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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data 개요
MyData는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하며, 개인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확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배경

•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데이터 비중과 가치가 증가함

• 하지만, 개인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에서 개인은 비즈니스
운영방식에 거의 참여하지 못함

• 우리나라는 2018년 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이 각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

* 마이데이터서비스안내서발췌 * 마이데이터서비스안내서발췌

•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부여

• 대기업 중심에서 개방형태로 전환을 통해
개인데이터의 민주화

• 금융, 통신,진료, 여행, SNS등 다양한
개인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촉진

• 데이터의 표준화된 전송은 API기반으로 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함

• 하나의 기관(업)이 개인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서비스제공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제 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서비스안내서발췌

목적 마이데이터서비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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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yData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Mydata사업을 위해서는 안전한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기반 역량, 기술혁신 적용, API Platform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클라우드 인프라, Cloud Native Application, 빅 데이터,  보안, API Platform 등 영역의 전문 파트너십 필요 “ 

안전한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역량

기술 혁신
적용

API
Platform

지속적 확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필요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 필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Application 필요

AI, Machine Learning

블록체인

비즈니스 혁신 팀 운용 필요

데이터 디스커버리 역량 필요

데이터 분석 역량 필요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필요

내부 API 도입

외부 API 도입

API Platfor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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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OverView
베스핀글로벌은 MyData사업자 및 Data활용기업에 필요한 최적의 SW, Cloud Infra, Data 분석, Data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스핀글로벌 MyData Products

MiOps FinOps DevOps DataOps SecOps

마이그레이션 전략수립, 
infra, App, DB 등
Migration Service

Cloud 마이그레이션

비용관리 및 비용최적화
컨설팅, 

비용 관리 서비스

Cloud 비용관리

API Gateway, Policy, 
Governance, Analytics

API Management

Contact Center의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분석

Digital Marketing
as a Service

퍼블릭/멀티클라우드
인프라, Cloud Natvie

App 구축 및 운영 Service

Cloud Infra 구축, 운영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
금융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

Data AI Hub

보안 컨설팅 및 완벽한
Hybrid Security Service

Data Security Service

베스핀글로벌의 특장점

• KB국민카드 MyData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경험

• 가트너 MQ 클라우드 PS, MSP분야

리더그룹 등재

• 아마존 웹서비스, MS, 구글 클라우드, NBP, 

알리바바 등 클라우드서비스 공급자들과

강력한 파트너십

• 800명 이상의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전문가로 구성

마이데이터사업자 데이터활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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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ducts ► Cloud Infra, MyData 서비스 구축 및 운영
MyData 서비스구축 및 운영을 위한 End to En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니즈및사업자동향 Reference 제공서비스

DevOps

BigData, AI등 신 기술을 도입이 용이한 환경 필요

AWS, Google, MS등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의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 필요

지속적 확장이 가능한 인프라 환경 필요

Cloud Infra를 활용하여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필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개발 필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Cloud Native 
Application 으로 MyData서비스 개발 필요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사업 진행

데이터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증대하고
산업적 기반마련

인프라 통합 구축

• 마이데이터용 Cloud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위한 14개의 모니터링 및
보안 등 서비스 통합

인프라 통합 운영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Public Cloud에서 운영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14개의 인프라
안정성 및 보안을 위한 통합 관리 및 운영

신속하고 안전한 MyData서비스 구축을

위한 End to End 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구축
Consulting

Multi Cloud 
구축, 운영

CNA
개발, 운영

CI/CD
ToolChain
구축, 운영

통합
모니터링

Manageged
Service

클라우드기반의
MyData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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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ducts ► Data AI Hub
국내 최초 금융권 Public Cloud Data Service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부터 구축, 운영까지
금융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ataOps

Reference 제공서비스

KB국민카드 MyData Bigdata Platform 구축, 운영

KB국민카드 AIHub 구축 (2020. 12 완료예정)

• data scraping (쿠콘) , 
• aws datalake

architecture 
( dynamo db,  Redhift, s3..)

• aws data analytic 
architecture ( kibana, 
athena, sagemaker.. )

• Machine Learning 
분석(Sagemaker)

• 데이터분석 및 모델링 환경 구축
• 분석 및 모델링 라이브러리 구축

Data IaC & Automation

3rd party Data PlatformCSP Bigdata / AI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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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ducts ► Data Security Service (1/2)
KB카드 경험을 바탕으로 MyData 보안 컨설팅 및 완벽한 Hybrid Security Service 를 제공합니다. 

SecOps

고객 니즈 및 사업자 동향 Reference 제공 서비스

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보안 필요

정보 수집 ⠂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강화 필요

금융보안 + 마이데이터법 + 클라우드보안 필요

금융위의 정보보안 지침을 따라야 하며, 강화된
마이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보안을 모두 충족

하이브리드 보안 필요(운영측면)

개인정보는 기존 시스템에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보안 필요

강력한 개인정보 보안 필요

모든 개인정보 암호화, 
별도의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을 설치 운영

Compliance
Consulting

Security 
Policy and 

Architecture

3rd 보안 솔루션

안티바이러스(안랩 v3),
서버보안(SecuveTOS)
패스워드(시큐어가드 -
APPM), 
DB접근제어(디아모), 
웹쉘(에스큐브아이 -
Shellcop), 
내부위협(나일소프트-
Logcops)외부위협탐지(IB
M-Qradar), 
2차방화벽(트러스트
가드), SSO(펜타시큐리티
- +iSign),
복합인증(시큐브-iGriffin)

Cloud Native 보안

DDos(AWS Shield, WAF)
보안 BP(Trusted Advisor)
Log검색(Athena)
클라우드행위감사( Clou
dTrail)
계정그룹통제(IAM)
AWS KMS 
클라우드통제(Config) 

Hybrid Security Service 제공

마이데이터
보안컨설팅

Basic
Security

구축
운영

Integrated
Security 

Dashboard 

Cloud
Native 

Security

No1.Cloud
Security

베스핀글로벌 + SK인포섹간특화된
마이데이터 보안 상품및딜리버리 체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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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ducts ► Data Security Service (2/2)
KB카드 경험을 바탕으로 MyData 보안 컨설팅 및 완벽한 Hybrid Security Service 를 제공합니다. 

SecOps

Native Cloud Security Hybrid SecurityBasic Cloud Security 

상
품
확
대

DB 보안

N/W 보안

서버보안

DB접근통제

DB암호화

방화벽

Anti-DDoS

IPS

WAF

서버보안

계정관리

백신

WebShellApp 보안

8
종

12
상
품

CSPM/CWPP

• Cloud Workload Protection Platform
- Workload Protection 

• Cloud Security Posture Management 
- Public Cloud 보안을 위한 Compliance유지

AWS Native Security 

• AWS Shield 
- L3~L7 DDoS Protection & Monitoring   

• AWS WAF 
- WAF Rule Manage, Attack Monitoring 

DevSecOPS

• Container & Serverless 보안
- Container & Lambda 보안 구성 지원

• DevSecOps Impl & Managed
- DevSecOps 구현 및 운영 지원

Hybrid Cloud Security 

Basic
+

Native

“금융권 Hybrid 공략을위한
VMware 기반보안솔루션 Line-up”

+ Private
Security

Untact Cloud 보안

+Cloud 
VDI

재택 Sol
보안

Cloud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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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

MRP

표준정책

Migration

성능테스트

안정화

4. Products ► Cloud 마이그레이션
MyData서비스 플랫폼 구축 목적에 맞는 Migration 전략을 기반으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infra, App, DB, Security Migratio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igrationOps

클라우드도입시고려사항

MyData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성 필요

• Compliance 및 Security 요건
• SLA 충족을 위한 운영 안정성
• 성능 및 비용 최적화

MyData 서비스 플랫폼의 신속성

• 클라우드 기반 신속한 서비스
설계 및 구축

• 마이데이터 프로젝트 효율성

MyData 서비스 플랫폼의 확장성

• 사용량 기반 on-demand scaling
• Cloud 기반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장

클라우드 도입준비 상태를점검하고 개선 방안을제안하는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대상별 Strategy, Scoping, Stepping 설정

클라우드 이관을 위한 계정 구조 및 네트워크 구조, 보안 정책 정의

이관 대상에 대한 Scheduling과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관'- DeepDive AS-IS 분석

Open Source 솔루션을 활용한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 테스트

Deep Dive Monitoring, Trouble Shooting Performance T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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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ducts ► Cloud 서비스 비용관리
MyData서비스 플랫폼 운영비용 최적화를 위해 OpsNow 및 Cloud서비스 비용관리 통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FinOps

비용관리는 자동화영역
비용절감은 사람영역

artificial intelligence

Tool

OptimizationAllocationVisualization Governance 서비스

보여야
절감 가능

비용
통합&배분

자동화된
최적화

비용
통제& 관리

2018.12월
Cache 비용대비,

74%
절감예상

Cache  

(운영환경기준)

EC2  

2018.12월
EC2 비용대비,

56%
절감예상

(운영환경기준)

DB  
(운영환경기준)

Cost ($)

AS-IS TO-BE

1,498

379

$1,119 절감
(약 74%)

2018.12월
DB 비용대비,

20%
절감예상

Cost ($)

AS-IS TO-BE

5,931

4,725

$1,206 절감
(약 20%)

Cost ($)

AS-IS

30,417

13,258

$17,159 절감
(약 56%)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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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oducts ►API Gateway & API Management (1/2)
MyData 환경을 위해 표준 API지원,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강력한 트래픽 관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PI Gateway와
API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yData 사업자 고려사항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 마련 필요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절차
- OTP, FIDO,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및 분산ID 활용

- 개인 정보 이동권 행사에 대한
명시적 의사 확인 필수

서비스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필요

• 표준 API 방식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 표준화 및 보안성 강화

• 인증정보의 token 전환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관리

• 각 시스템의 endpoint 간
트래픽 관리 및 서비스 안정화

표준
API

인증
절차

트래픽
관리

서비스
안정화

마이데이터
보유사A 은행

B 은행

C 카드

D 증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Backend Service

E 보험

외부 연계 시스템 내부 기존 서비스

공공부문
금융정보

- 통합 트래픽 관리

- 이슈 추적 및 디버깅

- 정책 및 변환 적용 관리

API 
Management
(Apigee Edge)

- 모니터링 및 퍼포먼스 분석

API Management 적용된 MyData 흐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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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oducts ►API Gateway & API Management (2/2)
Apigee는 Gartner Magic Quadrant, Full Life Cycle API Management 영역에서 3년 연속으로 리더로 선정된
API Gateway 서비스이며, 베스핀글로벌의 전문 API Team을 통해 Management됩니다. 

베스핀글로벌 API Management 서비스

API Service

• API Gateway
• Policies & Programmability
• OAuth & Security
• Versioning & Governance

Analytics Service

• Developer Analytics
• Ops & Business Metrics
• App Performance
• Custom Reports

Developer Service

• Developer Portal
• Smart Docs

베스핀글로벌
API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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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oducts ►Digital Marketing as a Service
Contact Center의 VoC와 MyData를 결합하여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분석, 페르소나 타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상품 기반의
OutBound Call

DMaaS

VoC데이터

Contact center

GCP, MS, AWS

AI 기반의 Contact Center

데이터 분석

감성분석

N-Rank 분석

Topic- Rank 분석

공간데이터

CRM

개인 구매 이력

개인 금융 정보

제공 서비스

데이터 큐레이션

• Contact센터의 기존 VoC 데이터 수집
• Data 저장
• 음성데이터 --> Text 변환
• 데이터 최적화

데이터 분석

• Machine Learning 기반의 데이터 분석
• 아웃바운트 콜 대상 분석
• 고객별 추천 상품 분석

데이터 큐레이션

• 기존 고객 정보(CRM)와 마이데이터
정보(API를 통한 정부 운영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통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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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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