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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금융
채널패키지

국내최초공공클라우드보안인증을
획득한 KT Cloud와협업을통해

금융전용 Cloud 서비스
인프라환경제공

금융 Compliance를 완벽대응하는 국내최초금융전용 KT Cloud와
IT 금융 전문기업 이니텍의 Total 전자금융서비스로

Cloud에 최적화된채널서비스환경을제공합니다.

이니텍이보유한차별화된
금융서비스분야의전문성및
축적된업무노하우제공

금융전용 Cloud 제공으로
고객사가원하는금융서비스를
구축하는데적합한환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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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용
Cloud

금융채널
서비스

KT 금융 Cloud를 통해금융서비스 제공 환경에최적화된

Cloud 금융채널패키지제공

금융기관대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의물리적

독립요건만족하는 Cloud

금융권중요정보시스템

수용이가능한 Cloud 제공

금융서비스분야의전문성및
축적된업무노하우제공

전문인력을통해
구축지원및운영대행

고객니즈에맞춘
뱅킹서비스제공

물리보안장비제공을통한
강화된보안제공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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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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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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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KT 금융 Cloud
• 금융클라우드 가이드를 모두 충족하는금융전용 Cloud

• 금융 고객 니즈 및 Compliance에 맞는 서비스 Line-Up 제공

금융채널서비스

Cloud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뱅킹 서비스 제공

[옵션] 금융채널추가구성솔루션 모바일환경부가솔루션 PC 환경부가 솔루션

컨설팅

전자금융컨설팅서비스제공

전문인력운영대행

서비스제공단계

관제 운영구축

필수구성솔루션
키보드 보안 방화벽및백신단말기지정

SSL인증서 통합설치 인증서모듈

구축 후 체계적인

운영/관리 지원

통합 및 네트워크

기반 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

뱅킹 등 금융 관련

App/Web 채널

시스템 구축

전문 금융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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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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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구성

솔루션리스트

휴대폰 인증서 복사

앱위변조 & 난독화 모바일 Push 스크래핑문서 위변조 방지

전자서식 타임스탬프(TSA) 리포팅 Tool웹로그 분석

OCR 신분증 위변조 방지 PIN 인증

키보드보안 방화벽및백신 단말기지정

필수구성
SSL 인증서 통합설치 인증서모듈

이상거래 탐지(FDS)2ch 본인인증

추가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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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ervice

최적의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 있도록
신뢰할수 있는다양한차별화 서비스를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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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비스

서비스요청관리시스템으로
요청/피드백관리

전자금융컨설팅서비스제공

보유한전문기술인력/경험을기반으로
전자금융컨설팅서비스제공

네트워크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품질(SLA) 관리지원

취약점분석평가및
정보보호대책지원

금융 ISAC 취약점점검
기준에따른취약점분석/평가

상세보고서제공
(계약에따라제공주기상이)

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하게서비스방어

서비스요청(SR) 관리

통합관제서비스
(NMS/ SMS/APM/DBM)

사전장애예방및신속한장애복구를위한
자동화관리체계지원

Total 전자금융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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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 주기적인 백업 및 데이터 소산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

24/365 운영/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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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장점

• 전자금융 감독 규정 100% 지원
• 금융보안원과 협력을 통한 금융

통합 보안관제 수행체계 지원

금융전용 Cloud에 최적화된채널 서비스환경 및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축이 후체계적으로안전한 데이터 관리 및

운영/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Full 아웃소싱(ASP), 상시 분산/백업(BCP), 재해복구(DR)로 구축 가능합니다.

• 고객의 다양한 통신회선 Needs 
(전용회선 등)에 맞는 인프라 제공

• ISP 기반의 대용량 Back-Bone
상 서비스 제공

최적의인프라제공금융전용 Cloud

•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실시간 장애 처리, 보안 문제 대응

안전한데이터관리지원

Cloud에최적화된채널서비스환경및인프라제공 구축후체계적인운영/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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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비용절감

신속성

확장성

07

도입효과

• 확장 가능하도록 맞춤 Cloud 구성
• 최적의 인프라를 통해 유연한 확장 지원

• 초기 도입 비용 불필요
• On Premise/Hosting Service 

대비 저렴한 운용 비용

• 요청 시 신속하게 System Resource 제공
• 간편하게 상품 신청/생성/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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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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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이니텍 Cloud 금융채널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금융 솔루션을통해
여러디바이스에서 원하는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적용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DR
(Disaster 

Recovery)

API 서비스 홈페이지

• 주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금융 API를 연계 및 활용한
서비스 제공 가능

• 금융사(은행, 카드 등)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지원

• 조회, 이체, 대출 등의
모든 뱅킹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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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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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금융채널패키지요금 (1/2)

※정확한견적및요금은별도컨설팅을통해자세히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On-Premise TCO (5년)

ASP/BCP 서비스
Cloud 금융채널 ASP/BCP 서비스

On-Premise 대비 30% 이상 TCO 절감

서버

서버
부가서비스

보안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버 , 네트워크 , DBMS 운영

Backup 및소산, H/A(고가용성)
구성, NAS/SAN 지원, 전용회선구성

DDos 방어, 침입탐지모니터링,
접근제어, 실시간보안관제

시스템성능 모니터링, 24/365
관제/운영서비스, 서비스 별 PM

서버

서버부가서비스

보안서비스

부가서비스

VM , 네트워크 , DBMS 운영

VM Backup, VM H/A 구성, NAS 지원,
시점 Backup (스냅샷) 지원

보안관제레포팅, Enterprise Security 보안관제,
VPN, 접근제어

로드밸런서, VM 모니터링, Cloud 관리운영서비스

• 초기시스템구축및네트워크트래픽, 인프라관련운영/유지보수비용절감
• 고객수요에따라무제한에가까운 Resource를신속(5분이내)하게투입가능
• KT Cloud 마켓의다양한솔루션을빠르게투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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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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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금융채널패키지요금 (2/2)

※정확한견적및요금은별도컨설팅을통해자세히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On-Premise TCO (5년)

On-Premise DR 서비스
Cloud 금융 DR 서비스

On-Premise 대비 75% 이상 TCO 절감

서버

서버
부가서비스

보안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버 , 네트워크 , DBMS 운영

NAS/SAN 지원, 전용회선구성

DDos 방어, 침입탐지모니터링,
접근제어

시스템성능 모니터링,
24/365 관제/운영서비스

서버

보안서비스

부가서비스

VM , 네트워크 , DBMS 운영

보안관제레포팅, Enterprise Security 보안관제,
VPN, 접근제어

로드밸런서 , VM 모니터링, Cloud 관리운영서비스

서버부가서비스
VM Backup, VM H/A 구성(필요시),
NAS 지원, 시점 Backup(스냅샷)지원

• 초기투자비용및미사용기간중 VM Off를통해운영/유지보수비용절감
• DR 전환시신속한 System Resource 투입을통해안정적인서비스수용가능
• Cloud 금융채널패키지와연계시 Cloud 센터간 VM Copy를통해신속한시스템복구/구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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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텍이제공하는 Cloud 금융채널패키지를통해

Cloud에최적화된채널서비스환경을경험해보세요.

구축/견적 문의

금융영업팀 biz@initech.com

기술/지원 문의

클라우드팀 ini_cloud@initech.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