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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ievement

’11년 출시 이래 다양한 최초의 역사들로 이루어진, 독보적 공공 등 사업자

2018 
평창 올림픽
Cloud 구축



|  Value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

공공 기관

국내 최대 사업 경험으로 공인된 신뢰성 등 사업자

대학 및 교육기관

|  Reference



국정원 보안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한 Cloud 보안인증 호 사업자

|  Specification

공공기관 전용 시스템 분리 Cloud Zone

Cloud Platform

Server, Storage, NW

Security

Cloud Platform  

Server, Storage, NW

Security

Cloud DataCenter

서비스 포탈/이용자 관리 서비스 포탈/이용자 관리

G-Cloud ucloud biz (기업용)

인가된 공공기관만 이용 계약

최초 1회 승인 필요

회원가입 청약

• 공공기관 번호 인증, 결제정보 입력
• 인가된 공공기관 사용자만 이용승인

서비스 콘솔사용 자동화

클라우드 이용

• OTP 지원 2-pass 로그인
• 자동화 콘솔로 Self-service 

< G-Cloud 전용 서비스 포탈 이용 >

CC인증 보안시스템 구성 전문 보안관제 제공



교육부 디지털교과서는 스마트패드 기반 공교육 서비스로서, 국내 최초 민간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축 사례

|  사례 #1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KT G-cloud 1호 사례로서, 따릉이의 대여/과금/위치정보/반납 등 서비스 프로세스 전체를 Cloud에서 운영

|  사례 #2>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VPN

DMZ zone Private zone

따릉이 G-Cloud

관리자(재배치) 사용자

Internet

관제센터 대여소

확장성

안정성
한달 대여 2백만건(‘19.5월기준)
원활한 사용 위한 안정성 필수

보안성
시민 Data 보호를 위한보안구성
(G-Cloud, DB접근제어, 24H 보안관제)

’15.10월 서비스 출시후

10배 증가된 물량에 맞추어
유연하게 인프라 확장

1,537개 20,000대

대여소

150개 2,000대

대여소

2019년2015년



헌법재판소 주센터와 Cloud DR간 실시간 동기화를 구현한 “Warm-DR” 우수 사례로서 년 2회 모의훈련까지 지원

|  사례 #3>  헌법재판소 Cloud DR 센터

클라우드기반재해복구센터 (DR센터)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센터재해 · 재난 발생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재해 · 재난 발생시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센터 이용

평상시 본청시스템 사용



국내 최초 공공 분야 G-Cloud 기반의 DaaS 서비스를 활용한 업무용/인터넷용 망분리 환경 제공

|  사례 #4>  우정사업본부 망분리 DaaS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하여 자연스럽고 편리한 One-Stop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지원

|  사례 #5>  서울시교육청 “뉴쌤”



11

‘25년까지 959개(18.5만대, 97%) 소규모 전산실을 폐쇄하며, 공공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 통합 이행

별첨 >  행안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전 통합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