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비즈니스’ABCD’, 코스콤 금융클라우드에서 한번에

다음달 23일 코스콤 금융클라우드 공식 론칭

? 행사 개요
① 10월23일(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코스콤 금융클라우드 공식 론칭행사 개최
② 올해 1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 공동사업 추진하기로 했던 본 계약의 성과
③ 여의도 코스콤 데이터센터에 ‘금융클라우드 존’을 만들고 코스콤 금융클라우드 구축

? 코스콤 금융클라우드 개괄적인 특징
① 글로벌 IT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토종’ 금융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② 데이터 해외유출을 우려해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사에 대안제시
③ 자본시장 금융IT 리더 코스콤과 대한민국 대표 IT기업 NBP의 플랫폼 기술이 융합된 금융권 최초
금융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 데이터 비즈니스의 ‘ABCD’모두 구현 가능
① AI․BlockChain․Cloud․BigData로 설명되는 핵심 기술역량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② 특히 금융기관이 사용해야하는 민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축적
③ 금융업계(증권, 보험, 은행, 카드, 저축 은행 등)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감독 규정과
클라우드사용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하는 금융특화 클라우드
④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3항에 의해 지정된 전자금융(위탁)보조사업자 금융기관의 DB를 위탁
받아 자본시장의 I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공신력 확보
① 전자금융감독규정 클라우드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충족
(기본 보호조치 109개,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32개)
② KISA 공공 G-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취득(`19. 4월 )기관으로 정보보호 안정성 확보
③ 금융클라우드 감독당국 규정지침 및 보안 Compliance, 내부통제 기준을 100% 충족

? 핀테크 업체들과 공동 생태계 구축
① 핀테크 개발에 필요한 증권 데이터 및 서비스를 Open API형태로 제공
② (핀테크육성) 사내외 인큐베이팅, 글로벌핀테크진흥센터 및 RA테스트베드사무국 운영
③ 감독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제도에 부응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적인 입지 보유
④ 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핀테크 업체들의 기술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금융클라우드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혁신도구
① 고객보다 고객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
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과 자본시장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
② 코스콤은 금융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컨설팅, 구축 이행, 운영환경제
공 등 All-in-one 서비스 제공 전문가 집단 보유
③ 코스콤은 고객들이 Reg-Tech(규제대응), 데이터오피스(빅데이터), RPA (로봇업무자동화)등

다양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에서 구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