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H Corporation    

 

PHH Corporation은 Oracle Exalogic Elastic Cloud와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으로 shared service
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완성하였다.

Oracle Exalogic Elastic Cloud는 세계 최초로 설계된 

Engineered System으로서, 부서급 소규모 애플리케이

션에서부터 ERP와 같은 대규모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에 적용대상으로 하는 Private cloud computing을 구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플랫폼이다. 2010
년 9월 Oracle OpenWorld에서 출시된 Oracle Exalogic 

Elastic Cloud는 최근 데이터 센터의 전략적 진화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미들웨어 전용 machine으로 하나

의 축을 이루게 된다.

PHH Corporation은 Oracle Exalogic으로 자사의 IT
전략을 수정·보완하려는 여러 고객사중의 하나였다. 

PHH Corp는 미국 New Jersey, Mount Laurel에 있는 

금융회사로서 PHH Mortgage와 PHH Arval 두 자회사

를 거느리고 있다. PHH Mortgage는 미국 전역에 걸쳐 

금융회사, 부동산회사, 일반기업과 정부 agency등을 대

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PHH Arval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업과 정부 agency
를 대상으로 fleet management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

이다.

PHH의 자회사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확장과 그 목적

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의 확장을 독립적으로 진행하

여 IT인프라가 서로 단절되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PHH의 platform technologies부서의 VP인 Chris 

Brewer에 의하면 PHH의 인프라는 여러 개의 완전히 

다른 기술 stack을 가진 platform은 여러가지 기술 전략

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주었다고 한다. 사업부서와 자

회사들은 인수합병 등으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비즈

니스의 요구사항과 복잡한 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는 

복잡해지고 통합이 어려운 Silo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었다.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로 단절되며 복잡한 시

스템들을 기술적으로 단순화, 통합 consolidation하

기 위하여 PHH는 Common Technology Platform 

(공통기술플랫폼)이라고 불리는 Shared service환경

(Oracle Exalogic Elastic Cloud  half rack과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half rack으로 구성)을 구

축했는데 Data warehousing환경과 online transaction 

processing(OLTP) applications 모두를 지원하는 shared 

service환경은 성능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다.

Brewer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데이터베이스나 인프라구성요소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하나의 장소에 배열하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구성이

나 하드웨어들을 배열 배치하는 작업을 엄청나게 단순

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consolidate된 Oracle platform
은 표준을 근간으로 하는 구현전략을 실현하며 상이한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확장성과 성능향상의 근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을 처음부터 

consolidation 용이하게 디자인된 system인 Oracle 

Exalogic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Oracle Fusion 

Middleware 사업부서의 VP인 Adam Messinger
는 “Oracle Exalogic Elastic Cloud는 기업용 자바

와 Oracle Fusion Middleware 그리고 Oracle Fusion 

Applications 등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third-party 

custom applications도 지원한다.”고 말한다.

또한 Oracle Exalogic의 시스템 구성은 Compute-

intensive한 작업을 위해서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특

별히 제작된 Oracle Exalogic engineered systems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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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Exalogic

 해외 성공 사례 분석

PHH Corporation은 Oracle Exalogic Elastic Cloud와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으로

 shared service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완성하였다.

Cover STory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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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rategic Roadmap

비즈니스 
아키텍쳐

비즈니스 / iT 전략
부서단위의 최적화된 솔
루션 도입.  LOB요구사항
에 따라 수정 허용.

미래비즈니스전략을 지원
하는 일괄적인 플랫폼음 
수립.Shared services요
소 인식 . Governance 토
대 수립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단
순화 표준화, SaaS 와 
On-Premise apps,환경
으로의 이전

가능하면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중앙화 할 것 

비즈니스 운영모델/ 
EA 성숙도

다양화 / 비즈니스 Silo 다양화 / 표준 기술
조절됨 / 핵심기술의 최
적화

조절됨 / Shared 
Services

비즈니스 목표

전술적 목표 달성 / 상위
레벨의 전략달성 (주주 
투자자에 대한  ROi ,위험
관리 등)

재정적 목표 향상  인프라
에 투자

KPi를 제공 하기 위한 인사
이트 향상을 위한 BI능력 
향상, 빠르게 변화하는 상
황에 적응하는 능력 배양

복장성과 비용 최소화 변
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Agile 기업환경 구축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쳐

아키텍쳐 전략

전술적 필요에 의한  애플
리케이션 선택. BU필요
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수정 및 최적화 

일괄적인 애플리케이션 
플렛폼으로의 이전을 위
한 계획 수립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상
의 표준화 메인플레임상
의 애플리케이션 다운사
이징.

Shared services 플렛폼 
수립

인포메이션 
아키텍쳐

아키텍쳐 전략

BU 필요에따른  데이타 
유지.  상황에 따라서 재
무 데이타를 회사 차원으
로 이전  레포팅 기능은 
가능하면 분산

Canonical Data model
을 위한서 Oracle 
Financial EBOs 를 활용 
SOA & MDM  통합 전략 
채택

implement 재무적 Star 
Schemas구현,OBiEE가 
제공하는 표준 레포팅 툴 
활용

지속적인 SOA통합 전략 
MDM 전략을 활용

기술 
아키텍쳐

아키텍쳐 전략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타 접근을 위해서 플
렛폼을 최적화 할것 

DB 앱서버 미들웨어 
Bi대상으로 Oracle 
Technology Platform 적
용

오라클 Stack상의 apps 
platform 최적화작업/ 
OBiEE 사용 강화

Shared Services 모
델 구축 / Oracle 
technologies 제품상에 
최적화

현재 상태
일괄적인 
플렛폼

일괄적인 
애플리케이션 

One PHH

NOW Phase 1 Phase 2 Target

Strategic Roadmap
Path to Coordinated Operating  /  Shared Services Model

저자 -  David Baum     감수 및 번역 -  강재준 컨설턴트,OFM Principal Sales ( jaejoon.kang@oracle.com )



로젝트가 완료되면 Oracle Exalogic 시스템은 PHH가 

소유하고 있는 Oracle Fusion Middleware stack전부, 

즉 Oracle WebLogic Server, Oracle SOA Suite, Oracle 

Coherence, Oracl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Orac le  Appl ica t ion Integra t ion Archi tec ture 

Foundation Packs, Oracle Tuxedo, Oracle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Suite, Oracle WebCenter, Oracle 

Data Integration Suite 등을 hosting하게 된다. 또한 

Oracle Essbase database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

하기 위한 OLAP analytics를 Exalogic상에서 실행할 계

획을 가지고 있으며 Hyperion의 시장예측 및 계획 기

능의 애플리케이션도 이 Exalogic환경으로 이전할 계획

이다.

추가적으로 PHH는 현재 사이베이스와 IBM DB2에 

있는 데이터들을 Exadata시스템의 Oracle Database 

11g로 마이그래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나

의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consolidation하게 되면 운영 

효율이 증가 하며 레포팅과 같은 단순한 업무에서부터 

수요 예측과 같은 분석 분야와 기능적인 분야에서 더

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PHH는 두 사업부서에서 축적된 고객관련 데이터를 

서로 상호 분석하여 추가적인 영업기회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비록 Oracle Exalogic Elastic Cloud의 구현상황이 초

기 단계이긴 하지만, Brewer씨는  Exalogic이 여러 형태

의 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여 thin 

client지원, 모바일 디바이스 지원 web portal등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PHH의 고객대상 서비스를 향상시켜 

줄 것이라 믿고 있다.

예를 들어 PHH Mortgage고객을 대상으로 회사에서는 

기존 대출에 대한 일일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추가 대출

심사와 승인프로세스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다. Brewer의 팀은 현재 오라클 WebCenter를 활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스

마트폰이나 테블렛을 사용하여 자신의 대출에 대한 상

황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관련 전문가들이 비즈니스

시간 이후에도 고객들과 접촉이 가능해 져서 정보들이 

어디에서든지 접속 가능하게 되어 비즈니스의 유연성

이 높아지게 된다.

PHH Arval 고객들에게는 차량 유지보수에 관련된 관

리예측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애플리케이

션이 개발되면 서비스 예정일을 미리 예측하여 자동으

로 고객에게 이 메일로 통보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된

다. 또한 고객들은 오라클 WebCenter의 실시간 협업

기능을 활용하여 instant messaging이나 mobile device 

web browser 등으로 소통의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 전략중의 하나가 양 사업부

서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통합해서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도 공통의 사용자 경험

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Brewer씨는 

Exalogic과 오라클 미들웨어제품을 활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미들웨어 상의 기능들을 표준화하여 하나의 환

경으로 쉽게 통합되게 해줘서 레포팅기능, ad hoc 레포

팅 기능, scorecards 등과 기타 여러가지 기능 구현하는

데 공통되고 일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준다.

++Snapshot

Fleet management and mortgage services 

Employees:5,000

US$2.4billion

Oracle products and services:

Oracle Exalogic Elastic Cloud,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Oracle WebLogic Server,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Oracle SOA  

Suite, Oracle Coherence, Oracl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Oracle Application 

Integration Architecture Foundation Packs, 

Oracle Tuxedo, Oracle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Suite, Oracle WebCenter, Oracle 

Data Integration Suite, Oracle Essbase, Oracle 

Hyperion forecasting and planning applications, 

Oracle Insight, Oracle Consulting Enterprise 

Architecture Services,  Oracle Advanced 

Customer Services startup services 
 

Extreme Startup

빠르게 Oracle Exalogic solution을 도입하기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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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상태에서 교환이 가능한 compute 노드를 지원하

며 클러스터링된 고성능의 디스크 스토리지 저장시스

템 과 내부 구성요서들이나 외부적으로 연결된 Oracle 

Exalogic이나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들을 서

로 연결 시켜주는 InfiniBand 스위칭 fabric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서로 연

결되어 제작된다.

Oracle Exadata와 마찬가지로 Oracle Exalogic은 인더

스트리 표준 규격인 서버와 스토리지 building block
으로 구성된다. 또한 Oracle software 기술 요소들은 

Oracle Exalogic 근간의 애플리케이션들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 그리드 기술을 적용할 경

우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인스턴스들이 동적으

로 할당된 리소스 풀을 사용가능하게 한다.

과거 오라클 고객들은 애플리케이션 그리드와 데이터

베이스 그리드를 각자 스스로 조립 구성해야 했다. 지

금은 Oracle Exalogic과 Oracle Exadata 시스템을 사용

하면 오라클이 사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설치 통합

하여 테스트까지 공장에서 완료 후 제공한다. 

고객들은 초기 구입 시 Quarter Rack으로 시작하여 용

이하게 Half rack 또는 Full rack으로 증설할 수 있다. 

Oracle Exadata와 같이 구성하여 함께 scale up하는 것

도 가능하다. 이렇게 확장 가능한 아키택쳐는 수평적 

확장성을 제공하여 차후 확장을 위한 구매, 구성, 테스

트,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사이클로 가는 단계를 간략

하게 하여 단순화해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오라클에서 제공하니 시

스템오류나 장애발생 원인규명을 단순화 할 수 있다. 

오라클 컨설팅 사업부의 Enterprise Architecture팀

은 2010년 2월에 PHH가 회사 차세대의 roadmap인 

Common Technology Platform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오라클 인력들은 PHH를 도와 참조 아키택쳐를 개

발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 참조 아키택쳐는 향후에 

PHH가 원하는 Common Technology Platform을 구축

하기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되었다. PHH의 기업 아

키택쳐 담당이사 및 상임 Architect인 Nathan Smith는 

“오라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의 비지니스적 

요구 사항과 기술적 당면과제들을 이해하는데 집중하

였으며 마침내 우리를 도와 IT의 전반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roadmap을 개발하였다.”고 

말했다.

오라클 컨설팅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아키택 개발 프

로그램, 오라클 Advanced 고객프로그램, 오라클 인사

이트 프로그램 등은 우리가 이번 차세대 사업이 실현되

기 위한 사업정당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웠다. 우리

가 기존에 어떤 기술기반에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참조 

아키택쳐 상에서 어떻게 재구현할지에 대한 많은 아이

디어를 주었다. 

이러한 참조 아키택쳐는 지금 각각의 비즈니스솔루션

을 개발하는 청사진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애

플리케이션이 필요할 때에 패키지로 구현할지 아니면 

새로 다시 개발할지 등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가늠자 역

할을 하고 있다. Smith씨에 따르면 PHH는 최적의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벤더로부터 다양한 종

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은 복잡하고 통합하기 어려운 과거의 기술적 

아키택쳐로 발전되어 나갔다.

PHH는 비즈니스의 필요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제품

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러한 우리의 목표는 각각의 제

품 도입 후 서로 통합되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다. Common Technology 

Platform이라는 우리의 비젼을 세웠을 때 그 비젼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근간기술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벤

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각각의 다른 벤더로부

터 구성요소들을 소싱하여 수작업으로 조립하기보다 

PHH는 Oracle Exalogic과 Oracle Exadata 그리고 오라

클의 다른 기술제품을 사용하여 표준화하기로 결정하

였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다른 벤더로부터 구축하는 

예전의 방식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극복해하 하는데 

특히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경우 많은 벤더들이 각자 자

기 제품에 발생하는 오류 등을 인정하지 않고 타 회사

의 제품을 지적하는 등의 지연사유와 같은 리스크를 최

소화 할 수 있어 그렇게 결정하였다. 오라클은 다양한 

IT 분야에서 업계를 선두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라클과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인 변화였다.

PHH는 Oracle Exalogic와 Oracle Exadata를 2011년 

4월에 도입했으며 현재 Shared service환경을 구축하

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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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라클 Flexcube 상에서 온라인 거래서비스의 제

한적 사용. ATM 기기를 온라인 거래서비스로써 사

용하는데 대한 서비스보장과 같은 칠레 정부의 규제 

사항.

●  기존의 인프라는 새로운 인터넷 뱅킹 애플리케이션

이 요구하는 성능관련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안정적이면서 

scale되는 플랫폼이 필요했다.

 

솔루션

●  Exalogic을 활용하여 모든 OSB서비스를 통합하고 

WLS상에 인터넷 뱅킹 Java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

도록 통합.

●  Flexcube상에서 Tuxedo가 ATM거래서비스의 

frontend가 되도록 함

Xian Software Park 

 

 

●  중국의 상위 50위 안에 드는 IT아웃 소싱 회사 – 기

업의 rich media와 PHP/Java 웹 솔루션, 기업 모바

일 솔루션 (iphone,android) 등을 제공

Challenges/Opportunities

●  Xian Software Park의 e-Learning 시스템은 동시 접

속자 100,000 ~ 1,000,000명을 지원해야 함 

 솔루션

●  Exalogic은 Xian software park의 e-Learning system
에 사용되어 동시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주며 

여분의 리소스들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사

용되어 다른 hands-on training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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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Exalogic Start-Up Pack 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란

다. 이 서비스는 Oracle Exalogic 기술에 투자하여 최대

한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문가 서비스이

다. Oracle Exalogic Start-Up Pack은 오라클 consulting
팀과 Oracle Advanced Customer service팀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Oracle Exalogic Start-Up Advisory Service
● Oracle Exalogic Production Support Readiness
● Oracle Exalogic Installation Service
● Oracle Exalogic Configuration Service
● Oracle Exalogic Quarterly Patch Deployment Service 

 

Supporting Quotes

PHH의 CIO인 Jeff Bell씨는 IT 인프라의 전반적인 표

준화와 단순화를 위하여 오라클의 Exalogic과 Exadata
를 선택하였으며 이 선택은 인프라의 중앙관리를 가능

하게 하며 가용 리소에 여유를 주게 하고 비정형 데이

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스토리지 증가를 조절

하게 하였다. 오라클의 기술과 전문가들은 Common 

Technology Platform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

며 Mortgage와 Fleet 업계에서 PHH를 차별화하여 업

계선두를 유지하게 하였다. 

  

NII Holdings INC 

 ●  남미에 있는 통합 모바일 통신 솔루션 제공 업체, 

Fortune 500
● 2010년 말 현재 가입자 9백만 명 공용인 13,000 명

Challenges/Opportunities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인한 통합 지주회사에서 

3G 설치 및 운영 조직의 회사로 변환과정 중 글로벌 

대상의 CRM, BI/DW, and Web Portal과 같은 프로

젝트와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필요성 대두 

●  Exadata 및 Exalogic을 활용한 Private cloud를 만들

려는 사내 비젼 –서버, 스토리지, DB 및 미들웨어

가 상호 통합된 환경 

●  일차적인 Primary benefits: 비용절감, 리스크 감소, 

신속한 신 서비스개시, 상이한 시장에  시너지 작용.

도입 솔루션

●  NII의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FMW를 consolidation
하기 위해 Exalogic 도입:

● Oracle Apps (Siebel, EBS, Hyperion)
● Entire Fusion Middleware portfolio
● Custom Java Applications
● Any Linux 5 or Solaris 11 application 
●  DW/BI, OLTP, Unstructured Data를 consolidation

하기 위해 Exadata 도입

 

Banco de Chile 

● 칠레의 선두 은행 

●  2010년 말 현재 고객 수 630,000 명, 400 branches, 

2,000 ATMs, 고용인 14,000 명.

Challenges/Opportunities

●  은행은 자본금 10% 확충으로 인한 3년간 비즈니스 

확장 계획이 있었다. – 대 개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확대 하는 선상에서 고객대상 서비스 품질의 향상 

목적.

●  내부 인하우스에서 개발된 시스템상의 레가시 서비

스들을 오라클 Flexcube Core banking환경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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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racle Busines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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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logic node capacity is able to process all transaction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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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less than one Exalogic node capacity it is possible to 
process all the required transaction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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