Hi-Tech 베스트솔루션 대상 

 2011.12  제6회 CIO  AWARDS 금융부분 대상 

 2012.06  DBinside 솔루션 출시 

 2012.11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시장상 수상 

 2013.06  DataGenor TDM v2.0 출시 

 2013.08  빅데이터 익명화 방안 특허 등록 

 2013.12  신SW상품대상 장관상 수상 

 2014.06  DataGenor TDM v2.0 GS인증 획득 

 2015.03  DataGenor PDS V1.0 출시 

 2016.06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2016.07  DataGenor PDS 한화손해보험 구축 완료 

 2016.10  DataGenor PDS V2.0 출시 

주요 연혁 



Q & A 



http://www.banet.co.kr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911~912호  

TEL) 02-2026-5820 / FAX) 02-2026-5823 

안전한 e-Business 세상 !  바넷정보기술이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