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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는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보호하기위한 프레임 워크와 일련의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	호스트	
액세스 제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관리 및	
데이터 보안을 다루는 계층화 된 보안 모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이 똑같이	
중요하지만이 백서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PostgreSQL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특정 보안 측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컴퓨터 및 네트워크 보안에 공통적 인	AAA	(
인증,	권한 부여 및 감사)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백서에있는 대부분의 권장 사항은	PostgreSQL	(커뮤니티 에디션)	및	EnterpriseDB®	(EDB	™)의 엔터프라이즈 급	
기능이 풍부한	PostgreSQL	상용 배포 인	EDB	Postgres	™	Advanced	Server	(Advanced	Server)에 적용됩니다.	
Advanced	Server는	PostgreSQL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할 수없는 암호 프로필,	감사,	데이터 편집 및	SQL	
Server	삽입 보호와 같은 추가 관련 보안 향상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PostgreSQL 12 및 EDB Postgres Advanced Server 12 용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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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계층의 보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모든 작업 또는 역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가능한 한 빨리 불필요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전략을 조언 할 수 있습니다.

소개
2

첫 번째는 호스트에 대한 물리적	
액세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회사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함 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백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제한,	
데이터 액세스 제한 및 데이터 보안의 마지막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리적,	네트워크	
및 호스트 시스템 보안은 데이터 보안에 매우	
중요하지만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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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체제와 데이터베이스에 패치를 적용하십시오
EDB의 지원 구독은	Postgres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및 적절한 패치에 대한시기 적절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yum	/	dnf	또는	apt와 같은 패키지	
관리 시스템과 통합 할 수있는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스트 마스터	
포트를 인터넷에 두지 마십시오.	이 포트를 적절하게	
방화벽으로 보호하십시오.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읽기-
쓰기 마스터 대신 읽기 전용 대기 데이터베이스를	
포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합니다.	모든 연결을	
감사하는 네트워크 포트 전달은 유효한 대안입니다.						

•		서브넷 또는 기타 기술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데이터베이스 포트를 분리합니다.

•		사용자에게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나	
역할에 대해 수퍼 유저 계정 사용을 예약합니다.		

•		 	구성 파일	(postgresql.conf	및	pg_hba.conf)	
및 로그 파일	(pg_log)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자로	
제한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수퍼 유저 역할	(	PostgreSQL의	
postgres	,	EDB	Postgres	Advanced	Server의	
enterprisedb)	에 의한 호스트 시스템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 인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수퍼 유저 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		각 사용자에게 고유 한 로그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유 자격 증명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며 감사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는	edb_audit_tag	기능	
(EDB	Postgres	Advanced	Server에서만 사용 가능)
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 수준	
연결로 인한 세션에 더 많은 감사 정보를 추가 할 수	
있도록합니다.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프런트 엔드 애플리케이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LDAP	/	AD	또는	Kerberos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수준 인증 및 권한 부여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통합합니다.

•		백업을 유지하고 테스트 된 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보호하더라도 침입자가	
침입하여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백업도 안전하게	
보관해야합니다.

일반 권장 사항

네트워크 및 컴퓨터 보안을 위해 개발 된	AAA	모델의 관점에서 보안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AA는 인증,	
권한 부여 및 감사를 나타냅니다.

•  인증	: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권한	:	사용자가 액세스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사	(또는 회계)	:	사용자 이름과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 활동을 로그 파일에 기록합니다.	

모든 기능이 이러한 범주에 잘 들어 맞는 것은 아니지만 AAA 모델은이 토론에 유용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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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프레임 워크에 PostgreSQL 보안 
기능 적용 

3.1 입증

pg_hba.conf	(PostgreSQL	호스트 기반 액세스)	
파일은 사용자 이름,	데이터베이스 및 소스	IP	(
사용자가	TCP	/	IP를 통해 연결하는 경우)를 기반으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인증 방법도이 파일에	
할당됩니다.	선택하는 인증 방법	(또는 방법)은 사용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Kerberos	/	GSSAPI	—	PostgreSQL은	RFC	1964
에 따라	Kerberos	인증을 사용하는	GSSAPI를	
지원합니다.	GSSAPI는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자동 인증	(싱글 사인온)을 제공합니다.	인증 자체는	
안전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해 전송 된	
데이터는	GSS	또는	SSL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SSPI	—	Windows	시스템에 있고	SSO	(Single	Sign-
On)	인증을 구현하려는 경우 사용합니다.

LDAP	및	RADIUS	—	LDAP	및	RADIUS	는	
사용자가 많고 중앙 위치에서 암호를 관리해야하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이 중앙 집중화는	pg_hba.
conf	파일을 작고 관리하기 쉽게 유지하는 장점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인프라 전반에 걸쳐	“통합 된	
암호 경험”을 제공합니다.	LDAP와	RADIUS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연결에 의존하기 때문에 견고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LDAP는	Kerberos	(SSPI	및	GSSAPI	모두 포함)
가 문제가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합니다.	LDAP
는 비밀번호가	LDAP	서버로 전달되기 때문에 덜	
안전하며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RADIUS는 자격 증명에	md5	해싱을 사용하여	
암호화가 약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Cert	—	TLS	인증서 인증	(SSL이라고도 함)은 유선	
트래픽 암호화 및 인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기계 간 통신에 자주 사용됩니다.

md5	—	md5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이름과	
암호 정보를 저장하므로 사용자 수가 매우 적을 경우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Scram은 암호가	
안전하게 해시되므로	md5보다 선호됩니다.

Scram	—	신뢰할 수있는 사용자 수가 매우 적을 경우	
scram-sha-256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cram
은 암호가 안전하게 해시되므로	md5보다 선호됩니다.

거부	—	특정 사용자,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및	/	또는 특정 소스	IP를 거부하려면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뢰	—	신뢰 인증은 일치하는 클라이언트가 추가	
인증없이 서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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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암호 프로필

버전	9.5부터	Advanced	Server는	MD5	또는	SCRAM	인증을 사용할 때	Oracle	호환 암호 프로필을 지원합니다.	
암호 프로필은	DBA가 유사한 인증 요구 사항을 공유하는 역할 그룹을 쉽게 관리 할 수 있도록하는 명명 된 암호 속성	
집합입니다.	각 프로필은 한 명 이상의 사용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버에 연결하면 서버는 로그인 역할과	
연결된 프로필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볼 수있는	EDB의	Oracle®	Database	Compatibility	for	Oracle®	Developer	‘s	Guide의	
섹션	2.3“Profile	Management”를 참조 하십시오	.

각 인증 방법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인증 방법 및 기타 인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 는	PostgreSQL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pg_hba.conf	파일에 대한	
액세스는 관리자로 제한되어야합니다.	이 파일을	
적절하게 정리하십시오.	크고 복잡한 파일은 유지	
관리가 더 어렵고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항목을 포함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파일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필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허용 가능한 로그인 실패 횟수를 지정합니다.							

•		과도한 로그인 시도 실패로 인해 계정을 잠급니다.						

•		암호를 만료로 표시합니다.						

•		암호 만료 후 유예 기간을 정의합니다.						

•		암호 복잡성에 대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		암호 재사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정의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user-guides/database-compatibility-for-oracle-developers-guide/12/Database_Compatibility_for_Oracle_Developers_Guide.1.030.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postgresql.org/docs/current/static/auth-metho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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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권한 부여

사용자가 올바르게 인증되면 데이터를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합니다.	이전에	
설명한대로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만 부여하고 공유	(그룹)	로그인 자격 증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역할 할당을 통해	PostgreSQL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합니다.	역할은 개별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Postgres에서 역할은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서버)	수준에서 생성됩니다.	즉,	클러스터	/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해 정의 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역할이 적용됩니다.	역할 권한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개체	(테이블,	뷰,	함수 등),	테이블 내부의 행 및 수정 정책에 권한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3.3.1 – 데이터베이스 개체에 대한 액세스
할당 된 권한 및주의 사항은	PostgreSQL	CREATE	ROLE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		모든 사용자의	CREATE	권한을 취소하고 신뢰할 수있는 사용자에게만 다시 부여합니다.						

•		신뢰할 수없는 절차 언어로 작성된 함수 또는 트리거의 사용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		SECURITY	DEFINER	기능을 사용하면 제어 된 방식으로 높은 권한 수준에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지만 부주의하게	
작성된 기능은 실수로 보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문서	(CREATE	FUNCTION의 안전한 보안	
정의 자 함수 작성 섹션)를 검토 하십시오.						

•		데이터베이스 개체 는 보안 역할,	이상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가 매우 제한된 역할	(예	:	Unix	도메인	
소켓에서만)이 소유해야하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연결할 수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렇게하면 공격자가	
개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됩니다.	보안 관점에서는 선호되지만 스키마 자체를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 워크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주의해서 구현해야합니다.						

log_statement가	‘ddl’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ALTER	ROLE	명령을 통해 역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EDB	Postgres	
Advanced	Server	11	이상을 제외하고 로그에 비밀번호가 노출됩니다.	여기서	edb_filter_log.redact_password_
command가 서버에 지시합니다.	로그 파일에서 저장된 비밀번호를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	
하십시오	.

인증 정보	(예	: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테이블에 저장 될 때 명령문 로깅을 사용하면 테이블이 명목상 안전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감한 정보가 쿼리에 사용되는 경우	(예	:	모든 종류의 개인 식별 정보를	
키로 사용)	이러한 매개 변수는 명령문 로깅에 의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postgresql.org/docs/current/static/sql-createrole.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postgresql.org/docs/current/static/sql-createfunction.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installation-getting-started/release-notes/11/EPAS_Release_Notes.1.4.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installation-getting-started/release-notes/11/EPAS_Release_Notes.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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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견해
뷰에 대한 액세스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제어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개체 임)	
뷰는 테이블의	VIEW를 만들고 해당	VIEW
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여 특정 사용자	
그룹에 대한 데이터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tgreSQL	버전	9.2	
이상은	Robert	Haas가 설명한 것과 같은	
가능한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REATE	
VIEW	WITH	(security_barrier)	옵션을	
제공합니다	.	

3.3.3 – 행 수준 보안
PostgreSQL은 버전	9.5에서	RLS	(Row	Level	Security)
를 도입했습니다.	RLS는 현재 사용자 역할에 따라 테이블	
행에 대한 세분화 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SELECT,	UPDATE,	DELETE	및	INSERT	작업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

EDB	Postgres	Advanced	Server는	ADD_POLICY,	
DROP_POLICY	및	UPDATE_POLICY의	Oracle	호환	
구현을 포함하는	DBMS_RLS	패키지에이 메커니즘의	
Oracle	호환 구현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3.3.4 – 데이터 수정
데이터 수정-일부 데이터 요소를 숨기거나 특정 사용자 그룹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난독 화하는 기능은 데이터	
액세스를 관리하는 또 다른 기술입니다.	EDB	Postgres	Advanced	Server는 버전	11에서 데이터 수정을	
도입했습니다.

데이터 수정은	PostgreSQL	역할과 함께 작동하여 특정 데이터 요소에 대한 읽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정책 기반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 그룹은 사회 보장 번호를	XXX-XX-1235로 보는 반면 데이터 관리자 역할	
구성원은 전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정에 대한 추가 정보 입니다.
	

Constant Type Value Description

NONE INTEGER 0 No redaction, zero effect on the result of a query against table.

FULL INTEGER 1 Full redaction, redacts full values of the column data.

PARTIAL INTEGER 2 Partial redaction, redacts a portion of the column data.

RANDOM INTEGER 4
Random redaction, each query results in a different random 
value depending on the datatype of the column.

REGEXP INTEGER 5
Regular Expression based redaction, searches for the pattern of 
data to redact.

CUSTOM INTEGER 99 Custom redaction type.

3.13.1 Using DBMS_REDACT Constants and Function Parameter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rhaas.blogspot.com/2012/03/security-barrier-view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postgresql.org/docs/current/ddl-rowsecurity.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postgresql.org/docs/current/ddl-rowsecurity.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user-guides/database-compatibility-for-oracle-developers-built-in-package-guide/12/Database_Compatibility_for_Oracle_Developers_Built-in_Package_Guide.1.31.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user-guides/database-compatibility-for-oracle-developers-built-in-package-guide/12/Database_Compatibility_for_Oracle_Developers_Built-in_Package_Guide.1.31.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user-guides/database-compatibility-for-oracle-developers-built-in-package-guide/12/Database_Compatibility_for_Oracle_Developers_Built-in_Package_Guide.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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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사

Advanced	Server는 감사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감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감사 자 및 운영자는 복잡한 감사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활동에는 데이터 생성,	변경 또는 삭제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및 사용이 포함됩니다.	감사	
시스템은 구성 파일에 정의 된 구성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수준을 높여 나열 됨).

•		사용자 연결						

•		DDL	변경						

•		데이터 변경						

•		데이터보기					

매우 상세한 수준의 조사를 통해 많은 로그 메시지가 생성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준에서만 기록하십시오.	
Postgres를 사용하면 사용자 및 데이터베이스별로 로깅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동작에 대해 감사	
로그를 자주 검토하십시오.	로그에 대한 관리 체인을 설정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에 암호를 저장하는 것과 결합 된 높은 로깅 수준은 로그에 암호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DB	Postgres	
Advanced	Server는 버전	11에서	edb_filter_log.redact_password_commands	확장을 도입하여 감사 로그	
파일에서 저장된 암호를 수정하도록 서버에 지시합니다.

여기 에서	Advanced	Server의 감사 로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EDB Postgres Advanced Server는 암호 
프로필, 감사, 데이터 편집 및 SQL Server 삽입 
보호 측면에서 추가 기능을 추가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user-guides/user-guide/12/EDB_Postgres_Advanced_Server_Guide.1.43.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user-guides/user-guide/12/EDB_Postgres_Advanced_Server_Guide.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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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데이터 암호화

PostgreSQL은 여러 수준에서 암호화를 제공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 도난,	부도덕 한 관리자 및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로 인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비밀번호 저장 암호화							 	 	 •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암호화						

•		특정 열에 대한 암호화								 	 	 •		SSL	호스트 인증						

•		데이터 파티션 암호화	 	 	 •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					
•		네트워크를 통한 비밀번호 암호화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stgreSQL	설명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간 전송 중에 데이터가 스니핑되는 것이 염려되는 경우 데이터 스니핑이 위험하지 않다고	
확신 할 수없는 경우	postgresql.conf	파일에서	SSL을 활성화하십시오.	SSL	암호화는 약간의 오버 헤드를 추가 할 수	
있고 인증서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또는 파일 시스템 수준	(하나 또는 다른)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할 수도 있습니다.	EDB	블로그에서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이 암호화 옵션을 사용하면 파일 시스템에서 읽을 때 데이터가	
해독되므로	DBA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역할과 권한을 잠 가야합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Thales	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VTE)	사용이 있습니다.

pgcrypto	contrib	모듈을 사용하여 열 단위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		테이블 크기에 따라 잠재적 인 성능 저하가 있습니다.						

•		암호화 된 필드는 검색하거나 인덱싱 할 수 없습니다.						

•	암호화는 테이블 생성시 적용되어야하며 고급 계획이 필요합니다.						

•		암호화 키 관리도 복잡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은 암호화	/	암호 해독을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와의 각 교환이 암호화 된 상태로 유지되어 부도덕	
한	DBA가 데이터를 보지 못하도록해야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postgresql.org/docs/current/static/encryption-option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blog/postgres-and-transparent-data-encryption-td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blog/postgres-and-transparent-data-encryption-tde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blog/thales-vormetric-transparent-encryption-edb-postgre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blog/thales-vormetric-transparent-encryption-edb-postg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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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QL 주입 공격

SQL	주입 공격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구조 또는 보안에 대한 단서를 공격자에게 제공하는	SQL	문을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키려는 시도입니다.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잠재적 인 위협을 거의 또는 전혀 제어하지 않습니다.

PostgreSQL에서	SQL	주입 공격을 방지하는 표준 방법은 매개 변수화 된 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DB	Postgres	
Advanced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SQL	/	Protect	모듈을 사용하여	SQL	주입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SQL	/	Protect는 일반	SQL	프로필에 대한 수신 쿼리를 검사하여 일반 데이터베이스 보안 정책에 추가로	
보안 계층을 제공합니다.	SQL	/	Protect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쿼리에 대해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이러한 쿼리를	
차단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제어 권한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4.1.2 Configuring SQL/Protect

shared_preload_libraries = ‘$libdir/dbms_pipe,$libdir/edb_gen,$libdir/sqlprotect’
                                        # (change requires restart)
  .
  .
  .
edb_sql_protect.enabled = off
edb_sql_protect.level = learn
edb_sql_protect.max_protected_roles = 64
edb_sql_protect.max_protected_relations = 1024
edb_sql_protect.max_queries_to_save = 5000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user-guides/user-guide/12/EDB_Postgres_Advanced_Server_Guide.1.50.html%23pID0E0BDD0HA#pID0E0BDD0H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edb-docs/d/edb-postgres-advanced-server/user-guides/user-guide/12/EDB_Postgres_Advanced_Server_Guide.1.50.html%23pID0E0BDD0HA#pID0E0BDD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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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은 혁신을 촉진하고 비즈니스를 가속화하려는 조직에서 점점 더 많이 선택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DB의 엔터프라이즈 급 소프트웨어는	PostgreSQL을 확장하여 고객이 온	
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모두에서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연중 무휴	24	시간	
글로벌 지원,	전문 서비스 및 교육을 통해 고객이 위험을 제어하고 비용을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16	개의 지사를두고있는	EDB는 선도적 인 금융 서비스,	정부,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정보 기술 조직을 포함하여	4,000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람,	팀 및	
기업을위한	PostgreSQL에 대해 알아 보려면	EDBpostgres.com을 방문하십시오.

EDB 정보

추가 읽기
4

•  Windows 및 Linux의 PostgreSQL에 대한 EDB STIG (보안 기술 구현 지침)      

•  블로그 : PostgreSQL 보안 방법 : 보안 강화 모범 사례 및 팁      

•  블로그 : 비밀번호 프로필로 역할 관리 : 1 부      

•  블로그 : 비밀번호 프로필로 역할 관리 : 2 부      

•  블로그 : 비밀번호 프로필로 역할 관리 : 3 부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about-us/disa-approved-stig-for-deploying-postgresql-on-government-systems-securely-comply-dod-regulation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blog/how-to-secure-postgresql-security-hardening-best-practices-checklist-tips-encryption-authentication-vulnerabilities
https://www.enterprisedb.com/blog/how-to-secure-postgresql-security-hardening-best-practices-checklist-tips-encryption-authentication-vulnerabilities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blog/managing-roles-password-profiles-part-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blog/managing-roles-password-profiles-part-2
https://www.enterprisedb.com/blog/managing-roles-password-profiles-part-3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enterprisedb.com/blog/managing-roles-password-profiles-part-3
https://twitter.com/EDBPostgres
https://www.linkedin.com/company/edbpostgres/
https://www.youtube.com/user/Enterpris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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