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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만에 모든 단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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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3일 1개 





경제부총리 





무엇을 요구 받고 있는가? 
Big Challenges to Transformation 



Speed of Innovation 속도, 속도 그리고 속도 





CloudZ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금융 클라우드 도입방안 

Ⅰ.  Cloud를 통한 혁신 그리고 숙제 

 Ⅱ.   Cloud 전환에 대한 금융권의 고민과 SK DT Values 







• 서버 환경 설정 
• 미들웨어/웹 설치 
• DBMS 설치 
• 프레임워크 설치 
• 구성 점검 

• 코딩 
• 테스트 

• 배포 • 모니터링 
• 장애감지 
• 재개발/재배포 

Cloud IaaS 

On Premise와 Cloud  IaaS사이에 차이가 없음 



SW 개발속도/ 반영속도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없음  



그렇다면 비즈니스 민첩성은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을까?  





PaaS 



Speed





Microservice 아키텍처는 독립적인 단위로 수정/확장이 가능한  
Cloud Native 아키텍처로써 독립적 Scale-out 가능  

Cloud native Architecture - Microservice Architecture  



서비스 및 데이터 분리를 통해 결합도를 낮춤 

독립적으로 단위 배포가 가능함 
배포 시간 및 재기동 시간 빠름 

서로 다른 최적의 플랫폼을 선택 

자원 필요 시 해당 서비스만  

부분적 Scale-out 가능 

장애발생시 

주변 시스템 영향도 작음 

01 

02 

03 

04 

Microservice 아키텍처는 독립적인 단위로 수정/확장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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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개발/운영 민첩성을 극대화 시키는 DevOps 

Why Dev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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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loud Cloud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전자금융거래관련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비식별화조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실제 Appl.을 Cloud 로 전환하는 全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습중심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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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업무에 대한 On-Premise 환경의 Cloud Friendly 추진이 필요합니다. 





500만 tpmC(대당) / 전체 6,000만 tpmC 로 전환 성공하여 
고효율 달성 

Source 자동변환 적용 도구 개발 (C Language/Proframe)활용으로  
변환 생산성 및 안정성 제고 

과금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경우, 처리용량 1.6배 증가,  

장애시간 3배 감소의 효과를 얻음 

SK의 다양한 Cloud 적용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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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Native Application 및 Cloud Friendly Application 전환 

CNAPS 방법론 적용 

DevOps Tools 사용 

PaaS 기반 개발을 통해 개발생산성, 민첩성 확보 

SK의 다양한 Cloud 적용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공통 Service 

ERP Mobile APP 

Collaboration HR Service 

산업별 특화 Service 

금융 특화 서비스 

High Performance 
Computing svc. 

SaaS based IFRS 
Financial Open API 

Service Platform 
Risk Management 

Service 

방법론/기술지원 ······ CNAPS ASD 인공지능방법론 Cloud Labs 

공통 Platform Blockchain Platform Big Data Platform AI Platform 

산업별 SDK 

Multi-core Platform Metatron / QUTA 

Metatron QUTA/Skytale 

Cloud Infra Public Cloud 
Hybrid 
Cloud 

Private 
Cloud 

Virtuali 
zation 

Security 

대용량 Storage ······ OSS based DB 

SK 판교 Digital Transformation Architecture 



Multi Cloud (IBM, Alibaba Cloud), Hybrid Cloud, Co-location 등 

고객 맞춤형 Cloud 인프라 제공 

Global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전세계 40여개 Cloud 센터 즉시 활용 가능 

백업, Archiving용 대용량/고성능, 저비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공 

Global Top 수준의 보안 관리를 통한 On-Premise 이상의 보안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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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차별화된 Cloud Z 만의 맞춤형 보안과 SK 인포섹을 통한  
통합관제 등으로 강력한 보안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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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remise 수준의  맞춤형 보안환경 제공 



글로벌 최고수준의 국내유일 한국어 AI Platform보유  

빠르게 Business를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PaaS 제공(Bluemix,PaaS-TA) 

산업별 Usecase를 반영한 Blockchain SDK보유 

End to End BigData 전 프로세스에 걸친 200여개의 수준 높은 API제공 



IFRS, 고성능 컴퓨팅, i-VDI와 같은 금융권 특화 서비스 제공 

고객 규모와 산업 Needs 에 따른 공통 서비스 특화 서비스 영역의 차별화된 Value 제공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Cloud Native Application으로 함께 전환해보는 기술지원 

프로그램 (Cloud Labs) 

Digital Consulting 을 기반으로 개발 방법론 적용을 통해 고객의 DT를 최적으로 지원 



진정한 Cloud 혁신의 시작 
www.cloudz.co.kr 

SK Cloud Z는 고객의 혁신을 혁신 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