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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loud
& privacy

고객 데이터는  고객이 
소유합니다. 

내부 위반자로부터  고객 
데이터 접근을 
보호합니다. 

구글은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글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백도어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구글 클라우드는  고객 
데이터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은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감사받고 
있습니다 . 

고객의 모든 데이터는  
저장할 때와 전송할 때 
모두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Google Cloud 
Security fundamentals

보호(Protection)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클라우드의 핵심 구조를 안전하게 

설계, 구축 및 운영 시행 

규제 준수(Compliance)

규제 준수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며, 고객이 보다 
쉽게 보안 규제 준수 완수 

통제(Control)

보안 통제는 정책, 규제와 사업 
고유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게 

지원 



Protection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클라우드의 핵심 구조를 
안전하게 설계, 구축 및 운영 
시행 



Defense in depth at scale

서비스 배포

운영 및 
디바이스 보안 

하드웨어 인프라

스토리지 서비스 
보안

계정 보안

인터넷 연결



End-to-end 안전성 제공

Titan

구글의 특수 목적 칩은 서버와 본질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의 하드웨어 신뢰성을 제공



Control

보안 통제는 정책, 규제와 
사업 고유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게 지원



Cloud security 
requires collaboration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안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책임지고 제공 

사용자는 보유 데이터 보호를 주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Best 
practices, 템플릿, 보안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 



Application security(응용 프로그램 보안)
Scanning and testing  |   API security

Identity & access management(계정/권한 관리)
Managing user lifecycle  |  Managing application 

access  |  Assuring identities

Endpoint security(엔드포인트 보안)
Patch & vuln mgmt  |  Preventing compromise 
(A/V, EDR)  |  Device mgmt (config, policy, etc.)

Google Cloud 보안 프로그램 영역

Data security(데이타 보안)
Finding sensitive data  |  Enforcing controls  |  Preventing exfil / loss

Network security(네트워크 보안)
Defining / enforcing perimeter  |  Segmentation  |     

Managing remote access  |  DoS defense

Infrastructure security(인프라 보안)
 Hardening, config mgmt  |  Patch & vuln mgmt  |  Policy enforcement

Security monitoring                   & 
operations

(시큐리티 모니터링, 오퍼레이션)

Threat prevention

Threat detection

Incident response

Governance, risk                        & 
compliance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Understanding risk

Defining and enforcing policy

Achieving certifications

Demonstrating compliance



Endpoint security(엔드포인트 보안)

Network security(네트워크 보안)

Cloud VPCs         Encryption in Transit         Cloud Armor         Cloud Load Balancing

Data security(데이터 보안) Cloud DLP API, 
Workspace DLP for Mail & 
Drive

Encryption at Rest, 
Cloud KMS                            

Application security(응용 프로그램 보안)
                 Web Security Scanner       APIgee

Identity & access 
management(계정/권한관리)Cloud Identity      Cloud IAM      Cloud IAP   

Titan Security Key      Cloud Resource Manager

Governance, risk                        & 
compliance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Third-party audits 
and certifications

Google Vault for Workspace

구글 클라우드  보안 통제 항목

Security monitoring                   & 
operations

(시큐리티 모니터링, 오퍼레이션)

Cloud Logging,
Cloud Audit Logging

Cloud Security                        
Command Center

Workspace Security Center

Access Transparency

Workspace 
 doc controls, IRM

Infrastructure security(인프라 보안)
 Cloud Infrastructure

Chromebooks, 
Chrome OS, Chrome  
browser, Safe Browsing

Device 
Management



Application security

Identity & access management Endpoint security

파트너 생태계(ecosystem of partners)

Data security

Network security

Infrastructure security

Security monitoring                   & 
operations

Governance, risk                        & 
compliance

and more...



Google Cloud 보안 기능



On-Premises

Directory 
Sync

Cloud Identity
Users
Employees, 3rd-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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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Mobile, desktops

Cloud ID

사내 계정을 GCP와 연동하여 동일한 계정으로 권한 
설정



Cloud DLP(Data Loss Prevention)

● 데이터 자산 대상 분류와 자동 태그

● 지속적인 탐색과 민감 데이터 
모니터링

● 개인 식별정보의 토큰화로 
고부가가치 작업에 적용 가능

● 정규표현식을 활용한 사용자 정의 
감지 타입 설정

●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용 이전에 
비정형 데이터 마스킹 적용

Security Command 
Center

Data Catalog

클라우드
저장데이
터

클라우드
로 데이터
이동

Cloud Storage

Datastore

모든 클라우드

온 프레미스

모든 데이터  소스

● 120+ 탐지 유형 제공
● 사용자 정의 지원
● 기계학습 기반 문서 
분류

검사 / 분류

● 토큰화
● 형식 보존 암호화 
● 마스크
● 버킷
● 기타 추가 기능 제공

비식별 / 수정



120+ 기본 탐지 유형 제공
다음과 같은 개인식별정보
(PII) 포함: 이름, 위치, 날짜, 
여권번호 , ID 번호,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문서 분류
기계학습 기반 문서 분류

사용자 정의 탐지 유형
사용자 사전, 패턴 기반과 
문맥 탐지 규칙 추가 가능 

Cloud DLP



TLS를 이용한 
네트워크  간 암호 
연결

저장/전송 데이터 기본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 
키를 

이용한 데이터 
암호화 시행

데이터 암호화 
키는 

키 암호화 키로 
암호화 됨

암호화된 데이터와 
키는 

구글 저장소에 
분산되어 저장



키 관리 시스템(Key Management System)

Encryption 
by default

Cloud Key 
Management 

Service

MORE AUTOMATED MORE CONTROL & Operational Cost

First on GCP

암호키는 클라우드에 
보관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를 직접 

사용

암호키는 
온프레미스에 
보관하고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 구축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상태로 
저장

Store keys 
in Cloud HSM

HSM in a COLO
External Key 

Manager

First on 
GCP



Security Command Center

고객 구글 클라우드 자산의 
중앙집중형 가시성 및 통제 확보

취약점과 위험한 환경설정 내역 탐색 및 
수정

구글 클라우드 자산 대상 위협 
탐지

컴플라이언스 유지 및 보고서 생성



고객 구글 클라우드 자산의 중앙집중형 
가시성 및 통제 확보

● 구글 클라우드 자산 및 정책의 완전한 
정보 제공

● 자산의 변화를 정확히 탐지하여 실시간 
수준의 가시성 확보 및 발생한 문제점 
우선 대응

● 고객 핵심 자산 관련 보안 탐지 알림 수신 
및 조치 수행

CryptoKey Bucket TargetVpnGateway

UrlMap Version VpnTunnel Network

Node NodePool Organization Pod

CryptoKeyVersion

Policy Disk Firewall Folder

Compute InstanceApplication



Usage of insecure 
JavaScript libraries

Compute Instance

취약점과 위험한 환경설정 내역 탐색 및 
수정 

● 구글 클라우드 자원에서 보안 미비 설정 
탐지와 적절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용한 
문제 해결

● 공격자의 실 사이트 공격 이전 웹 앱 
취약점 발견 및 노출될 위험 감소

● 취약점과 환경설정 오류 탐지 내역과 
관련있는 컴플라이언스 통제 위반 감시

Misconfigurations & Web App vulnerabilities

Compute Image API Keys GKE (Container)

Firewall IAM KMS Storage

Cross-site scripting 
(XSS)

Flash injection Mixed-content Clear text 
passwords



취약점과 위험한 환경설정 내역 탐색 및 
수정 

★ MFA_NOT_ENFORCED
★ NON_ORG_IAM_MEMBER
★ OPEN_FIREWALL
★ OPEN_RDP_PORT
★ OPEN_SSH_PORT
★ PUBLIC_BUCKET_ACL
★ PUBLIC_DATASET
★ PUBLIC_IP_ADDRESS
★ PUBLIC_LOG_BUCKET
★ PUBLIC_SQL_INSTANCE
★ SSL_NOT_ENFORCED
★ WEB_UI_ENABLED

Standard Tier
★ Standard Tier의 모든 기능
★ CIS 1.0
★ PCI DSS v3.2.1
★ NIST 800-53
★ ISO 27001

Premium Tier



구글 클라우드 자산 대상 위협 
탐지

Event Threat Detection

IAM abuseMalware Cryptomining

PhishingLeaked 
credentials

Hijacked Accounts

Compromised 
machines

Bruteforce Outgoing 
DDoS attacks

● 구글 클라우드의 계정, API, 네트워크 및 
컴퓨트 계층의  위협 탐지. 이벤트 위협 탐지
(ETD)는 클라우드 규모의 다양한 로그 
형식에서 사용자 행위 기반 분석 지표와 
일치하는 내역 제공 

● 컨테이너 위협 탐지(KTD)는 컨테이너화된 
업무영역에서 공격 접점을 감소: 조직 수준의 
환경설정 적용 및 커널에 통합함으로써 
중단없는 탐지 환경 구현

Container Threat 
Detection

Reverse Shell

Suspicious Library

Suspicious binary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