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열람 기간(8.19.~8.24.) 주요 질의 응답
번호

질문

답변

1

"5년 이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품별 로드맵(업데이 o 계약 후 30일 이내 기술지원확약서 (5년 이상 로드맵
트, 패치) 제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시점에
지원 내용 포함) 제출(ECR-01-02)
서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양식은 - 제안안내서 42p 붙임6 양식 활용
어떤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o 검수 시 라이선스 증서 제출

2

ECR-03-01 "기존 소프트웨어의 재활용"의 "재활용
대상 소프트웨어는 신규 시스템의 기술기준 및 기능 요
금융자동화기기관리시스템(ATMS)가 클라우드로 이관이
건을 만족할 수 있는 최신 버전 제공" 문구에 따라 클
안된다면 서버 OS 혹은 버전이 변경 되는지요?
라우드 인프라에 설치 가능한 Linux OS에 적합한 버전
으로 제안 요청 드림

3

1) 과업지시서 4p의 HW 및 SW현황은 ‘20.6월 기준
As-is시스템 현황으로 To_be 아키텍처에 따라 변경
1) 제안요청서 4p HW 및 SW현황에 명시된 디스크 용
될 수 있음
량 전체가 백업 대상인가요 ?
따라서, 과업지시서에서 요청한 모든 업무시스템 구
2) 아니라면 대상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축 및 운영을 고려하여 백업용량 산정 필요
2) 통합사업자가 아키텍처 구성 후 필요 용량을 산정,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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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답변

4

VM 수량 및 Core수는 통합사업자의 제안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합사업자가 아키텍처 구성 후 수
량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To_be 아키텍처 구성(안) 기준의 VM 및
Core수량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어메탈 및 가상화 서버 환경에서 물리적인 통합스토
* 총 VM 수 : 1,171개, * 총 Core 수 : 7,617 Core
리지를 연결하려는 VM 수량과 그 VM에 할당할 총
* DB VM 수 : 414개, * DB Core 수 : 2,866 Core
Core 수 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DB 서버는 통합 스토리지 연결을 전제함
- 일부 AP, WEB, WAS 등에서 통합스토리지를 이용하여
파일을 공유할 수 있음
- 클라우드 특성상 서버의 이동이 발생하므로 모든
x86 서버는 물리적으로 SAN 스위치에 연결

5

사전인증 필수 제품인 경우 사전인증 확인 근거를 제안
CC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제안시점에 CC인증서가 유
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SER-01-10)
효한 제품만 제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CC인증 갱
* 제안서 포함 제출서류 : CC인증, 국제CC인증인 경우
신 중, 신규 신청 중 등 CC인증 발급 예정 제품도 제
보안기능확인서 포함, 보안기능확인서(발급신청 중인
안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경우 신청증명자료로 대체가능)

6

현재 체결되어 있는
요청드립니다.

데이터 공급 일괄계약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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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MMW계좌기본명세, MMTMMW계좌명세,
MMTMMWABCP기초자산내역, MMTMMW신용연계준거자산,
MMTMMWPFABCP신용보강, 기업정보, 기업재무정보,

번호

질문

답변
산업별EDF정보, 등급별ERR정보, ERR매핑정보,
기업별EDF이력, 영업일정보, 채권발행정보,
채권수익률단가, FRN기초정보, 기준금리정보,
Hull_White모형상관계수, Hull_White모형파라메타값,
신용등급정보, 채권커브정보, 채권분류코드정보,
채권옵션정보, 주가정보, ELW정보, 통합지수정보,
국내주식지수정보, 환율정보, 장내파생상품정보,
국채선물기준채권, 휴일정보, ELS정보,
ELS조기상환정보, ELS기초자산정보, CBBWEB옵션정보,
펀드기본정보, 펀드자산명세, 펀드거래내역,
협회수익증권 기준가정보, ABCP 기초자산(예금),
ABCP 준거자산(예금), 매칭계좌기본(예금),
매칭계좌명세(예금), 부동산PF ABCP(예금),
ABCP 기초자산(보험), ABCP 준거자산(보험),
매칭계좌기본(보험), 매칭계좌명세(보험),
부동산PF ABCP(보험), NICE사 구조화 정보(보험),
KAP사 구조화 정보(보험),
KAP/NICE사 구조화 정보(예금), KAP/NICE사 SWAP정보

7

금융 니즈별 해당 콘텐츠(영상/이미지 등) 제공에서 영 본 과업지시서 요청사항은 모두 수주사 과업범위로 영
상 콘텐츠 제작은 수행사가 해야하는가?
상콘텐츠 제작도 수행사 제작 범위 입니다

8

잔돈 펀드투자 서비스 기능 구현에 대한 좀더 구체적 잔돈펀드투자서비스는 소액투자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
인 요구사항은?
(20.6월)중이며, 펀드에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돈 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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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답변
체국체크카드 캐시백을 펀드로 자동매수하는 서비스

9

ATM 암복호화, 금융자동화기기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
드 시 ATM 기기에 설치되는 클라이언트 모듈에 대한
배포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운영중인 ATM 기기로의
SW 배포 환경은 운영부서에 지원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0

보안장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기술기준"에
"모든 서버의 전원은 이중화 구성"요건이 있는데, 보안
의거하여 전원이중화가 필수사항이므로 기준에 적합한
Appliance장비도 전원이중화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장비로 제안요청함

11

[DAR-DH-02 고객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공공데이터 제공 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포함 시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비 식별화 변환 후 공공 데이터 변환 후 제공" 내용이 통해 우체국금융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
있는데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업무 하며, 현재 내부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하여 제공하는 업
가 있는지요? 공공데이터 제공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 무는 없음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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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범위에 금융자동화기기 배포관리서버 구축도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본사업에서 배포관리서버 구축 후 클라이언트
모듈을 배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