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DBMS · Oracle, ExaData, Sybase ASE, Sybase IQ, MS SQLServer, DB2/400, DB2 for LUW, Tibero, 

  Altibase, Cubrid, MySQL, MariaDB, Netezza, TeraData, PostgresSQL, SunDB, Informix, DB2 

  for zOS, Greenplum 지원

Catalog META관리 · DBMS Catalog 자동수집 및 동기화 등 메타 구축자동화

 · Schema 형상 변경 이력 저장

데이터 변환 · PK, Unique 데이터 변환 후 Unique 보장

 · 연관 테이블 간 RI 보장

 · 주민번호 카드번호 체크디지트 유효성 보장, 실주소로 변환

 · 데이터 Type, Length 유지 (한글→한글, 영문→영문, 숫자→숫자 변환)

 · 암호화 솔루션 연계 변환 지원 (상용암호화솔루션 기 연계 완료)

작업 등록 ·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관리 (다수의 소스/타겟매핑, 테이블 목록 등록)

 · DBMS Catalog 검색을 통한 대상 테이블 선택

 · 테이블, 컬럼 수동 맵핑 기능

 · 이종 DB 테이블 수동 매핑

 · 사전 및 사후 작업 실행을 위한 O/S 및 DB Script 등록

사전검사 · 테이블 구조 (PK, NULL허용, Data Type, Length 등) 일치성 검사

 · DB계정 권한 및 유효성, 사용자 SQL 구문오류 사전 검사

작업 통제 · 생성된 작업의 대상 테이블 구조 변경 시 Script 자동 갱신

 · 재요청, 승인, 반려, 수행담당 지정

 · 즉시, 예약, 반복실행 등 스케줄러 연계 실행 옵션

 · 사전결재선, 사후결재선, 선실행 후 결재, 위임 등 유연한 결재선 관리

다양한 적재 기능 · 운영 등 소스에서 추출하여 중요정보 변환 후 타겟 DB로 적재

 · BCV 볼륨 등 복제된 데이터 추출/변환 후 재적재 (타겟 to 타겟 방식)

 · Truncate 후 적재, 기존 데이터에 Append, 레코드 단위 Replace 지원

연계 API · 외부 시스템 배치작업 연계 실행을 위한 API 지원

 · 외부 프로그램 호출용 변환 API 지원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용자 및 업무그룹 및 실행권한 관리

 · 사용자 Role 관리 (Admin, Rule Manager, Auditor 등)

 · 수행중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처리건수, 처리속도, 오류정보 등)

라이프사이클 관리  · 테스트 데이터 이관 시 유효기간 설정 만료되면 자동 삭제

DataGenor Solution ProductSpecification

Hadoop Adapter DB to Hadoop, File to Hadoop 등 빅데이터 환경데이터 전송

Privacy Detector 패턴인식 기반 개인정보 컬럼 자동 탐지 및 메타생성 

Privacy Scanner 테스트 DB 미변환 데이터 검출/변환/삭제/소명 등 사후관리 제품

Reference

분 야

금 융

공 공

유통/제조

의료/통신 외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98 대륭포스트타워6차 1206~1207호(우편번호 08510)
Tel) 02-2026-5820    Fax) 02-2026-5823

 공공/일반 영업대표 이의열 이사 070-7462-3865   eylee@banet.co.kr
  
 금융 영업대표 김도형 이사 070-7462-3864   dhghim@banet.co.kr   
  

ACE생명보험, ACE어메리칸화재보험, AIA생명, AIG손해보험, BC카드, DGB생명, DGB

캐피탈, HI투자증권, HK저축은행, IBK연금보험, KB국민은행, KB저축은행, KB캐피탈, KCA

손해사정, KDB산업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저축은행, NH농협중앙회, 공평저축은행, 

교보생명, 교보증권, 국민카드, 글로벌에셋코리아, 나이스디앤비, 대명홀딩스, 대신저축은행, 

더케이손해보험, 동부생명, 동부증권, 라이나금융서비스, 라이나생명, 리드코프, 

메리츠캐피탈, 삼성선물, 삼성증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예가람저축은행, 우리카드, 웰컴저축은행, 전문건설공제조합, 친애저축은행, 푸르덴셜생명, 

하나HSBC생명, 하나저축은행, 한국기업데이타,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정보통신, 

한화손해보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흥국생명 외

고객 (가나다순)

건강보험관리공단, 건설공제조합, 경찰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금융결제원, 

기술보증기금, 기획재정부, 농림부, 대법원, 법무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예탁결제원, 외교부, 주택금융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증권금융 외

LG유플러스, LG전자, 건국대학교병원, 롯데닷컴, 롯데렌탈,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성신여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예다함, 월드비전, 창원삼성병원, 

티켓몬스터, 풀무원, 현대그린푸드, 현대 에치앤에스, 현대HCN외 계열사(7개), 현대드림투어, 

현대미디어개발,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Hmall, 홈플러스 외

효율적인 엔터프라이즈 테스트 데이터 보호 전략 – 개인정보 가명화

 개발계 고객정보 추출 변환

Test Data 변환 및 이관

대량 데이터 고속처리

개인정보처리 법규준수

국내 마켓쉐어 1위 제품

DataGenor TDM



TDM 분야의 트랜드를 리딩하는 제품

 DataGenor Privacy Detector  DataGenor TDM  DataGenor Privacy Scanner

 Identify Privacy Create META Test Data Management Test Data Monitoring 

DataGenor  Solution Coverage

다양한 데이터 소스 지원

최고의 성능

편리성

· Oracle to Tibero 등 이기종 DBMS 간 데이터 이관 지원

· DB to DB, DB to File, File to DB, File to File 데이터 이관 지원

· DBMS 별 성능에 최적화된 Script 자동 생성

· 단일테이블 Concurrent 추출 및 파티션 병렬추출

· 병렬적재 (Oracle Direct Path Parallel Loading 등)

· 병렬 인덱스 빌드 처리, 추출 Script 최적화 (Oracle Hint 지원)

· 작업 별 동시처리 수 사용자 설정

· 도메인 기반 (컬럼명명규칙, 데이터 유형, 길이로 ·Ruleset 설정) 개인정보 컬럼 

 자동 탐지 및 메타 생성

· 전사적인 통합 Catalog분석 및 일괄 정책 설정  

최고의 성능

추출/변환/적재 동시처리 및 병렬처리
NH농협,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LG유플러스, 
한국전력 등 대용량 DB 운영환경 적용 경험

1

3TDM분야 신기술 선도 

패턴인식 기반 개인정보 자동 식별
사용자 정의 Script 도구
Hadoop Adapter 지원

4원본데이터 유출경로 없는 보안성

임시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변환
원본유추 및 복원 불가성

2플랫폼 독립적인 유연성과 확장성

다중노드 지원 데이터 증가 시 확장 용이
이종 DB 간, DB to File 데이터 이관 지원
O/S와 DBMS 종류, 문자셋 독립적 엔진

정형 (V1.x)

DB Column
CSV
Fixed Formatted File
Database, O/S File
Supported

준정형 (V2.x)

XML
Interface File
Formatted Log Data
Hadoop
Supported

비정형 (V3.x)

Memo
Free text

To-Be

실 데이터 형식의 변환
DataGenor TDM 솔루션 고유의 데이터 변환 알고리즘은 타 테이블 간, 타 DBMS 간 참조 무결성이 보장되며 주민번호의 

생년월일, 성별, 체크디지트와 이메일 주소의 ID, URL 등 일정한 형식을 가지는 데이터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변환하여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품질의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DataGenor  Test Data Security Suite 특징

테스트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자동화
DataGenor TDM은 개인정보 메타관리, 데이터 이관 작업 생성 및 실행, 모니터링, 라이프사이클 관리, 사전결재 등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협업도구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테스트 데이터 이관 절차와 작업을, 

클릭 몇번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온디멘드로 요청하고 사전 허가절차를 통해 자동으로 테스트 환경에 이관되도록 간소화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관리 효율 개선 필요
Application 개발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테스트 환경에 최신 비즈니스 케이스가 반영된 테스트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전체 운영계 DB를 Clone하는 이전의 방식 보다는 적정 크기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테스트 사이클 구축 

사이클을 단축시키는데 유리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민감정보 보호 이슈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운영환경과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데 매우 좋은 방안이 되지만 정보보호 측면에서 보면 테스트 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정보유출 사고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보안의 사각지대였던 개발환경 보안, 이제 점검을 시작할 때
국내 금융부문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PIMS)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그리고 해외에서는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PCI/DSS, COBIT 5, ISO 27001 등 IT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어 테스트 데이터 보안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테스트환경
데이터베이스

DataGenor
TDM

추출 적재

데이터
변환

운영환경
데이터베이스

DataGenor TDM 
(Test Data Masking & Management) 
DataGenor TDM은 가장 많은 고객사에서 도입한 테스트 

데이터 변환(가명화) 솔루션입니다.

운영데이터의 민감정보만 실 데이터 형식의 가명화된 데이터로 

변환해서 테스트 시스템에 고속으로 이관하여,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품질 수준의 안전한 테스트 데이터를 구축해 드립니다.

 

GS인증 필, 
    신 SW 상품대상 수상

DataGenor TDM은 최신버전에 대한 GS인증 갱신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미래창조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DataGenor

· UNICODE 기반 투명한 변환 엔진

· 타 Table 간 데이터 정합성 보장

· 한글 → 한글, 영문 → 영문, 숫자 → 숫자 변환

· 개인정보 자동 식별 및 메타관리 자동화

· PK 유일성, RI 정합성 보장

DataGenor Test Data Generating Solution

이종 DBMS 간 데이터 이관

File to File, File to DB, DB to File

임시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변환

추출/변환/적재 동시 처리

사전허가절차, 스케줄러

Oracle

홍 길 동

720403-1263762

02-1526-4785

MS-SQL

홍 길 동

720403-1263762

02-1526-4785

홍 길 동

720403

1263762

File

Oracle

김 X X

720403-1675364

02-1526-3748

MS-SQL

김 X X

720403-1675364

02-1526-3748

김 X X

720403

167536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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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본데이터 유출경로 없는 보안성

임시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변환
원본유추 및 복원 불가성

2플랫폼 독립적인 유연성과 확장성

다중노드 지원 데이터 증가 시 확장 용이
이종 DB 간, DB to File 데이터 이관 지원
O/S와 DBMS 종류, 문자셋 독립적 엔진

정형 (V1.x)

DB Column
CSV
Fixed Formatted File
Database, O/S File
Supported

준정형 (V2.x)

XML
Interface File
Formatted Log Data
Hadoop
Supported

비정형 (V3.x)

Memo
Free text

To-Be

실 데이터 형식의 변환
DataGenor TDM 솔루션 고유의 데이터 변환 알고리즘은 타 테이블 간, 타 DBMS 간 참조 무결성이 보장되며 주민번호의 

생년월일, 성별, 체크디지트와 이메일 주소의 ID, URL 등 일정한 형식을 가지는 데이터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변환하여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품질의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DataGenor  Test Data Security Suite 특징

테스트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자동화
DataGenor TDM은 개인정보 메타관리, 데이터 이관 작업 생성 및 실행, 모니터링, 라이프사이클 관리, 사전결재 등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협업도구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테스트 데이터 이관 절차와 작업을, 

클릭 몇번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온디멘드로 요청하고 사전 허가절차를 통해 자동으로 테스트 환경에 이관되도록 간소화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관리 효율 개선 필요
Application 개발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테스트 환경에 최신 비즈니스 케이스가 반영된 테스트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전체 운영계 DB를 Clone하는 이전의 방식 보다는 적정 크기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테스트 사이클 구축 

사이클을 단축시키는데 유리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민감정보 보호 이슈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운영환경과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데 매우 좋은 방안이 되지만 정보보호 측면에서 보면 테스트 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정보유출 사고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보안의 사각지대였던 개발환경 보안, 이제 점검을 시작할 때
국내 금융부문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PIMS)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그리고 해외에서는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PCI/DSS, COBIT 5, ISO 27001 등 IT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어 테스트 데이터 보안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테스트환경
데이터베이스

DataGenor
TDM

추출 적재

데이터
변환

운영환경
데이터베이스

DataGenor TDM 
(Test Data Masking & Management) 
DataGenor TDM은 가장 많은 고객사에서 도입한 테스트 

데이터 변환(가명화) 솔루션입니다.

운영데이터의 민감정보만 실 데이터 형식의 가명화된 데이터로 

변환해서 테스트 시스템에 고속으로 이관하여,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품질 수준의 안전한 테스트 데이터를 구축해 드립니다.

 

GS인증 필, 
    신 SW 상품대상 수상

DataGenor TDM은 최신버전에 대한 GS인증 갱신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미래창조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DataGenor

· UNICODE 기반 투명한 변환 엔진

· 타 Table 간 데이터 정합성 보장

· 한글 → 한글, 영문 → 영문, 숫자 → 숫자 변환

· 개인정보 자동 식별 및 메타관리 자동화

· PK 유일성, RI 정합성 보장

DataGenor Test Data Generating Solution

이종 DBMS 간 데이터 이관

File to File, File to DB, DB to File

임시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변환

추출/변환/적재 동시 처리

사전허가절차, 스케줄러

Oracle

홍 길 동

720403-1263762

02-1526-4785

MS-SQL

홍 길 동

720403-1263762

02-1526-4785

홍 길 동

720403

1263762

File

Oracle

김 X X

720403-1675364

02-1526-3748

MS-SQL

김 X X

720403-1675364

02-1526-3748

김 X X

720403

1675364

File



TDM 분야의 트랜드를 리딩하는 제품

 DataGenor Privacy Detector  DataGenor TDM  DataGenor Privacy Scanner

 Identify Privacy Create META Test Data Management Test Data Monitoring 

DataGenor  Solution Coverage

다양한 데이터 소스 지원

최고의 성능

편리성

· Oracle to Tibero 등 이기종 DBMS 간 데이터 이관 지원

· DB to DB, DB to File, File to DB, File to File 데이터 이관 지원

· DBMS 별 성능에 최적화된 Script 자동 생성

· 단일테이블 Concurrent 추출 및 파티션 병렬추출

· 병렬적재 (Oracle Direct Path Parallel Loading 등)

· 병렬 인덱스 빌드 처리, 추출 Script 최적화 (Oracle Hint 지원)

· 작업 별 동시처리 수 사용자 설정

· 도메인 기반 (컬럼명명규칙, 데이터 유형, 길이로 ·Ruleset 설정) 개인정보 컬럼 

 자동 탐지 및 메타 생성

· 전사적인 통합 Catalog분석 및 일괄 정책 설정  

최고의 성능

추출/변환/적재 동시처리 및 병렬처리
NH농협,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LG유플러스, 
한국전력 등 대용량 DB 운영환경 적용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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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DBMS · Oracle, ExaData, Sybase ASE, Sybase IQ, MS SQLServer, DB2/400, DB2 for LUW, Tibero, 

  Altibase, Cubrid, MySQL, MariaDB, Netezza, TeraData, PostgresSQL, SunDB, Informix, DB2 

  for zOS, Greenplum 지원

Catalog META관리 · DBMS Catalog 자동수집 및 동기화 등 메타 구축자동화

 · Schema 형상 변경 이력 저장

데이터 변환 · PK, Unique 데이터 변환 후 Unique 보장

 · 연관 테이블 간 RI 보장

 · 주민번호 카드번호 체크디지트 유효성 보장, 실주소로 변환

 · 데이터 Type, Length 유지 (한글→한글, 영문→영문, 숫자→숫자 변환)

 · 암호화 솔루션 연계 변환 지원 (상용암호화솔루션 기 연계 완료)

작업 등록 ·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관리 (다수의 소스/타겟매핑, 테이블 목록 등록)

 · DBMS Catalog 검색을 통한 대상 테이블 선택

 · 테이블, 컬럼 수동 맵핑 기능

 · 이종 DB 테이블 수동 매핑

 · 사전 및 사후 작업 실행을 위한 O/S 및 DB Script 등록

사전검사 · 테이블 구조 (PK, NULL허용, Data Type, Length 등) 일치성 검사

 · DB계정 권한 및 유효성, 사용자 SQL 구문오류 사전 검사

작업 통제 · 생성된 작업의 대상 테이블 구조 변경 시 Script 자동 갱신

 · 재요청, 승인, 반려, 수행담당 지정

 · 즉시, 예약, 반복실행 등 스케줄러 연계 실행 옵션

 · 사전결재선, 사후결재선, 선실행 후 결재, 위임 등 유연한 결재선 관리

다양한 적재 기능 · 운영 등 소스에서 추출하여 중요정보 변환 후 타겟 DB로 적재

 · BCV 볼륨 등 복제된 데이터 추출/변환 후 재적재 (타겟 to 타겟 방식)

 · Truncate 후 적재, 기존 데이터에 Append, 레코드 단위 Replace 지원

연계 API · 외부 시스템 배치작업 연계 실행을 위한 API 지원

 · 외부 프로그램 호출용 변환 API 지원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용자 및 업무그룹 및 실행권한 관리

 · 사용자 Role 관리 (Admin, Rule Manager, Auditor 등)

 · 수행중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처리건수, 처리속도, 오류정보 등)

라이프사이클 관리  · 테스트 데이터 이관 시 유효기간 설정 만료되면 자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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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26-5820    Fax) 02-2026-5823

 공공/일반 영업대표 이의열 이사 070-7462-3865   eylee@banet.co.kr
  
 금융 영업대표 김도형 이사 070-7462-3864   dhghim@b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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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나다순)

건강보험관리공단, 건설공제조합, 경찰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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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성신여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예다함, 월드비전, 창원삼성병원, 

티켓몬스터, 풀무원, 현대그린푸드, 현대 에치앤에스, 현대HCN외 계열사(7개), 현대드림투어, 

현대미디어개발,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Hmall, 홈플러스 외

효율적인 엔터프라이즈 테스트 데이터 보호 전략 – 개인정보 가명화

 개발계 고객정보 추출 변환

Test Data 변환 및 이관

대량 데이터 고속처리

개인정보처리 법규준수

국내 마켓쉐어 1위 제품

DataGenor T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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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uncate 후 적재, 기존 데이터에 Append, 레코드 단위 Replace 지원

연계 API · 외부 시스템 배치작업 연계 실행을 위한 API 지원

 · 외부 프로그램 호출용 변환 AP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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