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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DS 필요성1. FDS 필요성

1.1 사회적 배경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으로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비대면 결제 방법이 등장하고 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부정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
련이 필수적입니다.

비대면거래 위험요인 증가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세

2014 2015 2016 2017(E)

45조원

54조원

65조원

70조원

모바일

비대면 거래 위험요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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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DS 필요성1. FDS 필요성

1.2 정책적 배경

금융사 FDS 도입 의무화 정책에 따라 금융사는 물론 간편결제 보안 강화 중요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PG사도 FDS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
에 금융사 및 대형 PG사는 FDS를 도입하였고 이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보다 정교한 FD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FDS 도입 의무화 및 금융계 대응 현황

카드사 시스템구축 감지건수 차단건수

롯데 2014.01 32,847 26,007

국민 2013.08 67,251 56,980

신한 2013.12 97,009 83,503

우리 2013 59,582 44,997

하나SK 2008.08 55,441 42,971

삼성 2011 58,868 42,523

현대 2009.05 69,871 54,436

비씨 1998.04 28,217 20,085

• 은행계 카드사 포함 19개사 100% 구축카드 (2016년 기준)

FDS 관련 법규제 이행 및 경쟁사 대응 필요 금융계 FDS 운영 현황

•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KCP, SK플래닛, 다음카카오, 
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 등

PG

• 16개 은행 100% 구축은행

• 32개사 중 23개사 구축 (‘16.06 기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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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DS 필요성1. FDS 필요성

1.3 기술적 배경

금감원 산하 금보연 FDS 가이드 발표 이후, 현 FDS 시스템은 과거 통합로그분석시스템 중심의 사후처리 이상징후분석방식에서 온라인 기반 실시간 사전탐지/대

응방식으로 전환이 필수적 입니다. 기존 사후 대응 및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심의 역추적 방식에서 현재 시점의 실시간 사전 대응으로 대응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분 배치분석기반 탐지시스템 (과거 FDS) 온라인 실시간 탐지/대응 시스템 (현재 FDS)

분석대상 오프라인 정보(VAN, 위치기반 외) 디바이스 정보(결제 환경) + 결제 전문

데이터 성격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움직이는 실시간 데이터 + 저장 데이터

분석 방법 SQL 기반 DB 데이터 쿼리/통계
저장 영역에서 조회 방식

룰 엔진 기반 고속 In-Memory 데이터 탐지

시점 사후 분석
先저장 → 後탐지

현재 시점 탐지 및 대응
先탐지/대응 → 後저장

탐지 방식 HDD 또는 SSD
Batch 처리

Memory
Real-time 처리

비고 데이터 증적분과 탐지패턴 개수↑  성능↓ 데이터 증적분, 탐지패턴 개수↑  성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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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DS 필요성

Mission

FDS금융거래 이용
환경

(Device 정보)

PC

Android

iOS

• 공인 IP, 사설 IP, CPU ID No. 등 40여 개 이상의
사용자 환경정보 수집

• 다양한 단말 OS 및 브라우저 지원
• WAS 서버와 디바이스 정보 연동
• 이동통신 3사 약 140여종의 기기/모델 지원

Integrated 
log

단말
로그

거래
로그감사

로그

실시간
탐지/대응

공인
인증

블랙
리스트

이상
거래

위치
기반

원격
접속

행위
패턴

• 디바이스정보 및 거래정보를 결합하여
실시간 탐지

• 1초 이내 실시간 대응
• 모니터링 및 정책, 차단 관리• IP대역, 거래시간, 이체금액 등의

평균치 정보 데이터 마트화
• 고객센터(관리자)의 관리 내역 및 접속 정보

로그화
• WAS 서버에서 수집된 디바이스 정보 로그화

관리자
경고

추가
인증

차단

1.4 FDS 란?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은 결제 패턴 + 디바이스 인증/식별 + 실시간 탐지/대응 3가지 유형의 기능을 통합하여 동일한 FDS 처리 성능을 보장하는 형태가

최상의 선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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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FDS 장점

2.2 도입 효과

Why?

N-FDS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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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N-FDS인가?

N-FDS는 저희 누리어시스템의 자체 기술 개발력 및 운영 능력, 실제 FDS 구축 사례 및 금융사 SI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솔루션 입니다.

2.1 N-FDS 장점 1

• 룰 엔진 기반 고속 In-Memory 데이터 탐지로 실시간 탐지 및 대응

• 先 탐지 및 대응 후 저장으로 0.5초 이내 응답속도 보장

• Down-time 없이 실 운영 서버에서 시뮬레이션 기능 지원

• I/O 증적분에 따른 속도 저하 없음

• OLTP성 FDS 구축 및 성공적 운영 경험 보유

• 다양한 금융사 SI 구축 경험 보유로 금융업무 및 기술 분석, 유관

업무 연동 노하우 보유

• 시스템 I/F 및 패턴 적용을 위해 금융 SI 구축 경험 및 업무 이해도

필수

성공적인 FDS 구축 경험 보유 FDS 기술의 우위

• 제안사가 직접 개발한 기술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FDS 

구축 및 운영

• 기술적 문제 및 장애 발생 시 FDS 기술연구소 및 기술인력을 통한

신속한 처리 지원

• 원스탑 프로세스 관리로 사후 유지보수에도 유리

직접 개발 기술로 유지보수에 유리

• NH농협, 한국증권금융 등 다년간 FDS 운영을 통한 노하우 보유

• 1일 800만건 이상 처리 가능한 FDS 운영 노하우

• 이상거래탐지를 통한 사고거래 발생율 저하

• 동종 솔루션 대비 시스템 장애율 낮음

안정적 운영 노하우 보유

N-FDS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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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N-FDS인가?

FDS 관리/운영자가 대시보드 및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룰 및 스코어링,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수정, 검증하며,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로그, 

감사증적 등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1 N-FDS 장점 2

대시보드 및 종합상황판

• 초당 수집 이벤트 건수, 수집 및 응답 속도 제공

• 위험등급(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유입현황 그래프 제공

• 룰 그룹별, 룰별 탐지 분포 제공

• 실시간 전문 처리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다양한 위젯 기능을 통해 실시간 대시보드 구성 및 마이대시보드 관리
기능 제공

실시간 룰 관리 및 대응

• 실시간 거래별, 매체별 룰/스코어링 관리 및 대응 지원

• UI를 통해 기존 룰, 적용 위치, 정책 조합하여 편리한 신규 룰 생성

• 빅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패턴 추출

• 블랙리스트 현황 리스트 관리로 이상 징후 탐지 및 대응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 이상거래 분석, 위험도별, 실시간 처리결과, 전문 수, 룰별 등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출력 지원

• 쿼리생성기를 통해 보고서 데이터 출력을 위한 쿼리를 사용자가 직접
생성 기능 제공

• 테이블 리스트 미리 확인, 엑셀 출력 지원

• 원하는 차트 선택하여 미리 확인

• 감사증적 데이터 생성 및 관리 기능 지원

시뮬레이션 검증 및 실시간 반영

• 다양한 검색 기법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 신규(수정) 룰 및 스코어링 모델을 축적된 빅데이터에 시범 적용

• 실제 운영 시스템에서 Down-time 없이 시뮬레이션 수행 및 신규(수정) 
룰/스코어링 실시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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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N-FDS인가?

타사 FDS와 비교했을 때 제안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은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 증권 등 다양한 FDS 구축 사업 경험을 통해 고객요구

사항에 맞는 제안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1 N-FDS 장점 3

시스템 제안요구사항 경쟁업체 제안사 FDS

클라이언트 지원 OS 범위 제한적 무제한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장
- 제안요구사항인 Linux OS로도 설치 가능

이상징후 탐지 패턴 제공(Rule Score) 1초 이상 1초 미만1) - In-Memory 기반 실시간 탐지(Disk I/O 없음)
- 이상거래 1건 탐지 0.5초 보장

전자금융거래 대상 탐지 패턴의 기본 구성 수 50개 미만 100개 이상
- 전자금융거래 유관사업 경험으로 다양한 패턴 보유
- 빅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패턴 추출

클라이언트단 이상 징후 정보 탐지 가능 X ●
- 블랙리스트 현황 자료 수집 가능
- 사용이력 추적 가능

수집/저장 로그의 암호화 X ● - 수집정보 암호화하여 보관

DOWN TIME 없는 시뮬레이션과 룰/패턴 실시간
반영

X ● - 중단 없는 운영

시스템 이중화 구축 X ● - 탐지서버 및 수집서버의 Active-Active 방식 이중화

경쟁사 비교 우위

1) 이상거래 1초 미만 처리 입증 : POC 결과 측정 데이터 제출 (평균 응답시간 0.01~0.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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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N-FDS인가?

사고거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탐지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2 도입 효과

FDS 도입 전

• 개인정보도용, 카드분실/도난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간편결제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시 고객 불안 증가

• 수천/수만 건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의 한계

• 이슈발생 후 사후대응으로 인한 손실 발생

• 전자금융업 분야에서의 시장 경쟁력 미흡

• 대형 금융사 및 유통사와의 사업협력을 위한 신뢰도 미흡

FDS 도입 후

도입효과

거래과정에서의 사고를 사전 차단

• 최종 거래승인 이전 사전대응으로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

• 승인 이후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로 사고거래 대응

01
사고대응

이상거래탐지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정보의 유형화(룰과 패턴)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처리 비용 및 관리 인력 비용 절감

02

효율성

신뢰감 있는 ‘롯데멤버스’ 이미지 확보

• 안정성이 확보된 전자금융업자로서 신뢰감 있는 이미지
확보

• 보안관리 실적을 부각하여 대외 홍보 컨텐츠로 활용 가능

03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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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시스템 구성

3.3 고객 디바이스 정보수집

3.4 FDS 전문

3.5 탐지 룰(Rule)

3.6 대응정책

3.7 FDS관리자 WEB기능

3.8 보안 구현

3.9 Compliance

기술의 이해

N-FD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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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N-FDS는 전자금융 FDS의 핵심 기술 요소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추출 및 패턴인식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100개 이상의 전자금

융거래 대상 탐지 패턴이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3.1 기술의 이해 : 1) N-FDS 특징

전자금융 FDS의핵심기술요소를통합한최상의시스템

각종전자상거래에대한이상징후패턴지원

• 룰과 스코어 방식으로 최적화 된 이상징후
패턴 제공

• 금융 및 증권사 FDS 구축 경험으로 상거래
업무에 특화된 각종 패턴 보유

• 고객센터를 통한 룰과 패턴의 정확성 수준
관리

사용자디바이스에대한강력한인증

• 플러그/Non-플러그 방식으로 사용자 환경
정보 수집

• 금융감독원 보안지침에 의거한 사용자
디바이스 정보 수집 및 사용자 인증

• 디바이스의 사용자 접근 상태, 이상유무를
실시간으로 수집

거래정보외추가적인빅데이터분석

• 모든 사용자의 디바이스 수집 정보와 거래
정보 분석

• 빅데이터의 수집, 빠른 검색, 효율적
대용량 분석

• 최적의 모니터링 화면 지원으로 관리효율
배가

디바이스 인증/식별 빅데이터 분석Rule & Score 거래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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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 탐지 패턴은 스코어링 모델로 구성되며,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어 각종 사용자 디바이스 수집정보와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한 패턴에 대해 실시간 엔진

으로 통합분석 후 이상징후에 대한 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서버로 응답 처리합니다.

3.1 기술의 이해 : 2) N-FDS 핵심 프로세스

고객센터

관제/모니터링

In-Memory 실시간 탐지/대응

거래/디바이스정보 기반
탐지 패턴 룰(Rule)

거래 차단

추가 인증

거래 정보

실시간 고객
프로파일 비교

PC Web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1

룰 기반
/

스코어
합산

2 3

실시간 탐지
실시간
대응

고객 정보

빅데이터
/ WEB

데이터 저장/검색

4

저장/검색/관제

매체 정보

관리자 경보

정보 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 모니터링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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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솔루션은 실시간탐지영역과 빅데이터(저장, 검색, 모니터링) 저장영역 으로 구성되며 실시간탐지엔진 및 빅테이터엔진은 2중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각각의

빅데이터엔진에 저장되는 원본 데이터는 2개 이상의 논리적 노드에 동시 저장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3.2 시스템 구성 : 1) 시스템 구성도

실시간 탐지/분석 영역 저장/검색/모니터링 영역

실시간

거래정보
+

장치정보

실시간

응답코드

고객

장치정보

채널 기간계

WEB/WAS

빅데이터 서버
(Active)

실시간탐지 서버
(Active)

운영계

관제 UI & 
고객센터

Data Grid

Event Processing

FDS Data1

실시간탐지 서버
(Active)

Data Grid

Event Processing

빅데이터 서버
(Active)

클러스터링 구성

FDS Data2

FDS Data1

FDS Data2

* 논리적 이중화 : 2Node 이상 Data 영역 구성
* 물리적 이중화 : 물리적 2 Node 이상 Clustering 구성
※. 원본 데이터 5년간 안전하게 저장 – FDS 가이드라인

PC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클러스터링 구성



17

3. N-FDS 구성

운영 전환 후 기존
자원의 10% 이내

보장!

3.2 시스템 구성 : 2) 시스템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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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객 디바이스 정보수집 : 1) Agent, Agentless 방법

Agentless 방식의 디바이스정보를 수집하므로 별도의 플러그인/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실행 필요 없습니다. 접속 디바이스의 공인 IP 및 Proxy IP 를 추적/

수집 및 디바이스 식별을 위한 키 값 생성/관리를 합니다. 

방식 구분 내용

AGENTLESS
PC / Mobile 웹에서의

Device 식별
(1)  별도의 Plug-in/ 다운로드 및 실행 필요 없음
(2) 접속 디바이스의 공인 IP 및 우회 IP, 사용자 식별을 위한 단말 Key 생성 및 관리 가능

AGENT
Android, iOS Mobile 앱에서

의 Device 식별

(1) 모델명, OS 버전, HW ID, SIM Card 시리얼 등 총 25가지 이상 수집
(2) 사용자 식별을 위한 단말 Key는 내장되어 있는 자체 하드웨어 고유번호를 기반으로 관리
(3) 안드로이드, iOS의 라이브러리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분 Agentless 방식 Agent 방식

설치 및 실행 화면 표시 불필요 필요함

지원 OS Windows, Android, iOS (PC 웹, 모바일 웹) Android, iOS

지원 브라우저 모든 브라우저 해당 APP

IP 정보수집
가능

(공인 IP, Proxy IP 등 추적)
가능

(공인 IP, Proxy IP 등 추적)

사용자 단말기 식별 여부

가능
(참고)
접속 시 디바이스 식별용 고유 Key값을 생성하여
접속 디바이스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영역에 기록함으로써 관리

가능
(참고)
1. Android : 고유 하드웨어 값 ISMI 값을 토대로 하여 식별
2. iOS : 임의의 키 값을 생성하여 iOS 키체인을 통하여 관리/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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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No. 필드명 설명

1 p1 공인IP1

2 p2 공인IP2

3 p3 공인IP3

4 r1 사설IP1

5 r2 사설IP2

6 r3 사설IP3

7 rx Proxy 유무

26 vt Virtual OS Tool

27 gm GateWay MAC

28 gi GateWay IP

29 hv Disk Volumn ID

30 rd 원격정보

No. 필드명 설명

1 CM Model Name

2 OS System Ver

3 3G IP IP

4 WiFi Mac 와이파이 맥 주소

5 S1 Serial No

6 TC 통신사업자

7 CO 국가코드

19 II 사용자 계정

20 AS SIM no.

21 UUID1 UUID

22 UDID2 Unique Device ID

23 RY 루팅/탈옥 여부

No. 필드명 설명

1 CM Model Name

2 CD Product Name

3 OS System Ver

4 EI IMEI

5 SI IMSI

6 S1 Serial No

7 S1 NIC Serial No

25 UUID2 UUID2

26 RY 루팅/탈옥 여부

27 RM 로밍여부

28 RT VM런타임타입

29 SD SD카드ID

거래성 정보 데이터(거래금액, 이체횟수, 계좌번호 외) 및 고객 별 프로파일 데이터

3.4 FDS 전문 : 1) 고객 디바이스 + 금융거래정보

사용자 별 접속 디바이스의 상세 정보를 추출 및 저장하여 금융 거래 정보와 매칭, 통합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용자 단말 : PC 사용자 단말 : IOS 사용자 단말 :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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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탐지 룰(Rule) : 1) 룰(Rule) 그룹

각 스코어링 룰은 유형 별 그룹핑하여 카테고리 형식으로 제공 되며, 각 그룹 별 스코어링 룰은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 합니다.

ID, Mac address,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 및 디바이스 정보를 블랙 리
스트화하여 차단 할 수 있는 룰 그룹

카드번호, 결제 건수, 금액, 가맹점 정보 등 결제 시 발생하는 패턴을 스코
어링 할 수 있는 룰 그룹

공인인증서의 과다보유나 재발급 시도 등을 스코어링 할 수 있는 룰 그
룹

위치기반 VAN 정보나 온라인성 IP 정보를 기준으로 스코어링 할 수 있는
룰 그룹

각 매체 별 제공 정보에 대한 이상 유무를 스코어링 할 수 있는 룰 그룹

사고 IP, 공인 IP 과도 변경 등 IP 정보 중심의 이상 유무를 스코어링 할 수
있는 룰 그룹

일반적인 행위 패턴과 상이하게 다른 이상 행위 패턴을 비교하여 스코어
링 할 수 있는 룰 그룹

기존 고객의 결제 패턴을 분석/비교 및 이상 결제 시 스코어링 할 수 있는
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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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특정 항목을 패턴
매칭하여 이벤트를 도출

[예] 블랙리스트 IP, MAC, 
계좌번호, 계정 대조

과거 행동 기반의
프로파일과 실시간 포착된
프로파일의 대조로
이벤트를 도출

[예] 6개월 동안 접속 하지
않던 IP 주소 접속

3개월 휴면 계정 로그인

중국 로그인

이체 기록이 없는 계좌로 이체 시도

블랙리스트 계좌 사용

이상징후를 보이는
로그인 후 이체
시도

거래 차단 계정이나
계좌로 이체 시도

공인인증서 발급 후
소액 이체 다수
시도

공인인증서 재발급 후 이체 시도

동일한 계좌로 소액 이체 다수 시도

AND

블랙리스트 로그인 계정 사용

이벤트간의 선후관계에
따른 연관성을 도출하여
복합 이벤트로 도출

[예] 로그인 후 5분 이내
이체한도 조회

패턴 ①

패턴 ②

패턴 ③

패턴 구성 예시

전문 구성요소 매칭 실시간 프로파일 대조 복합룰 구성(패턴)

OR

3.5 탐지 룰(Rule) : 2) 단순 룰 및 복합 룰(패턴) 정의

N-FDS 다양한 룰 패턴의 구성과 생성은 가장 일반적인 룰 구성 부터 특화 시킨 룰까지 적용/생성이 가능하며, 룰과 룰의 조합으로 패턴 구성이 가능 하도록 구

현 되었습니다.

AND

스코어링 룰 및 패턴 개요

패턴 : 룰과 룰을 조합한 형태의
복합 룰을 의미하며, 싱글 룰 뿐
아니라 복합 룰 또한 이상거래
탐지 룰로 적용이 가능함

전문 프로파일 전문 매체

…

현재 100여개 Built-in 룰 보유

룰 룰 패턴

룰 구성 패턴(복합 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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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탐지 룰(Rule) : 3) 탐지 룰(Rule) 예시

NO 탐지모델 실시간탐지룰

1

오용탐지
(패턴탐지) 

블랙리스트 (IP / MAC / HDD SN / 대포통장/ 전화번호)

2 MAC 주소 위.변조 탐지

3 1일 최대 이체 회수 초과

4 휴먼계정 거래시도 탐지 (예 : 휴먼계정 6개월)

5 휴먼계정 중 해외 로그인 탐지

6 특정 위험 국가(중국)로부터 거래 탐지

7 동일 IP Address + MAC으로 2개 이상의 계정으로 접속

8 원격 프로그램 사용 탐지

9 가상 OS에서 접속

10 동일 MAC에서 공인인증서 과다 재발급 시도

11 동일 MAC에서 공인인증서 과다 보유

12 다수 MAC에서 단일 사용자 로그인 시도

13 동일 MAC에서 다수 사용자 로그인 시도

14

오용탐지
(상태전이) 

새벽시간대(00:00 ~ 08:00) 거래 탐지

15 최근 1시간 이내 국가 이동 거래 발생

16 최근 1시간 이내 공인 IP 변경 3회 이상

17 여러 개의 IP로 로그인

18 여러 개의 MAC으로 로그인

19 1개의 아이디로 2대 이상의 Device (단말키 기준)로 접속

20 인증서 발급 후 1시간 이내 거래

21 동일 ID가 여러 국가에서 로그인

22 동일 MAC 주소의 기기가 여러 국가에서 로그인

23 단말 등록/정정 후 거래

24 연락처 변경 직후 거래

25 직전 로그인 위치 대비 현 거래 위치와 현격한 거리차 발생

NO 탐지모델 실시간탐지룰

26

이상탐지
(통계모델)

평균 거래일과 다를 경우

27 평균 거래시각과 다를 경우

28 평균 거래요일과 다를 경우

29 평균 접속 회수 150% 초과

30 평균 거래금액 150% 초과

31 주거래 지역 외에서 거래

32 지난 1년간 한번도 거래가 없던 국가에서 거래 발생

33 최근 접속한 IP와 다를 경우

34 최근 접속한 MAC과 다를 경우

35 한번도 거래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거래할 경우

36 한번도 거래되지 않은 계좌번호로 거래할 경우

37

금융감독원
권고 룰

신규계좌 입금 후 1시간 이내 출금

38 신규계좌 소액 입/출금 후 다수 계좌로부터 입금

39 다수의 은행으로부터 신규계좌로 건당 100만원이상 3회이상 입금

40
고령의 사용자 명의로 폰뱅킹 등을 신청 후 100~300만원 미만 금액
을 5분 이내에 연속 2회 이상 이체

41 300만원 이체 후 5분 이내 100~300만원 미만 금액을 추가 이체

42 블랙리스트 IP 및 MAC에서 다수 사용자로 로그인 시도

금융보안원의 FDS 기술가이드 상의 오용탐지모델 및 이상탐지모델 방식의 실시간탐지모델을 지원하며, 금융감독원 권고 룰을 기본 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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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기반 대응모델

3.6 대응정책 : 1) 룰 기반, 스코어 기반 모델

FDS 기술가이드 상의 오용탐지모델 및 이상탐지모델 방식의 실시간탐지모델을 지원합니다. 스코어링 모델과 룰 기반 대응모델을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구분 롤 그룹 내용 스코어

오용탐지
모델

패턴탐지모델
스코어기반
대응모델

MAC 주소 위.변조 탐지 50

최근 1시간 이내 공인 IP 변경 3회 이상 20

최근 1시간 이내 국가 이동 거래 발생 10

1일 최대 거래 회수 초과 5

이상탐지
모델

프로파일탐지모델
스코어기반
대응모델

최근 1년간 주 거래요일 외에 거래 5

최근 4주간 접속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의 거래 10

최근 4주간 주 거래시간 외에 거래 5

최근 4주간 해외에서 접속한 경우가 없는데 해외에서 접속 10

오용탐지
모델

패턴탐지모델
룰기반

대응모델

블랙리스트 탐지(MAC, 공인 IP, HDD S/N 등) 차단

30분이내에 5대 이상의 다수 디바이스에서 거래 추가인증

오용탐지
+

이상탐지

실시간 상관분석탐지
룰기반 대응모델

최근 1시간 동안 30만원 미만 금액을 3회 이상 거래
(AND) 최근 4주간 PIN 변경 3회 이상
(AND) 10분 내에 공인 IP 변경 3회 이상

추가인증

이상금융거래 실시간탐지 모델

합산 스코어 대응코드

80 ~ 100 차단

60 ~ 79 추가인증

40 ~ 59 관리자 경보

0 ~ 39 거래 계속

대응코드

차단

추가인증

관리자 경보

거래 계속

룰 기반 대응모델

위반

위반

위반

• 스코어링 대응모델 : 각 룰에 설정된 스코어들의 합산값에 따라 0.5초 이내 실시간 대응

• 룰 기반 대응모델 : 룰 자체에 설정된 대응코드 기반으로 실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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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모니터링/관제 화면에는 초당 수집 이벤트 건수, 위험등급 별 탐지 건수, 지역 별 탐지 분포 등을 실시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집속도, 처리 응답속도 관련

Speedometer 제공

• 위험 등급(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유

입현황 그래프 제공

• 다양한 위젯 기능 제공

- 룰그룹, 룰별, 스코어 고득점자, 위험

카운터, 위험도별 다양한 위젯 외

- 실시간 전문 처리 모니터링

• 각 위젯은 클릭시 상세 페이지로 이동

N-FDS 통합 대시보드의 특장점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1)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통합 대시보드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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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종합상황판을 통하여 수집된 단말정보와 결제정보 전문을 매체별, 서비스별, 위험등급, 사용자 ID, 일시 등의 항목별로 검색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거래행위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때 사용합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2) 종합상황판

종합 상황판

빠른 검색 속도 지원 - 2만 건 검색 기준 0.049초 페이지별 목록개수 설정

FDS 전문 검색을 위한 다양한 검색 조건 – 변동 및 수정 가

능

엑셀 Report

검색결과를 페이지별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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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민원 발생 시 N-FDS의 고객센터 화면을 통해 고객 대응을 하며, 고객의 모든 행위를 시간 순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정보변경,이체)

고객센터 화면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3) 고객센터 (1)

*고객을 검색하여 상세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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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민원 발생 시 N-FDS의 고객센터 화면을 통해 고객 검색하고, 1) 코멘트 버튼을 선택하면 고객의 현재 상태와 탐지결과를 확인하고, 2) 고객 대응방법으로 차단

해제, 추가인증해제 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세 1)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3) 고객센터 (2)

*정상고객 : 차단해제, 추가인증 해제

*이상고객 : 수동 차단 기능

*고객 정보

*스코어 누계 점수와 상태 5단계

*탐지결과 (현재)

*[과거이력 탭] 해제 이전까지 모든 탐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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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민원 발생 시 N-FDS의 고객센터 화면을 통해 고객 검색하고, 고객대응 결과와 사고예방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세 2)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3) 고객센터 (3)

*고객대응 내용 히스토리 모두 확인 가능

> 업무 인수인계시 편리

*고객대응 내용 입력

: 처리결과, 유형, 내용

*’사기’ 일 경우 사고예방 금액 입력

-로그인 : 수동

-이체 : 자동

> 이후 “사고예방금액” 메뉴에서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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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고객대응 처리결과 중 ‘사기’ 로 처리된 ‘로그인’, ‘이체’ 거래 건의 사고예방금액을 자동 계산하여 보고서로 출력합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4) 사고예방금액 보고서

사고예방금액 보고서

*MAC 기준으로 ID 별로

로그인, 이체 거래의 사고전금액, 피해금액, 예방금액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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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신규(수정) 룰/스코어링
모델링

축적된 과거 데이터에
시범 적용

탐지 검수, 적용 결과
확인

실제 시스템에 적용
(Down Time 없음)

다양한 검색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시스템의 ‘Down-time’없는 고급 시뮬레이션 기능 실현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5) 룰 및 패턴 관리 (1)

N-FDS는 룰/스코어를 관리하고 시스템의 Down-time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룰/스코어 관리

*룰 적용 위치는 다양합니다

-거래별 : 로그인, 선조회, 본거래, 정보수정

-매체별 : 공통,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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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N-FDS 솔루션의 룰은 UI를 통해서 직접 만들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룰, 적용위치, 정책을 조합하여 새로운 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5) 룰 및 패턴 관리 (2)

룰 수정

*룰 생성/수정시 UI를 통해서 직접 작성 가능

- 실제 룰

- 룰 적용 위치

- 룰 정책

*룰 수정 사항은 모두 [이력관리]가 됩니다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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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N-FDS 솔루션은 통합대시보드 외에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는 마이대시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6) 보고서관리 (1)

마이대시보드 관리 *원하는 챠트를 원하는 사이즈로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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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자주 사용하는 보고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화면 출력, 엑셀 출력이 가능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태시보드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6) 보고서관리 (2)

보고서관리

*등록된 보고서 목록
*보고서의 결과 출력

*원하는 차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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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보고서 관리의 데이터 출력을 위한 쿼리를 UI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6) 보고서관리 (3)

보고서관리 - 쿼리생성기

* 보고서의 쿼리를 직접 만드는 기능

> 아래는 실제 쿼리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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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사용자는 ‘차단’이 되어서 로그인 불가능해집니다. ‘차단’ 대상은 고객센터와 직접 통화를 해서 ‘차단해제’를 해야만 합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7)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등록 대상은 모

든것이 가능함.

*블랙리스트 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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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블랙리스트와 반대로 FDS 탐지에 제외가 되는 대상을 등록합니다. 영업장에서 대면으로 FDS 사용안하는 동의를 받으면 등록합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8) 예외대상관리

예외대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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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N-FDS 솔루션은 접근 사용자의 모든 행위 기록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일시, 접속사용자, 접속사용 IP, 접근메뉴, 행동(조회, 등록, 수정, 삭제), 부가설명 외 감사기록을 저장 – 금보연 FDS 가이드라인 준수사항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9) 접속사용자 로그관리

접속사용자로그관리 (감사로그)

*접속자 ID, IP

*사용한 메뉴

*행위 : CRUD

*부가설명 : 상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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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고객센터 상담원의 행위 로그를 관리합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10) 고객센터 상담원 행위 로그

고객센터 상담원 로그관리

*고객행복센터 직원의 행위 저장

: 처리유형 – 차단해제, 추가인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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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N-FDS 솔루션은 다년간의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3.7 FDS 관리자 WEB 기능 : 11) 다양한 메뉴

다양한 기능 메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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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 관리자 별 시스템 및 서비스 이용기록
(사건의 일시, 사건의 유형, 계정유형, 결과, 접근 IP 등)

•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접속 및 종료 기록
• 감사증적 데이터 별 유형의 분리, 생성 등의 관리 기능
• 감사증적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감사증적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 시스템에서 정한 횟수의 관리자 실패 인증 시도 탐지 및 차단
• 관리자 인증 실패, 성공에 대한 감사로그 생성 및 연동
• 관리자 인증 실패 후 추가 인증 기능
• 관리자 권한에 따른 계층별 인증기능 제공
• 관리자 인증정보 전송 시 암호화 기능 제공

인증처리 – SSO, 사용자, 그룹별 권한관리

• 부정거래 패턴 및 이용자 정보 등의 생성·변경·삭제 등의 관리 기능
• 송·수신 데이터의 암호화 기능
• 관리자 별 제한적 기능 제공
•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이용자 고유 식별 정보의 암호화

데이터 접근통제

3.8 보안 구현

N-FDS는 이상금융거래탐지 뿐만 아니라 N-FDS를 관리/사용하는 내부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히스토리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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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3.9 Compliance 준수 사항

금융보안원에서 제시하는 기술 가이드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FDS를 구축 합니다.

NO 항목 구분 세부내용 준수방안 Y/N 비고

1 사전 검토
이용자 매체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적법하게 수집된 이용자 매체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강구 되었는가?

통신구간암호화: AES-256
민감정보 저장시 암호화::SHA-256

Y

2

기능 고려사항

구성검토
정보 수집기능,분석 및 탐지,차단 기능,모니터
링 및 감사기능을 제공하는가?

1. 전문수집
2. 실시간 분석/탐지
3. 실시간 대응(차단/추가인증)
4. 웹기반 모니터링 및 감사로그 UI 제공

Y

3

상호연동

상기 4가지 기능(정보 수집기능, 분석 및 탐지, 
차단 기능,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이 상호 연
동 가능한가?

전문수진-실시간분석/탐지-실시간대응-
관제UI 4가지 모듈은 상호 연동되어서 동작

Y

4
상기 4가지 기능이 전자금융거래시스템에 개
입되어 연동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현재 운용중인 전자금융거래시스템에 FDS를
삽입하여 동기 방식 또는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구성

Y

5
이상금융거래시스템이 여러 이유로 불시 중단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가?

2가지 FDS Bypass 기능 제공
1. FDS Complete Disable
2. 전문을 빅데이터엔진에 저장만 하고

실시간 판단/추가인증기능은 사용하지 않음

Y

금융보안원 기술가이드 적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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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3.9 Compliance 준수 사항

금융보안원에서 제시하는 기술 가이드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FDS를 구축 합니다.

NO 항목 구분 세부내용 준수방안 Y/N 비고

6

정보수집 기능

이용자 매체환경정보
수집

지원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무엇인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텔레뱅킹/ATM 거래의
로그인 및 이체 관련 서비스

Y

7
이용자 매체 환경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금
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거래정보만으로 구성된 실시간탐지룰 적용
예) 1시간동안 300만원 이하 5회이상 이체 시
차단 또는 추가인증(SMS)

Y

8
유일성을 보장하는 수집 정보의 종류는 무엇
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처리되는가?

인터넷뱅킹: MAC주소 (ActiveX에서 수집)

스마트뱅킹: MAC주소 + IMEI + SIM

(결제 앱에서 수집)

Y

9

사고유형 정보 수집

국내외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동향정보가 제공
되는가?

통계정보 제공 Y

10
동향정보가 제공된다면 제공주기,제공형태,제
공방법,활용방법은 어떠한가?

각 분류 별 검색 가능하며, 그래프 이미지를
통한 시각화 제공
엑셀 및 파일 형태의 리포트 제공

Y

11
금융거래유형
정보 수집

금융회사 내부에 저장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는가?

내부거래정보 기반으로 통계형 프로파일 구성
후 실시간 탐지룰과 연계 구성 Y

12 기밀성

이용자 매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에 대한 보
안기능 또는 대응방안이 제공되는가?

1.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안 기술 적용
2. 별도의 수집 프로그램 배포시,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 적용 등

1. AES-256 방식 암호화 (KISA 권고 보안강도
준수)

2. 수집프로그램의 버전별 해시값을
서버측에서 검사하여 위.변조 탐지

Y

금융보안원 기술가이드 적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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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3.9 Compliance 준수 사항

금융보안원에서 제시하는 기술 가이드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FDS를 구축 합니다.

NO 항목 구분 세부내용 준수방안 Y/N 비고

13

분석 및 탐지
기능

실시간 분석기능 분석 및 탐지 기능이 실시간성을 지원하는가? 0.5초 내 분석/탐지/응답코드 전송 완료 Y

14 정보 유형 분석
다양한 유형의 수집 정보 유형을 분석하여 탐지
패턴을 생성하고, 탐지 오차를 줄이고자 지속적
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가?

1. NH은행의 경우 실시간탐지룰 작성 시 93개
필드 사용 (거래정보+네트워크정보+OS정
보+S/W 정보+H/W정보)

2. 오탐 감소방안
(1) 빅데이터 분석으로 단기간에 스코어급증 룰

선별 후 파라미터값 튜닝
(2) 콜센터 민원처리결과와 연계하여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킨 룰에 대한 일일 리포팅

Y

15
다양한 탐지모델의
제공

오용탐지모델과 이상탐지모델 기법이 서비스 유
형에 따라 개별 또는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

오용탐지모델 및 이상탐지모델의 개별 또는
복합 이용 가능

Y

16

대응 기능

추가 인증기술의 호환
다양한 인증 기술 및 장치에 대한 상호 호환기능
이 제공되는가?

프로젝트 기간 중 SSO 및 OTP 연계 Y

17 차단 기능 제공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거래는 계좌나 계정이 즉
시 차단되는가?

블랙리스트 사용자ID, MAC주소, IP주소, HDD 
S/N, 대포통장계좌 등을 등록 즉시 차단

Y

18 추가 패턴의 반영
추가 패턴을 적용할 경우 서비스 중지 없이 즉시
반영되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실시간 탐지엔진의 중지 없이 즉시적용 Y

19 통지 기능
이상금융거래로 확실시 되거나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전담팀(인원), 상담 요원 및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별도 고객센터 UI 제공 Y

20 의심패턴 공유
유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탐지패턴 및 사
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금보원 표준화 기준 방안에 맞춤 XML 정보 생성 Y

금융보안원 기술가이드 적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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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DS 구성

3.9 Compliance 준수 사항

금융보안원에서 제시하는 기술 가이드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FDS를 구축 합니다.

NO 항목 구분 세부내용 준수방안 Y/N 비고

22

보안 기능

데이터 접근통제

아래와 같은 보안기능에 제공되는가?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또는 패턴 생
성.변경.삭제 등의 관리 기능

- 서로 다른 관리자가 사전에 정한 패턴 및 데
이터의 무단 생성.변경.삭제 등의 권한 기능

- 비인가 행위를 유발하는 송.수신 데이터의
통제 기능

- 송.수신 데이터의 암호화 기능
- 관리자 인증세션의 제어 기능
- 관리자 별 제한적 기능 제공
- 기타 보안 기능

1. 실시간탐지룰 생성/변경/삭제 및 각종
시스템설정용 UI 제공

2.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별 권한 부여
가능

3. IP 필터링 제공, (정해진 장비에서만
접속가능 하도록 제한)

4. AES-256 암호화
5. 세션 유지 시간 지정
6. 관리자 포함 모든 사용자에게 세부

권한부여 가능

Y

23
비정상
데이터 유입 통제

시스템으로 비정상 데이터가 유입되는 경우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기능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가?

데이터 길이, 비정상 포맷의 데이터 필터링
(MAC주소, IP주소 이상 등)

Y

24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이용자의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특정필드 드롭(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드롭시킴)

Y

25 감사증적 데이터 생성

사후추적을 위해 감사 증적 데이터 생성 기능
을 지원하는가?

1. 관리자별 시스템 및 서비스 이용기록
2. 사건의 일시,유형,계정 유형, 결과
3. 시스템 및 서비스 등 접속 및 종료 기록
4. 감사증적 시간 기록의 시간동기화
5. 기타 보안을 위반한 행위의 기록
6. 기타 행위 기록

1~2. FDS의 모든 기능 또는 메뉴 접근 시
유형/접근시간/계정/결과에 대한 로그 기록
3. 로그인/로그아웃 로깅
4. 권한 외의 행위 기록

Y

금융보안원 기술가이드 적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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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축 사례

처리건수/일

800만 건 이상

가입 이용자 수

800만 명 이상

TPS

1,000 건 이상

• 운영 기준
- 6개월간 무사고(금보원 발표 내용)

• 1,000 TPS 이상, 응답속도 1 초 이내 성능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뱅킹 서비스 운영

도입 효과

• 서버 중단 없이 안정적 운영
- 실시간탐지서버 2중화 (4중화 클러스터링)

- 빅데이터서버 2중화 (3중화 클러스터링)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실시간탐지/대응 : 

농협 일일/월말/년말 Peak time 때도 1 초 이내 응답 (처
리속도 수십 ms)

• 탐지 처리량 :  

거래당 150여개의 속성을
일일 평균 800만개 이상 실시간 탐지/대응

초고속
실시간 응답속도

• 빅데이터 처리 속도와 처리량 : 

전문 원본과 탐지결과 전문을 일일 800 만개 이상 실시
간 인덱싱 저장

• 검색속도 : 

1초 이내 검색결과 출력 기능

대용량데이터
처리

• 서비스 기준 : 로그인, 조회, 이체거래 를 분리해서 각각
의 채널을 별개로 처리함. 

• 매체 기준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M사이
트/태블릿 별로 분리해서 처리함. 

• 탐지룰/정책 적용 : 각 매체 별로 이상거래 탐지패턴 룰
을 작용가능하고 탐지 이후 정책을 적용 가능

다양한
채널 대응

• 각 기능이 모듈화 되어 서로 영향 없이 고속처리 가능

• 실시간탐지서버와 빅데이터서버는 각각의 H/W가
완전히 분리됨. 서로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모듈화
아키텍처

4.1 NH농협은행 -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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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축 사례

4.1 NH농협은행 - 구축범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암호화 법규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요건을 반영하여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에 대한 Compliance를 준수 합니다.

N-FDS 실시간 탐지 영역 저장/분석/검색/모니터링 영역

디바이스
거래전문

실시간
응답코드

실시간

단말정보

채널 기간계

WAS/WEB

PC, 모바일
디바이스 정보

Agent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2014년 구축/2015년 기능고도화

수집서버

운영계

관제 UI 
& 고객센터

Coherence : 16 node
- Active

E/S 2 Node
- Active

1 3

4

5

6
2

텔레뱅킹

OEP : 2 node 
- Active

탐지서버

2016년 구축

Coherence : 16 node
- Active

OEP : 2 node 
- Active

탐지서버

2017년 구축

수집서버

E/S 2 Node
- Active

개발계

탐지솔루션

수집 솔루션

관리자WEB

※ 솔루션

OEP, Coherence 
: Oracle 사 솔루션

ElasticSearch
: 오픈소스 빅데이터 솔루션

※. 2014년 구축. 
2015년 고도화 진행 (ATM 및 채널 확대, Rule 및 패턴 고도화, 고객센터 고도화, UI 고도화)
2016년 고도화 진행 (탐지서버 고도화, 고객센터 기능 고도화)                                          
2017년 고도화 진행 (수집서버 고도화, 기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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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축 사례

처리건수/일

5만 건 이상

가입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TPS

500 건 이상

• 시스템 운영
- 3년간 서버 중단 없이 안정적 운영

• 사고탐지결과
- 구축이후 무사고

도입 효과

• 서버 중단 없이 안정적 운영
- 탐지서버 : 2중화 (4중화 클러스터링)
- 빅데이터서버 : 2중화 (4중화 클러스터링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실시간탐지/대응 : 1 초 이내 응답 (처리속도 수십 ms)

• 탐지 처리량 : 거래당 200여개의 속성을 일일 평균 5만
개 이상 실시간 탐지/대응

초고속
실시간 응답속도

• 빅데이터 처리 속도와 처리량 : 전문 원본과 탐지결과 일
일 5만개 이상 실시간 인덱싱 저장/검색

• 검색속도 : 수 백만 건 1초 이내 검색결과 출력

대용량데이터
처리

• 서비스 기준 : 로그인, 정보변경, 이체거래 를 분리해서
각각의 채널을 별개로 처리함. 

• 매체 기준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ATM

• 탐지룰/정책 적용 : 각 매체 별로 이상거래 탐지패턴 룰
을 w적용가능하고 탐지 이후 정책을 적용 가능

다양한
채널 대응

• 각 기능이 모듈화 되어 서로 영향 없이 고속처리 가능

• 오픈 소스를 이용한 라이트 버전 FDS 구축

모듈화
아키텍처

4.2 한국증권금융-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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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축 사례

4.2 한국증권금융 - 구축범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암호화 법규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요건을 반영하여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에 대한 Compliance를 준수 합니다.

실시간 탐지/분석 영역 저장/검색/모니터링 영역

실시간

거래정보
+

단말정보

실시간

응답코드

거래정보

단말정보

채널 기간계

WEB/WAS

수집서버탐지서버

운영계

관제 UI & 고객
센터

Redis

NEP

FDS Master

개발계 + 이관계

FDS Test
Data

실시간 암호화
실시간 압축/저장

탐지서버

Redis

NEP

관제 UI

수집서버
내부 복제

FDS Data1

FDS Master

FDS Data2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ATM

PC, 모바일
디바이스 정보

Agent

Redis

NEP
※ 솔루션
REDIS : MemoryDB 오픈 솔루션
NEP  : Esper 오픈 솔루션
ElasticSearch : 오픈소스 빅데이터 솔루션

※. 2015년 구축. 
2016년 고도화 진행 (FISS, 고객센터 고도화). 2017년 고도화 진행 (스마트뱅킹 매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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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누리어시스템은 고객의 효율과 안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SI/SM부터 Solution까지 모든 것을 컨설팅 해 드리며, 최적의 업무환경에 맞는 답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