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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보안 정책 연구

A Study on security policy for vitalizing financial company cloud
임제상

Je-sang Im

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은 시스템 자원의 적절한 분배 활용이 가능한 만큼 금융회사의전산시스템에 클라우드를 적용

할 경우 가용성 유지와 비용절감 측면의 큰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2016년 10월 금융감독규정의 일부조항 개정이

있었지만 이는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에 국한된 내용으로 전자금융시스템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체 전산시스템의 클

라우드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클라우드 적용을 위한 전산인프라시스템 적용 모

델과 클라우드 보안 위협 정의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을 연구 한다.

주요어 :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 섹터,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Abstract  As cloud computing can utilize the proper allocation of system resources, it can be expected to have 
great benefits in terms of maintaining availability and reducing costs when a cloud is applied to a financial 
company's computer system. Although some provision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Regulation were revised in 
October 2016, this is limited to non-cr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limits are remain whitch the 
application of cloud computing to the whole computer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including electronic 
financial systems. In this paper, cloud security requirements are studied for the application of financial 
company's comput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Key Words : cloud computing, financial sector, cloud computing policies

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2014년 정부차원의 클라우드 선

진국 도약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의 발표 이후 2015년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2016년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

인’과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

표 하는 등 클라우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 10월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권고

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이 가이드를 통해 금융회사

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중

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제한 하고 있고 비중요 정보

처리시스템 선정 시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인프라 구성



A Study on security policy for vitalizing financial company cloud

- 200 -

방식인 메인프레임, 분산컴퓨팅에 비해 뛰어난 확장성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 측면에서도 크

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서 관심을 갖

고 연구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와 같은 데이터의 특성상 사이

버 침해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 이용자들의 금전

적 피해가 예상되고, 금융회사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금융사의 모든 시스템

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본 서비스 모델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

고 클라우드와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회

사에서 검토해야 할 클라우드 보안위협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연구 하고자 한다.

Ⅱ. 클라우드 컴퓨팅

1.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소한의 관리적 노력을 통해 제

공되거나 해제 될 수 있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on-demand 네트워크 접속 구성이 가능한 자원(서버, 네

트워크, 스토리지, 응용프로그램, 서비스)의 공유를 말한

다.[1]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5가지 필수 특성, 3가지

의 서비스 모델, 4가지의 배치 모델로 클라우드 컴퓨팅

을 정의 하고 있다.

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2]

Figure 1.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2]

2.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Software as a Service (SaaS), Platform as a Service

(PaaS), 그리고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세

가지로 분류 한다. SaaS는 소비자가 웹 브라우저, 모

바일 앱,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접속하는

응용프로그램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PaaS는 DB,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IaaS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컴퓨팅의 인프라시스

템을 제공한다.

표 1. 서비스 모델 분류

Table 1. Service Models

분 류 특 징

Software

as a Service

- 다양한소프트웨어를웹을통해사용할수있

도록 제공

- 이용자에게제한적인응용프로그램설정권한

만 제공, Cloud 인프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음

Platform

as a Service

- 이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테스트, 구축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환경 제공

- 이용자는 Cloud의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음

Infrastructure

as a Service

- 이용자가 OS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

트웨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서버, 스토리지, 네트

워크 등 근본적인 전산자원 제공

3. 클라우드 컴퓨팅의 배치 모델

클라우드의 배치 형태에 따라 Public Cloud, Private

Cloud, Community Cloud, Hybrid Cloud 4가지 모델로

분류한다. 각각의배치모델의특징을 ‘표 2. 배치모델

분류’에 정리 하였다.

표 2. 배치 모델 분류

Table 2. Deployment Models

모 델 사용자 및 특징 관리 주체

Public

Cloud

- 일반 대중, 다양한 목적의 기

관, 기업 등을 위 한 서비스

- Off-Premises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

Private

Cloud

- 단일 조직의 독점적 사용

- On-Premises

•특정 기관 및

위탁 관리자

Community

Cloud

- 동일한 관심사(목적, 보안 요

구, 정책, 규정 등)가 있는 기관

및 단체들 만의 독점적 사용

- On or OFF-Premises

•특정 기관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

Hybrid

Cloud

-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의 표

준 전송 기술로 묶여진 Private

Cloud, Community Cloud,

Public Cloud에 대한 2개 이상

의 조합 구성

- On and OFF-Premises

•특정 기관

•클라우드 서

비스 제공자

•위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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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클라우드의 가상화 보안 이슈

클라우드의 자원 가상화, Multi-Tenancy, 하이퍼바

이저 환경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은 클라우드 이용에 있

어 기술적 보안 위협을 나타내게 된다.

1. 하이퍼바이저의 취약성

하이퍼바이저는 호스트머신 상에서 가상화머신이

동작할 수 있도록 CPU, 메모리, HDD와 같은 하드웨

어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가상머신에 할당하고 관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상머신은 하이퍼바이저로부

터 운영체제의 독립적인 동작을 보장 받으며 가상머신

의 권한은 하이퍼바이저에 접속 할 수 없도록 설계되

어 있지만 하이퍼바이저 자체의 취약성으로 인해 하이

퍼바이저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 클라우드 전체 가

상머신의 통제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물리 호스트간 가상머신의 이동

클라우드 가상머신은 Live Migration기능으로 즉각

적인 Fail-Over가 가능하다. Live Migration을 이

용하면 가상머신의 백업 구성 뿐만 아니라 물리적

으로 다른 호스트에서의 가상머신 부팅도 가능하

지만 이는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거나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는 가상머신의 물리 호스트간 악성코

드 이동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3. 다중임대(Multi-Tenancy)환경의 영역 분리

물리적 시스템 구성은 망을 분리하기 위해 네트워

크를 대역별로 분리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방화벽과

같은 접근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접속에 대한 통제 정

책을 구현한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가상머신의 생성,

삭제가 동적으로 발생해 정적인 네트워크 분리가 불가

능 할 수 있다. 다중임대 환경에서 취약한 사용자와의

의도치 않은 연결은 악성 코드 전파 및 사이버 침해

경로가 발생 할 수 있다.[3]

4. 가상화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기술은 물리적 연결에 의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을

수행 한다. 클라우드 내부 네트워크의 통신은 클라우

드 내부에서 관리하는 가상 네트워크 상에서의 통신으

로 가상화 시스템의 밖으로 나가거나 물리 스위치로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방화벽, IPS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으로는 가상화 시스템 내부의 트

래픽을 모니터링 할 수 없다.[3]

5. 가상머신 상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의 한계

VMBR(Virtual Machine Based Rootkit)은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루트킷이다. 일반 시스템의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솔루션은 각각의 개별 시스템상에서 운

영되도록 설계 되어 있어 하이퍼바이저 상에서 동작하

는 루트킷을 탐지하지 못한다.[4]

에이전트 방식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은 각각

의 호스트에서 악성코드 검색을 위한 시그니처를 관리

한다. 이런 방식의 보안제품은 클라우드에 적용 할 경

우 각각의 가상머신 상에서 활동하면서 클라우드에 안

티바이러스 스톰(A/V Strom)을 발생시킬 수 있고, 가

상머신의 동적인 생성, 삭제는 에이전트로 하여금 최

신 시그니처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 시

킨다.[3]

Ⅳ. 클라우드 관련 법규

1.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란

법률

클라우드 발전법 제 21조(전산시설 등의 구비)에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전산시설에 클라우드 컴퓨팅서

비스를 포함 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

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세부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

다.

-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이용 금지 법령

-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법령

- 법령 요구 미 충족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

그리고 제26조와 제27조에 이용자 정보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확인 요구와 서비스 목적 외의 용도로 제

3자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금지 하고 있지만 이용

자 정보의 정의를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

라 정의 함으로써 이용자 정보의 정확한 판단 근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업의 경우 그 전산설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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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 세칙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에 관한 판단 근거를 삼아

야 하고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데이터 관리에 관해 전

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금융업 관련 법

규정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

2. 전자금융 감독규정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2016년 10월 클라우드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시행 됐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전

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정보처리시

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단, 개인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지정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은 다음과 같이 완화된 규정의 적용이 가능 하다.

-감독규정 제11조 11의 국내 본점을 둔 금융회사의

전산실 위치, 12의 무선통신망 제한에 관한 예외 적용

-감독규정 제15조 해킹 등 방지대책의 5.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인터넷

망분리 예외 적용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규제 완화는 비중요 정보처

리시스템에 국한된다. 금융그룹의 각 사별 홈페이지는

대부분 금융거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부

시스템도 대부분이 전자금융거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

어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에 의한 클라우드 컴퓨

팅서비스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Ⅴ. 금융사 클라우드 적용 모델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전자금융, 개발/테스트

시스템, 그룹공동시스템, 비중요시스템으로 분류하여

클라우드 시스템 배치에 따른 적용 모델을 검토 한다.

1. 전자금융시스템 적용 모델

전자금융시스템은 서비스 역할에 따라 웹서비스와

같이 금융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FrontEnd, 미들웨어

와 대용량 batch 업무가 실행되는 Processing, DB와

같은 데이터 저장 공간인 Storage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Private Cloud를 이용해 On-premises로 구성

하면 자원 사용량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과 시스

템 Fail-over가 용이하다.[5]

전자금융시스템은 금융거래 주요 정보들을 다루는

시스템인 만큼 접속에 대한 통제가 보장 되어야 한고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개발/테스트 시스템 적용 모델

개발/테스트 시스템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유지보

수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업무로 인해 시스템의 구성과

반납이 빈번하고, 테스트 수행에 따라 자원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프로젝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 및 구성요소가 적시에 제

공 되어야 하자만 시스템의 특성상 예비율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용자의 요청에 맞춰 자원의 제공과 수

거가 용이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부분이

다.

전자금융시스템의 개발/테스트에 사용되는 실 거래

정보가 아닌 비식별화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전자금융

시스템의 개발/테스트 업무로 인해 Private Cloud로 구

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자금융 운영 시스템과는 명

확히 분리 구성 되어야 한다.

3. 금융그룹 공동 시스템 적용 모델

금융그룹의 그룹공동망은 그룹사 간의 데이터 공유,

내부 메일 시스템, 외부 메일 시스템, 메신져 시스템과

같이 그룹 공동의 목적과 기능이 있는 시스템들을 모

아 금융지주사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관리적 용이성

을 위해 구성된 망이다. 그룹공동망은 금융지주 내의

각 회사망을 기준으로 보면 외부망으로 보이지만, 각

그룹사 망과 직접 연결 혹은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

고,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분담 처리하며, 지정된 전담

인력을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임

새와 구성상 금융 그룹의 내부망으로 정수 있다. 따라

서 금융지주사 그룹공동망에 구성되는 클라우드 시스

템은 On-premises Private Cloud 모델의 구성으로 판

단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그룹의 공동망은 금융서비스를 위한 개인의 고

유식별정보, 신용정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금융그룹

사 주요정보의 흐름이 있고 내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존재 할 수 있다. 그룹웨어시스템의 비중요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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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지정과 Public Cloud 모델의 적용 여부는 금융

회사가 판단할 몫이지만, 그룹웨어는 금융그룹 전체

임직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원활한 금융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지원시스템인 만큼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보안정책을 강화하고 지켜가는 노

력이 필요하다.

4.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적용 모델

금융회사는 최근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및 분석 기

술을 이용해 계리분석, 마케팅, 금융상품개발, 보안관

제시스템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하고 있다. 고성능

이 필요한 통계, 분석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해 구성한다면 기업의 투자 금액 대비 시스템 이용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분석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 중 금융회사의 보안

관제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와무관하고, 개인의 고유식

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금

융사 전산망 내부의 Private Cloud모델과, 외부외

Public Cloud 모델, 그리고 내부 보안관제 시스템과 외

부 클라우드를 연동한 Hybrid 모델을 적용 할 수 있다.

특히 Public Cloud의 이용은 ‘3.20 전산망 마비’사태로

인한 금융권 인터넷 망분리 강화 조치로, 인터넷 접속

단말 제어 및 인터넷 망 네트워크 제어를 위한 보안시

스템의 내부 보안관제시스템 연동에 따른 인터넷망과

내부망 사이의 데이터 전송경로 형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관관계 분석을 이용하는

관제시스템의 자원 사용량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Ⅵ.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위협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원사용의 효

율성을 끌어 올려 주지만 주요 자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보유하고 있다. ITU-T와

CSA(Cloud Security Alliance)의 클라우드 컴퓨팅 보

안 위협 정의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고려해야

할 보안 위협을 도출하였다.

1. ITU-T X.1601 (Security framework for cloud

computing)

ITU-T X.1601은Data Loss and Leakage, Insecure Service

access, Insider Threats, Unauthorized administration access

4가지 클라우드 보안위협과 함께 클라우드 제공자와

소비자 측면에서 클라우드 보안 위협 요소를 제시한

다.[4]

2. 2016년 발표한 CSA의 ‘Cloud Computing Top

Threats 12’는 클라우드에대한 보안 위협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5]

3. 클라우드 보안 위협 정리

ITU-T의 보안 위협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자

와 제공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위주의 위협이고

CSA의 보안 위협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관점에서 위협

이 될수 있는 요소들을 클라우드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다. ITU-T와 CSA의 유사 항목을 통합해 시스템,

제공자, 사용자에 대한 보안 위협을 9개의 대표적인 보

안 위협으로 도출 했다. 도출된 위협은 관리적 대응,

기술적 대응으로 대분류 하였다.

표 3. 클라우드 주요 보안 위협

Table 3. Cloud Computing Security Threats

분 류 보안 위협 위협 내용

관

리

적

대

응

1
소극적 관리와

모호한 책임

-ambiguity in responsibility

-loss of governance

2
관리인력 및

권한자위협

-Malicious insiders

-Supply chain vulnerability

3 법규 이탈
-Jurisdictional conflic

4 기술적 구속
-Cloud service provider lock-in

기

술

적

대

응

5
Data

손실 및 파괴

-Misappropriation of intellectual

-Loss of software integrity

-Data loss, breaches

-Loss of confidentiality

-Shared environment

6 가용성의 상실

-Service unavailability

-Business discontinuity

-Denial of Service

7 자원의 공유 환경
-Shared technology issues

-Advanced Persistent Threats

8
불안정한

서비스 접속

-Weak identity, credential and

access management

-Insecure APIs

-Account hijacking

9 취약성
-System vulnerabilities

-Evolutionar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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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대응 분류가 없는 것은 클라우드가 물리시

스템에 대한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금융회사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대응 수준

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적정한 물리적 대응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W의존도, 충분한 실사, 잘못된 이주 와 같은 위

협은 클라우드 도입시 판단할 내용으로 분류에 포함

하지 않았다.

4.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

1) 데이터 암호화

클라우드의 데이터는 수시로 읽기, 쓰기가 발생할

수 있고 검색과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클라우드에 저

장되면서 암호화 되고 사용자에 의해 읽혀지면서 복화

화 되야 하고 저장된 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제

공해야 한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키관리가

용이한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

2)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접속은 송•수신 암호화 통신을 이용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거부공격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3) 시스템 보안

VM과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되어 가상화 시스

템 이상에 대비하고 주기적인 취약점 관리와 악성코드

점검 등 시스템 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접근 통제

클라우드에 대한 침입 탐지 및 방어 정책, 클라우드

Tenant간 이동 트래픽 통제 및 외부로 부터의 접속 통

제 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며 접근 통제 정책은 클라우

드 이용자와 합의 된 수준으로 허가된 이용자에게 허

가된 서비스 제공 되어야 한다.

3) 모니터링

VM은 물리적 구성에 의한 시스템과 달리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 가상화 시스템의 프

로세스, 메모리, 파일 무결성 등 가상 자원에 대한 모

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4) Service Level Agreement(SLA)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데이터 책임에 대한 양

립을 의미 한다. 원 소유자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동시

에 클라우드 제공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전가 된다. 금

융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 위협으로 인

한 주요 데이터의 손실을 막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을 위해 클라우드 제공자와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한 각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규정

하고 운영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

SLA에는 일반적 관리인 서비스 수준, 장애 예방 및

재해 복구에 관한 합의와 접근통제, 보안 점검 및 침해

대응에 관한 보안 적용 수준에 대한 합의가 포함 된다.

클라우드 종속성 탈피를 위한 서비스 종료, 클라우

드 이주시 기술지원에 대한 수준 합의도 반듯이 필요

하다.

Ⅶ. 결 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IT자원의 이용을 최대화

하고 저비용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

템에서는 새로운 보안 위협과 공격 경로들이 발생 할

수 있고 기존 보안 기술로부터의 사각 지대가 발생 할

수 있다. 금융사 전산시스템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

성으로 인해 자원 사용의 효율성과 함께 안정적인 시

스템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클라우드 적용

에 따른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적용 모델과 클라우드

의 보안위협에 대해 확인하고 클라우드 기술의 보안

이슈와 대응에 대해 연구 하였다. 금융사의 전자금융

시스템은 관련 법규로 인해 클라우드의 활용이 제한적

이지만 자체 인프라의 클라우드 적용과 비중요시스템

에 대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

회사 인프라의 클라우드 적용은 이미 진행 되고 있고

고사양 컴퓨팅 클라우드의 장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 사고

를 방지하도록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클라우드를

넘어 SDDC(Software Define Data Center)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보안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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