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포트폴리오에 적용되어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컴

퓨팅기술 혹은 새로운 SW들이 생겨나서 IT구조가 새

로운 방식으로 변모되더라도, “SW와 HW의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모델은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사이징하는 방식”으로 빠른성능, 안정성, 그리고 적은 

TCO로 구성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비즈니스

와 기술의 변화 앞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적”의 방

법들을 연구하고 공유한다면, 풀기 어려운 미래는 없을 

것이다.

1)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부문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E-Business Suite 

(ERP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Siebel CRM (CRM솔

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PeopleSoft Human 

Capital Management (HCM 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JD Edwards Enterprise 

One (중소형 ERP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Agile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솔루션)

 

2) 미들웨어 부문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WebLogic Suite 

(WAS 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WebCenter Suite 

(포털 및 엔터프라이즈 2.0 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Lifecycle Content 

Management (문서관리솔루션)

 

3) 데이터베이스 및 백업 부문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Database (DB 

솔루션)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Oracle Secure Backup 

(DB백업 솔루션)

 

4) 클라우드 부문

Oracle Optimized Solution for Enterprise Cloud 

Infrastructure (클라우드 솔루션)

 

상세소개 및 기술자료는 http://www.oracle.com/us/

solutions/optimized-solutions-171609.html 사이트에

서 확인할 수 있다.

 

Oracle Optimized Solution의 가치와 미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제품들에서 SW와 HW의 

유기적인 결합이 시작되었고, “최적화 솔루션”은 비즈

니스에서 요구하는 신속성, 안정성, 단순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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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A

최근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현재까지 내가 사용한 무료 통화량은 얼마일까?

- 하루종일 튜닝한 이 Query를 운영시스템처럼 실제 데

이터가 있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까?

- 지난주에 운영시스템에서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운영 중인 Server 또는 Database를 Upgrade해야 하는

데 최소의 Down-Time으로 작업이 가능할까?

- DR(Disaster Recovery) 환경에 있는 Database를 이용

하여 Reporting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 BI(Business Intelligence)을 위해서 실시간 ODS을 구

축할 수 있을까? 또한 Application 수정 없이 Historical 

한 데이터를 ODS에 구축할 수 있을까?

답변

많은 IT 및 현업부서 담당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

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회사 내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또는 이용하려고 하

는 데이터들은 상상 그 이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

문이다.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십개의 Database들과 File들 

그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실

시간이라는 단어가 붙은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다.

앞으로도 현업부서 담당자들은 실시간 서비스를 계속

해서 IT 부서에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럴수록 운영시스템

의 부하 증가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어느 전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만들어진 

데이터가 1,200 엑사바이트(EB) 가량이나 되었고 전년

대비 40% 정도의 Transaction이 증가하였고 16% 정도

의 Record 데이터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종합해보면 [그림 1]과 같이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연동

이 더욱 활발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는 계속해서 단

편화되고 있고 정확성은 물론 신선도 또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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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Data integration Business Problem

Fragmented, Inaccurate, Stale Data

High Cost of Integration, Operational Impact

Data Explosion , Increased batch windows, Poor 
performing ETL

Uptime of Distributed, Replicated Systems



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

합할 수 있다는 OGG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인 유연

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OGG Architecture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래의 [그

림 3]과 같이 OGG는 Commit된 데이터만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림 3] 왼쪽의 그림처럼 현재 Database에는 방금 전

에 끝난 Transaction(녹색-TX2과 파란색-TX3)들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Transaction(노란색-TX1과 빨간

색-TX4)들도 있다. 

이때 OGG는 종료된 Transaction 중에서 Commit된 

Transaction에 대해서만 Trail 파일로 저장을 한다.

물론 변경 데이터의 추출을 담당하는 Extract Process에 

설정되어 있는 Table Owner와 Name에 맞는 대상에 대

해서만 Trail 파일에 저장을 한다.

Rollback 되는 Transaction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Commit된 Transaction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

며 진행 중인 Transaction에 대해서는 Extract Process가 

관리하는 메모리(대용량 Transaction 일 경우 임시파일)

에 임시 저장한다.

Source 시스템에 저장된 Trail 파일의 내용이 Target 시

스템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결국 Target 시스템에서 적

용되는 모든 변경 데이터는 Commit된 데이터가 되

고 이런 Mechanism을 이용함으로써 장애발생 시 데

이터의 유실이 없고 쉽게 장애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Commit 된 데이터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

소(CPU, Memory, I/O, Network 등)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Target 시스템의 Database 에서는 Source 시스

템의 Database 에서 발생된 Lock 의 위험이 전혀 없으

며  Source 시스템의 Database 에서 사용되었던 Session 

개수보다 아주 적은량으로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Target 시스템에 변경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Source 시스템에 유입된 Transaction 단위로 Commit을 

처리하지만 업무 특성에 맞게 가상으로 Transaction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즉 1건 단위로 Commit되는 Transaction을 100건 단

위로 Transaction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거나 1만 건 

단위로 Commit되는 Transaction을 1,000건 단위로 

Transaction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데이터 복제 처리 성능을 높이거나 Source 

시스템과 Target 시스템의 시스템 Resource나 DB 설정

의 차이(예를 들어서 Undo size의 차이)에 따른 기능 중

에 하나다.

혹시나 OGG는 Commit 기준의 데이터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특정 Transaction이 아주 긴 시간동안 Commit 

또는 Rollback이 되지 않고 DB Connection이 유지되어 

있을 때 OGG 의 Extract Process가 재기동된다면 어떻

게 될까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재기동 시점의 Redo/Archive Log 파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파일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님 아직 Commit 또는 

Rollback 되지 않은 Transaction이 시작한 시점에 맞는 

Redo/Archive Log 파일부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후자라면 당연히 해당 시점의 Redo/Archive Log 파일

은 일반적으로 Source 시스템의 특정 File System이 아

닌 Backup Media (Tape 등)에 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OGG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BR(Bounded Recovery) 기능으로 해결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시간마다 변경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것으로 Recovery하기 때문에 재기동 시점

에서 가장 최근 BR한 데이터의 시점(기본으로 최대 4시

간 전)에 맞는 Log 파일부터 필요한 것이다.

단순하다. 

Extract라는 OGG Process는 Source 시스템의 Database 

Redo/Archive Log 파일에서 변경 데이터를 추출하여 

Trail이라는 OGG의 전용 바이너리 파일에 기록을 하고 

Pump라는 OGG Process는 Extract가 생성한 Trail 파일

을 Target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Target 시스템으로 전송

된 Trail 파일을 Target 시스템의 Database에 적용하는 

Replicat라는 Process 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OGG Architecture을 조금만 응용하게 되면 쉽게 

양방향 데이터 복제는 물론이고 1:N 이나 N:1과 같은 

다양한 Topology 구성이 가능하다.

즉 Source Database의 변경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OGG의 Trail 파일을 2개의 Pump Process(Target1 시스

템으로 전송하는 Pump Process 와 Target2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Pump Process)가 처리한다면 바로 1:2의 모델

이 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Extract Process는 Database의 Redo/Archive 

Log 파일을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이 한번만 읽기 때문에 

Source 시스템에 추가 부하는 거의 없으며 2개의 Pump 

Process로부터 한 개의 Target 시스템으로 2개의 Trail 

파일이 전송된 후 2개의 Replicat Process 가 Target 시스

템의 Database 에 적용하게 되면 바로 2:1의 모델이 되

는 것이다.

이처럼 OGG를 이용하여 1:1 을 기본 모델로 1:N 또는 

N:1 및 1:1:N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Extract
와 Pump, 그리고 Replicat Process을 어디에 어떻게 구

반면 Data Integration 비용과 운영 Impact 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ETL 처리 데이터양은 하늘을 찌를 듯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

까? 물론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Gold bullet은 없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Data를 Share 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데이

터만을 실시간 복제(Real-Time Replication)함으로써 

Data Integration 하는 방법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처음 제기했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실

시간 복제 솔루션인 Oracle의 GoldenGate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

아보도록 하겠다.

2. Oracle GoldenGate 소개

우선 Oracle GoldenGate(이하 OGG)에 대해서 알아보

도록 하자.

OGG는 Source 시스템의 Database(Oracle, DB2, MS-

SQL, Sybase ASE, MySQL 등) Redo/Archive Log 파일에 

직접 접근하여 변경된 데이터만 추출하여 Target 시스템

의 Database에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CDC(Change Data 

Capture) 솔루션으로서 데이터의 정합성은 물론 최고의 

처리속도와 유연한 구성이 가능한 업계 최고의 제품이다.

2년 전(2009년) GoldenGate사의 ER이라는 제품이 

Oracle에 인수되면서 GoldenGate라는 제품명이 되었다.

OGG는 11g가 출시되면서 완벽하게 Oracle제품으로 

Completed 되었고 11g Release 1 Patch Set 1 (11.1.1.1)
이 출시되면서 Oracle Database의 커널레벨의 암호화

(Transparent Data Encryption와 Tablespace Encryption)
기능과 Exadata Machine에서의 HCC(Hybrid Columnar 

Compression)을 지원하게 되었다.

올해 말 Release되는 버전에서는 Oracle Database의 

Table (Partition) Compression, Advanced (OLTP) 

Compression 기능까지도 지원될 예정이다.

OGG의 Architecture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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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racle GoldenGat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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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복수의 Target 에 데이터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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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을 보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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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racle GoldenGate Checkpoint Mechanism

All components save positions to a checkpoint file so they can recover in case of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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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GG를 이용하여 Source 시스템의 변경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 8]과 같이 이기종 DBMS와의 동기화는 

물론,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ETL이나 사용자 애

플리케이션과의 연계, JMS, File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OGG 의 Architecture의 유연성과 확

장성을 기반으로 한다.

3. 활용방안

OGG의 활용하여 ROI을 증진시키고 TCO을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3.1 Real Time Data Integration 및 Query Offloading을 위한 활

용

OGG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안이 바로 Real 

Time Data Integration이다.

Source 시스템의 변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Report 시

스템에 실시간 반영함으로써 Source 시스템의 부하

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안과 DW(Data Warehouse),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또는 

BI(Business Intelligence) 구축을 위하여 Source 시스템

의 변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아래의 [그림 10]은 실시간 BI 구축을 위한 

Oracle 제품 스텍이다.

Report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항공사의 조회시스

템처럼 90%이상이 조회 업무이고 조회로 인한 부하가 

Source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 보다 효

율적이다. 

항공사의 조회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서

비스들이 조회업무로 인하여 Source 시스템에 적지 않

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통화량 조회업무 외에도 과금 조회, 포

인트 조회, 항공/기차/버스 시간 조회 등 실시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회 업무 그리고 Source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조회업무에 대해서 많은 활용이 가능하다.

은 Taril 파일 기준으로 분당 200MB, 레코드 기준으로 

초당 약 2,000건을 처리한다.

업무특성에 따라서 SQL을 묶어서 처리하는 BATCHSQL 

옵션을 사용할 경우 대량 INSERT와 UPDATE의 경우 

약 3배~4배의 성능향상이 가능하다.

3) OGG 11.1.1.1 의 성능 향상 (OGG 11.1.1과 비교하여)

: 추출 면에서 약 10~20% 성능향상 되었고 반영 면에

서 Asynchronous Commit 기능을 통하여 성능향상 되

었다.

OGG는 단방향을 기본으로 양방향 데이터 동기화를 지

원한다.

또한 변경 데이터의 필터링 및 단순 변환 그리고 Table 

또는 Column 단위의 1:N 또는 N:1이 가능하며  Source
와 Target 시스템간의 Schema가 상이하더라도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변경 데이터를 기존에 개발된 Business 로직(예를 

들어 후처리를 위한 Deferred 업무)과 연동이 가능하다.

요즘 이슈 중에 하나인 Security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Oracle Database 안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TDE 기능

으로 Encryption 되어 있을 경우 OGG는 TDE을 지원

하기 때문에 Table에서 해당 데이터를 Select 하지 않고 

기존 추출 방식과 동일하게 Redo/Archive Log 파일에

서 Oracle Database의 변경 데이터를 추출한다.

또한 추출된 데이터는 Encrypt하여 Trail 파일에 저

장되고 Target으로 전송될 때도 데이터를 Encrypt하

며 Target에서는 Encrypt 되어 저장된 Trail 파일을 

Decrypt하여 처리한다.

OGG의 특장점은 아래의 [그림 4]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첫 번째 특장점인 OGG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1) 추출성능 (OGG 11.1.1 기준) 

: 하나의 추출(Extract) Process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은 Redo/Archive Log 파일 기준으로 분당 1.2GB, 레코

드 기준으로 초당 약 4만 건을 처리한다.

물론 여러 개의 추출 Process을 기동할 경우 최대 1.2 

GB * N 의 추출속도가 가능하다. 또한 추출 대상 데이

터가 없는 경우 Redo/Archive Log 파일 기준으로 분당 

3.4GB의 량을 처리한다.

2) 반영성능 (OGG 11.1.1 기준) 

: 하나의 반영(Replicat) Process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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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racle GoldenGate 특장점

로그 기반의 추출을 기반으로 초당 수천 트랜잭션을 
초 단위 이하의 지연 내에서 처리

Not Coding, Only Configuration

오픈 환경의 모듈 단위의 구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실시간 데이터 통합 요건 만족

데이터 손실 없는 강력한 장애 대응력

단순하고 유연한 구성으로 짧은 구성 시간 Oracle 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지원

양방향 동기화, 데이터 변환, 데이터 Join, Business 
Logic Add-On 기능 등 다양한 기능 제공 

성능

확장성 및 유연성 

신뢰성 

손쉬운 구성 및 연결

다양한 기능

<그림 5>  Oracle GoldenGate 기능 - 변경 데이터 Filtering

Mapping 유형 Mapping 설정

대상 유저 제외 • TRANLOGOPTIONS EXCLUDEUSER APPS_TEMP

대상 테이블 선택
• TABLE user01.*; 
• TABLE user02.table01;

대상 테이블 제외
• TABLE user01.*; 
• TABLEEXCLUDE user01.table01_TEMP;

특정 컬럼만 선택 • TABLE user01.table01, COLMAP (col1, col2);

특정 컬럼만 제외 • TABLE user01.table01, COLEXCLUDE (col3, col4);

특정 row 선택 • TABLE user01.table01, WHERE( (col1 = 100) and (@STREXT(col2, 1,4) > “2008”);

특정 row 제외 • TABLE user01.table01, IF (col1 <> 100);

<그림 9>  Oracle GoldenGate 활용방안

•  Live Reporting  
소스 DB의 성능 저하 없는 트
랜잭션 시스템에 대한 리포팅

•  Zero Downtime 마이그레
이션/업그레이드 

•  비용 절감  
저비용의 조회 전용 시스템
을 별도로 구축

•  실시간 BI(Business 
Intelligence)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  Disaster Recover 
Live Standby 를 이용하여 
장애 복구를 빠르게 하고, 소
스 DB 의 block corruption 
복구

•  리소스 활용 극대화  
 Physical Standby 시스템
을 조회용으로 활용

COL1 COL2 Commit_Time Apply_Time Concat_Col Substr_Col

01 3456 20110809 12:34:56 20110809 12:34:58 1005 X

02 9876 20110809 11:29:51 20110809 11:20:32 2007 Y

<그림 6>  Oracle GoldenGate - 데이터 변경, 매핑

 ◆ User01.Table01  ◆ User01.Table01 데이터 병합 데이터 치환

데이터 유입 시간
(Source 시스템 기준)

데이터 적용 시간
(Target 시스템 기준)

Target Trail

Target 

TARGET Database

MAP User01.Table01, TARGET  User01.Table01,
COLMAP (UseDefaults,
Commit_Time= @GETENV(“GGHEADER”,”COMMITTIMESTAMP”),
Apply_Time=@DATENOW(),
Concat_Col=@STRCAT( @STREXT(COL1,1,2),”00”,@STREXT(COL2,3,4),
Substr_Col=@STRSUB(COL3, “X”, “Y”)

COL1 COL2 COL3

01 3456 X

02 9876 Y

Parameter

Source

Replicat

<그림 7>  Oracle GoldenGate 기능 - 변경 데이터를 이용한 Business Logic 처리

#!/bin/ksh
echo “Run Shell”

CUSEREXIT ./exit_samwriter.so
CUSEREXIT ,PASSTHRU ,INCLUDEUPDAT
EBEFORES, PARAMS “ogg/ogg”

C CUSEREXIT ./Java5_UserExit.so 
CUSEREXIT, PASSTHRU, 
iNCLUDEUPDATEBEFORES

Unix Shell C Application JAVA Application

Source
Database

Extract
Local
Trail

Pump
Server
Collector

Remote
Trail

Replicat

Target
DatabaseUser Exit User Exit User Exit

<그림 8>  Oracle GoldenGate 기능 - 다양한 연계

FTI

OLTP
Capture Trail File Delivery

Delivery

Delivery

Delivery

Delivery

integration via File

integration via JMS

integration via with Applications

integration via Staging Tables

integration Heterogeneous DBs

File

Java Applications

SAM File JMS Receiver

FTI

Real Time Data
 Integration

Continuous
 Availability

Query 
Offloading

Query 
Offloading 

Data 
Distribution

Operational 
Reporting Real-time BIZero Downtime Migration 

and Upgrades
Disaster Recovery, Data 
Protection

<그림 10>  Real Time Business intelligence를 한 Oracle 제품 스텍

•업무 시스템 부하 낮음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분석 정보
•ODS 활용 가능

상품개발

캠페인

정형리포트

Logistics

DW

Order Entry
OLAP

ETL

Data Mart

indirect Access

Custom Application

internet

Business intelligence

Tactical Reporting

Data Verification
Data Cleaning

Data Aggregation

Capture

Capture

Batch

Hourly
Minutely

CDC

CDC

Oracle Data 
Integrator

Oracle 
GoldenGate

Exadata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된 데이터는 ODS에서 Delete 되지만 몇몇 DW 사례

의 경우 Source 시스템에서 Update나 Delete 되는 경우, 

ODS에서(Update와 Delete된 Flag값과 같이) Insert 처

리되어 Historical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

우도 있다. 즉 Source 시스템의 Application에 대한 수정 

없이 Historical한 데이터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권처럼 계정계와 정보계 시스템으로 구분되

어 있는 환경에서처럼 계정계의 변경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정보계로 이관함으로써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몇몇 금융권 사례에서 Batch을 이용한 Deferred 기능을 

사용했지만 이것을 OGG로 대치함으로써 계정계 시스

템의 Resource 감소 및 가용성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사례를 볼 수 있다.

3.2 Continuous Availability을 위한 활용

시스템 Patch 또는 시스템 Upgrate 시, DB Patch 또는 

DB Upgrate 시, 차세대 프로젝트에서 Data Migration
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Down 

Time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OGG를 이용한다면 Zero에 가까운 다운타임만으로도 

위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중지하고, DB Down하고, 시스템 Down하고, 

DW나 CRM 그리고 BI를 구축하기 위해서 왜 Source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단지 전통적으로 과거 몇 개월에서 몇 년 가량의 

History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시적 플랜에 초점을 맞

춘 Analytical(Strategic) BI의 Trend가 현장에서 실무

자나 관리자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의사 판단을 위

한 정보로 시시각각 발생하는 Event 데이터를 분석하고 

Right Time에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빠르게 발

전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Operational BI로 패러다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RTE(Real-Time Enterprise)의 기

반이 된다는 것이다.

O G G를 이용한 DW  사례 중에는 실시간 O D S 

(Operational Data Store)을 구성할 때 OGG를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변경된 데이터를 Table의 성격에 따라서 

Source 시스템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 내역을 Historical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Source 시스템에서 Update된 데이터는 

ODS에 Update 처리되고 Source 시스템에서 Delete

데이터 이관하고, DB 올리고, 시스템을 올리는 작업보

다는 미리 준비된 새로운 시스템(또는 임시시스템)으로 

Middle Tier단에서 Target만 변경함으로써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

는 신규 시스템(또는 임시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으로 초기화 

시키고 [그림 14]와 같이 OGG를 이용하여 데이터 초

기화이후 실시간으로 기존 운영시스템의 변경 데이터

를 신규 시스템으로 복제하기 때문에 DB나 시스템의 

Down 그리고 데이터 Migration 작업이 전혀 필요가 없

게 된다.

실제로 24시간*365일 무중단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들

(예를 들어 반도체 라인의 서비스나 Global 서비스들)

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아직 실제 사례는 없지만 차세대 프로젝트의 

Migration Team에서 고민하는 상당량의 작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OGG의 테이블, 컬럼 단위의 매

핑 기능, 데이터 Transformation 기능들과 함께 Zero에 

가까운 실시간 Migration을 고려해본다면 차세대 프로

젝트에서 10시간 또는 24시간동안 데이터 Migration 

작업이 단 몇 초로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사례에서는 Oracle Database를 Upgrade하기 위해

서 또는 Oracle Database를 MySQL로 전환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OGG를 이용하여 현재 운영 시스템의 Oracle Database 

데이터에 대해서 정합성 문제없이 초기화는 방법은 아

래의 [그림 15]과 같다.

참고로 데이터 초기구축 시 초기화해야 하는 데이터양

이 많기 때문에 OGG를 이용하지 않고 H/W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Data Pump을 이용한다.

OGG 활용방안 중에서 DR(Disaster Recovery)을 위해

서 OGG를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당연히 OGG를 이용할 경우 DR 시스템의 Database는 

Read/Write가 가능한 상태로 Open되어 있기 때문에 

Database 레벨에서는 DR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불어 실시간으로 운영시스템의 변경 데이터가 복제되

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업무라도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운영시스템에서 시스템 작업을 하거나 실제 DR 상황에

서(Fail-Over 상황) 미리 OGG를 역방향으로 구성했다

면 운영시스템의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복구가 완료되

었을 때 Fail-Back 이 가능하다.

H/W을 이용하여 DR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 중에서 

Disk Corruption을 경험한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OGG 
을 이용한 DR 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DR 시스템의 Database를 DW나 Report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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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Oracle GoldenGate 활용방안 - 계정계와 정보계 시스템 연동

① OGG을 이용한 계정계 시스템과 정보계 시스템의 연동

② OGG을 이용한 계정계 시스템과 정보계 시스템 및 ODS 시스템의 연동

Oracle

Oracle

Oracle

Oracle

Oracle

거래 
데이터

계정계 시스템

계정계 시스템

정보계 시스템

정보계 시스템

ODS 시스템

거래 
데이터

조회 

조회 

조회 

Oracle
GoldenGate

Oracle
GoldenGate

<그림 14>  Oracle GoldenGate 활용방안 - Zero-Down Time Migration 방안

기존시스템

기존시스템

임시시스템

기존 시스템

기존시스템

기존 시스템

임시시스템

기존시스템

1. 기존 시스템/DB 작업 상황

2. 신규시스템으로 변경 상황

GoldenGate

GoldenGate

GoldenGate

<그림 15>  Oracle GoldenGate 활용방안 - Zero-Down Time Migration 개념도

2. OGG 반영시작

1. OGG 추출시작

Oracle

GoldenGate

Source

Source System Tar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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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Oracle GoldenGate 활용방안 - 조회 시스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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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racle GoldenGate 활용방안 - OD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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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거나 DR 시스템에서 Batch을 운영하는 고객

도 많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OGG의 Trail 파일은 Source 시

스템의 변경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OGG Trail 
파일의 보관주기를 늘려서 OGG Reverse 기능을 이용

하여 데이터를 복구하려는 사례도 있으며, 실시간으로 

변경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OGG Trail 파일을 실시간

으로 Backup Media (Tape 등)에 저장하여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사례도 있다.

4. 상상 그 이상으로

본 기고에서는 OGG 에 대한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서 알아보았다.

OGG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데

이터를 가진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았다면 지금 운영 중인 또는 구성할 시스템에 얼마나 많

은 활용 방안이 있을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OGG(Oracle GoldenGate)의 이점을 나열

하면서 기고를 마칠까 한다.

-  비용 절감 및 효율 개선

 : IT 인프라 Structure 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 및 비용 

대비 효과적인 확장 방안 제공

 : Downtime 최소화와 부대비용 절감

-  위험성 최소화 및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

 : 데이터 손실 최소화 및 데이터 정합성 보장

 : 변경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복구 및 추가 데이터 백업

방안 제공

-  비즈니스 효율 증가

 : 정확한 비즈니스적 판단을 돕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실시간 제공

 : 시스템 가용성 증가로 인한 고객 만족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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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서비스

는 증가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증

가시키기 위하여 기업들은 고민하게 된다. 제약된 환경

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적응을 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기업들은 생각하게 된다. 

서비스의 성능향상과 증가에 따라가기 위해 인터넷 기

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리얼타임 정보에 대한 분석요구 

증대, 그리고 SOA 아키텍처의 발전으로 인한 Backend 

Processing 요구량의 증대가 대두되는 가운데 기존의 데

이터 시스템으로는 SLA, 성능, 확장성을 맞출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의해 시스템은 날로 비대해지고 증

가하게 되고 기존의 시스템 확장은 수직적으로 scale-up
의 양상을 보이며 증가되었다. 현재 사용중인 서버의 

Memory, CPU, Disk, Network를 확장하거나 상위기종

으로 변경시키는 작업들에 의해서 서비스와 시스템은 

증가되고 이는 확장성이 쉽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아키텍

처의 수정이 불필요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확장을 위해

서 서버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하거나 물리적 한계로 지

속적인 확장이 불가피하고 고비용이 들어 기업에는 부

담이 되었다.

수직적 확장에 비해 수평적 확장인 scale-out 방식의 확

장은 동급기종의 노드를 여러 대 추가하거나 H/W 클러

스터링을 이용한 시스템 확장이다. 이는 기존 아키텍처

의 변경이 요구되고 선형적인 성능을 보장 못하며 네트

워크 성능에 종속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확장을 위

무정지 플랫폼 현실화

Coherence의 

응용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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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Oracle GoldenGate 활용방안 - DR 구성 및 DR 시스템 활용

운영시스템에서의 효과 DR 시스템

Oracle GoldenGate

Source Server DR Server
• 양방향 DATA 추출/복제 적용 중

•  OLTP 서비스 성능 및 안정성향상  
(DR 시스템으로의 부하분산)

• 서비스 중단 없이 OS, DBMS Upgrade 및 
• 시스템 작업 수행 (DR시스템 전 업무 전환/원복)
• 차세대 시스템 전환 시 데이터 이행 

• 대용량 배치 거래 처리 (평상시) 
• 조회 처리 (평상시)
• 보고서 처리 (평상시)
• OLTP 업무 일부 분산 처리
• 운영서버의 DB 손상 시 복구
• 운영서버대행 (운영서버 다운 시)

<표 1>  서버 증가율에 따른 응답시간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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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Oracle GoldenGate 활용방안 - DR 구성 및 DR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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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자에 관한 고객 프로파일

을 Coherence에서 로드를 하고 사용자의 세션 만료 시

에만 DB에 저장하여 DB 액세스 부하를 90% 삭감하고 

호스트의 부하를 50% 감소하여 약 70만 달러의 용량 

확장 비용을 절감시켰다.

또 다른 오프로드 형태는 데이터베이스의 access가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처리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사

용률을 줄이는 것이다.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서비스가 

접근한다면 DB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Coherence
를 사용하여 메모리상에서 접근하여 데이터를 가져오

도록 한다면 DB부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림 4>는 렌터카를 운영하는 AVIS에서 Coherence를 

사용하여 DB의 병목현상을 줄여주는 방법을 설명한 것

이다. 전세계 2,100개의 거점에 2,180,000이상의 차량 

데이터를 메인프레임으로 관리를 했으나 여러 파트너

와 사이트의 접근이 많아짐에 따라 메인프레임 접속에 

대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Coherence를 메인

프레임 접근 전에 처리함으로써 98%의 높은 히트율에 

32%의 MIPS 코스트를 삭감하였다.

해서 서버를 정지시킬 필요가 없으며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큰 확

정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드웨어를 얼마나 추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

을 보일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용량 산정 및 투자 비

용을 절감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Oracle Coherence
는 이러한 scale-out 확장을 사용하여 선형적 확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을 예측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클

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다. 

Oracle Coherence를 사용하여 서비스 가능한 영역은 

여러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는 오프로드, 공유객체, 

Coherence*Web, 배치 프로세싱, 통합으로 사용되는 

Coherence의 활용성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다.

오프로드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해

도, 각 시스템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

에 로드해야 한다.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은 데이터베이

스의 리소스와 메모리의 리소스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다. 동일한 데이터를 각각 로드하는 것은 리소스의 낭비

이다. Oracle Coherence의 Data Grid는 여러 시스템들

에게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미리 로드해 놓

음으로써 각 시스템에서 로드 되는 부하와 리소스를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 데이터의 변경이 가해졌을 

때, 모든 시스템에서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이렇게 Oracle Coherence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스템이 재시작 될 때, 해당 데이터를 로드하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된다. 

오프로드의 방법으로 Coherence를 사용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다.

GEICO 보험사는 매년 20%의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웹 시스템 부하에 대한 대책/고객 서비스 레벨 유지/개

선과 한층 더 성장한 토대의 구축으로 Coherence를 선

택했다. 사용자의 급증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한 예로 J.CREW 회사는 186개의 매장과 57개의 아

웃렛을 보유하고 있는 연간 매출이 12억 5천만불 정도

의 온라인 카탈로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

다. Coherence 도입 전에는 제품 정보를 캐쉬하는 기능

을 구현했지만, 개별 서버 내에서 저장하였기에 대규모 

GC가 발생하였지만 서버의 추가 이외의 방안은 없었

다. Coherence를 도입 후, Data Grid로 데이터를 공유

하여 급격한 성장에 적합 가능한 확장성이 확보되고 메

모리 이용률이 이전의 50%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S/W
에서 이전 2배의 데이터 캐쉬가 사용가능 하였다.

Coherence*Web

Coherence*Web이란 Coherence의 기능 중 하나이며 

WAS에서의 사용자 세션에 대해 그리드 형태의 세션클

러스터를 구성하여 기존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메모리 

부족 또는 GC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고효율/

저비용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솔루션이다.

세계적인 의류기업 GAP에서 GAP, GYMBOREE, 

Banana Republic, Old Navy등의 가격대별 의류 브랜드 

별로 분리된 웹사이트를 통합하여 각기 다른 브랜드이지

만 같은 세션을 공유하여 결제 프로세스를 통합하였다.

Betfair 회사는 글로벌 카지노 및 경매 서비스를 하는 회

사로 15개국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경매서비

스에 의해 사용자가 증가하여 거래량이 증가되면 J2EE
서버의 HTTP세션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존 방식에서

Coherence를 사용하면 순간적인 트랜잭션의 증가에 대

비하기도 쉬워진다. Coherence는 Grid 솔루션이기 때

문에 갑자기 늘어나는 클라이언트의 요청들에 대해서 

서버의 환경을 유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OverStock.com 회사는 사용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Cyber Monday(추수감사절 다음 주 월요일)을 최대의 

비즈니스 찬스로 활용하기 위하여 6주간의 구현으로 전

체적으로 40% 향상의 퍼포먼스를 이루었고 Coherence 

도입 전 80대의 검색서버를 사용하던 환경을 10대의 

Coherence 서버를 구성하여 동일한 퍼포먼스를 이루어 

자원의 효율성도 증대하게 되었다.

공유 객체

공유객체(Shared Object)란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여

러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러 개

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고객 데이터를 각각 DB
에 억세스 하여 성능저하가 일어나는 부분을 Coherence
의 Grid에서 고객관리를 하면 메모리에서 관리되므로 

DB의 부하를 줄이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일관

성있는 고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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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EiCO사의 오프로드 아키텍처

Application Servers

Java Objects

•  일 15만 사용자 방문,  
1,000~1,500  청구서 발생

• 100이상의 노드로 전체 고객 프로파
일을 인 메모리 관리

•  사용자 세션 완료 시에만, DB에  저장

메인프레임

<그림 4>  AViS사의 오프로드 아키텍처

Application Servers

Java Objects

청구 처리/재고 관리

•  개별 파트너 채널로부터 2600만 히
트/월

•  5 노드, 각 512 MB의 캐쉬를 구성

•  iMS에 접속

•  트랜잭션(transaction)의20% 처리
를 목표로 데이터를 캐쉬 
→ 98% 의 높은 히트율 
→ 32% 의 MiPS 코스트 삭감

메인프레임
<그림 7>  GAP사의 사이트 통합을 위한 Coherence*Web

Key is stored in the cookie.
Read the backing map to 
find key/value pair.
Backing map contains the 
primary storage location.

Key is stored in the cookie.
Read the backing map to find 
key/value pair.
Backing map contains the 
primary storage location.

Retrieve session from the 
storage enabled c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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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sam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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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rence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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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Server

Old Navy
Web Server Old Navy

App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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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 Navy

UDP requst

Session

UDP req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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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herence Grid

Web servers

Coherence Cluster

Search Cluster

Coherence*Extend

•  10 서버 구성으로 개시 
(각각 16 GB메모리)

-  캐쉬: 90% 이상의 높은 히트율

<그림 6>  J.CREW사의 공유객체 아키텍처 

App
Server

App
Server

App
Server

App
Server

Coherence

App
Server

App
Server

App
Server

App
Server

• 서버마다 같은 데이터 메모리 차지
•잦은 GC 영향

•  SAP 서버 당 메모리 이용률 50% 감소
• 같은 HW환경에서 이전의 2배 데이터 캐쉬
• GC 영향 최소화

도입 전

도입 후



는 세션이 비대해져 퍼포먼스의 저하가 발생하였다. 이

에 저비용 고효율의 아키텍처가 요구되었고 Coherence
가 3가지의 솔루션으로 해당 아키텍처를 구성하였다. 

Coherence Data Grid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병목을 극

복하였고, Coherence*Web을 통하여 개별 게시판/커뮤

니티를 통합하고 Event Driven Architecture를 도입하

여 사용자의 입찰 이벤트에 의해 경매정보를 변경하였

다. 이를 통해 30,000명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처리하고 

엄청난 과부하에서도 초 단위 이하의 응답시간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유지됨

으로써 50만 달러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 투자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저비용 고효율을 이룩하였다.

배치 프로세싱

배치 프로세싱은 모든 중간 정보를 가상 메모리상에서 

처리하여 배치 작업의 성능 개선과 데이터 누수를 방지

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배치작업에서 중간 단계의 산

출물에 대해서 파일이나 DB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다시 읽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I/O 

처리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중간단계

의 정보를 Coherence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I/O병목 현

상이 사라지게 되며 최종적인 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나 외부시스템 연계저장이 가능하다.

통합

Coherence는 java 뿐만 아니라 .net 이나 C++의 랭귀지

도 지원을 한다.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서로간의 데이터 

쉐어링을 지원한다. 따라서 기존의 Legacy 서비스와의 

통합 및 확장을 위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의 장점을 살리

기 위해서 통합하여야 한다면 Coherence를 통하여 데이

터를 서로 통합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게 활

용되고 있는 Coherence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서

비스 및 서비스의 확장에서 안정성과 확장성 그리고 성

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

스템의 확장하고 싶다거나 현재의 시스템을 좀 더 효율

성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Oracle Coherence가 그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
RA

CLE KO
REA

 M
A

G
A

ZIN
E

Trend
무

정
지

 플
랫

폼
 현

실
화

  Coherence
의

 응
용

과
 활

용
032

A
utum

n   2011

<그림 10>  프로그래밍 언어간의 데이터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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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지현 컨설턴트, 에코클라우드 관세 (jj@ecocloud.co.kr)

Trend 04-3

FTA General Issues

7월 1일 한-EU FTA에 이어 8월 1일 한-페루 FTA까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교역 비중 중 절반 가까이가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EU FTA의 발효는 EU국가와의 수출입 증가와 함께 

국내 소비자 가격 하락 등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개요

한-EU FTA 발효 후 한달 만에 FTA의 최대 수혜 업종으

로 예상됐던 자동차, 석유제품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0%이상 증가하는가 하면 전체 수출 활용률이 58.7%
에 이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ASEAN FTA 

발효 1년의 활용률인 3.5%에 비하면 발효 초기임에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FTA의 체결 확산으로 체결국가간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일부 대기업에서만이 아니라 지방 중견기업에서까지도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2010
년) 우리나라 업체의 기 발효된 FTA의 활용률을 살펴보

면 칠레를 제외한 아세안, 인도의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

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

사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해 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FTA를 활용함에 있어 업체들이 많

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FTA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사전준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원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FTA 활용 서비스까지 고

려해 보아야 한다.

 

무정지 플랫폼 현실화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FTA insight_세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 FTA 판정 시스템
<그림 8>  Betfair사의 Session Grid를 위한 Coherence*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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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배치 프로세싱을 위한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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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션이 비대해져 퍼포먼스의 저하가 발생하였다. 이

에 저비용 고효율의 아키텍처가 요구되었고 Coherence
가 3가지의 솔루션으로 해당 아키텍처를 구성하였다. 

Coherence Data Grid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병목을 극

복하였고, Coherence*Web을 통하여 개별 게시판/커뮤

니티를 통합하고 Event Driven Architecture를 도입하

여 사용자의 입찰 이벤트에 의해 경매정보를 변경하였

다. 이를 통해 30,000명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처리하고 

엄청난 과부하에서도 초 단위 이하의 응답시간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유지됨

으로써 50만 달러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 투자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저비용 고효율을 이룩하였다.

배치 프로세싱

배치 프로세싱은 모든 중간 정보를 가상 메모리상에서 

처리하여 배치 작업의 성능 개선과 데이터 누수를 방지

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배치작업에서 중간 단계의 산

출물에 대해서 파일이나 DB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다시 읽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I/O 

처리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중간단계

의 정보를 Coherence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I/O병목 현

상이 사라지게 되며 최종적인 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나 외부시스템 연계저장이 가능하다.

통합

Coherence는 java 뿐만 아니라 .net 이나 C++의 랭귀지

도 지원을 한다.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서로간의 데이터 

쉐어링을 지원한다. 따라서 기존의 Legacy 서비스와의 

통합 및 확장을 위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의 장점을 살리

기 위해서 통합하여야 한다면 Coherence를 통하여 데이

터를 서로 통합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게 활

용되고 있는 Coherence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서

비스 및 서비스의 확장에서 안정성과 확장성 그리고 성

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

스템의 확장하고 싶다거나 현재의 시스템을 좀 더 효율

성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Oracle Coherence가 그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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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프로그래밍 언어간의 데이터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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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General Issues

7월 1일 한-EU FTA에 이어 8월 1일 한-페루 FTA까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교역 비중 중 절반 가까이가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EU FTA의 발효는 EU국가와의 수출입 증가와 함께 

국내 소비자 가격 하락 등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개요

한-EU FTA 발효 후 한달 만에 FTA의 최대 수혜 업종으

로 예상됐던 자동차, 석유제품의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0%이상 증가하는가 하면 전체 수출 활용률이 58.7%
에 이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ASEAN FTA 

발효 1년의 활용률인 3.5%에 비하면 발효 초기임에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FTA의 체결 확산으로 체결국가간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일부 대기업에서만이 아니라 지방 중견기업에서까지도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2010
년) 우리나라 업체의 기 발효된 FTA의 활용률을 살펴보

면 칠레를 제외한 아세안, 인도의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

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

사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해 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FTA를 활용함에 있어 업체들이 많

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FTA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사전준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원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FTA 활용 서비스까지 고

려해 보아야 한다.

 

무정지 플랫폼 현실화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FTA insight_세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 FTA 판정 시스템
<그림 8>  Betfair사의 Session Grid를 위한 Coherence*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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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 3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 세탁이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으며,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원산

지 세탁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EU와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단

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새로운 형태의 원산지관리 솔루션 ecoCloud FTA Insight™

국내 많은 업체들이 FTA 활용으로 특혜 적용을 받고 싶

어도 앞서 제시한 원산지 판정에서부터 사후 서류관리

와 보관까지 어려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업체들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고

려해 보아야 한다. 직수출자가 아닌 협력업체도 원재료

의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발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뿐 아니라 1차, 2차 나아가 모든 협력체들의 통합

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ecoCloud에서는 업체들의 이 같은 애로 사항과 요구에 

부합하여 SKT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원산지관

리 시스템인 ecoCloud FTA Insight™를 선보였다.

ecoCloud FTA Insight™는 업체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업체들은 자사

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며 자체 

시스템 구축에 비해 초기 도입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

로 절감할 수 있다.

ecoCloud FTA Insight™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데이터 취합, 각 협정 별 원산지 판정 및 관련 서

류 발급, 그리고 향후 실사 대응을 위한 데이터 축적 등 

FTA 관련 업무 및 실사대응이 가능하도록 Oracle BPM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어 각 부서간 업무 공조가 원활하

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Embedded SaaS 방식으로 

Oracle 소프트웨어가 FTA 업무에 최적화되어 협력회사

와의 통합 연계가 가능해 협력회사에 대한 원산지 정보 

의 요청에 의해 FTA 특혜를 받아 통관한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합성 여부와 해당 증빙서류

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업체들은 원산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FTA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을 맺고 있는 상대 관세

당국의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판정에 대한 근거 자료

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실제 검증이 나왔을 때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검증 자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원산지 위반 판결

이 나왔을 경우에는 차후 해당 업체가 발급한 원산지증

명서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는 물론 벌금 부과뿐 아니라 

수입자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을 떠안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오디오 스피커 회사의 경우 원산지 미 충

족 및 입증자료보관의무 위반으로 3천 7백만 달러의 벌

금을,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경우 해외 협력업체의 원산

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4천 2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하기도 했다.

FTA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도 계속 FTA
를 활용한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업

체에는 원산지 검증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

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7월 1일 EU가 발효된 

이상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 모든 업체들이 스스로 경각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U의 경우 연간 수입통관 건의 약 0.5%(연 최소 3천 건 

이상)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수출업체뿐 아니

라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원산지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EU와 FTA를 

체결한 스위스의 경우 2009년 총 1,966건의 검증요청

이 접수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EU 국가에 의한 것이었

다고 하니 절대 가벼이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발효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관세

당국에서 직접 검증을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

에 엄격한 검증을 통한 막대한 제재가 실시될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미국 세관에서는 원산지 허위 건에 대해 

Honda에 200억 원의 추징을, Ford는 500억 원, Pioneer
는 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한 물

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한 후 한국산 제품으로 재포장되

각 부서간 원활한 업무 공조

협정문을 이해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원산지를 

정확히 판정하는 일이다. 원재료의 역내, 역외 비율과 

BOM정보, 구매·원가·판매 정보 등을 종합해서 원산

지 기준에 맞춰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구매, 영업, 회계, 생산, 물류, 등 각 부서의 원활

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각 부서별로 다른 관리 체계

를 따르고 있어 FTA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각 부서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주고 관리해

주는 FTA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력사의 교육·관리

FTA는 수출업체 내에서의 준비뿐 아니라 원재료를 납

품해주는 협력회사에서의 준비도 필요하다. 협력 회사

에서 제공받는 부품·원재료가 역내산일 경우 원산지 

확인서가 있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

에게 해당 원재료와 함께 원산지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협력 회사에서 발급해 준 원산지확인서가 허위로 

판정이 날 경우 그에 대한 피해가 최종 수출업체에게 오

기 때문에, 업체는 항상 협력 회사들이 원산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제고와 함

께 정확한 원산지확인서 제출에 대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 인지

국내 FTA 특례법과 각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해당하는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FTA 활용에 앞서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업체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이다. 각 제품

마다 부여되는 특정 HS COD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관

세율 혜택과 원산지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FTA를 활

용하기 앞서 업체에서는 반드시 취급 제품에 대한 정확

한 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한다. 

HS CODE는 국제통일제품분류체계에 따라 각 제품의 

용도, 재질,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문화적 관행으로 경우에 따라 같은 제품

에 부여되는 HS CODE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

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상대 수입국에서 부여하고 있

는 HS CODE의 확인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번변경 기준일 경우 원재료의 HS Code 까지 확

인을 해야한다. 원재료의 HS Code에서 완제품의 HS 

Code 로의 변경 여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 되므로 원

재료의 HS Code의 정합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원산지 

판정결과 자체가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FTA 협정 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업체에서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 별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각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짓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원산지를 결정짓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일까?

FTA에서 말하는 원산지제품은 단순히 해당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협정 별로 

정해져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 하는 제품을 의미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

지 결정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

공공정기준, ‘부’, ’류’ 등의 주,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

간재규정, 대체가능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 세

트에 대한 결정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

운송원칙 등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세부규정들이 다양

한 데다 각 협정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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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TA 특혜적용 절차

서류보관(5년)

서류보관(5년)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공급업체 제공

FTA 특혜적용 절차

직수출자

<그림 4>  한국산 위장 수출물품 적발액

2008                                         2009                             2010

635억원 704억원

1,169억원

(펀드)

한국산 위장 수출물품 적발 액

상품의 
HS CODE 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협력사 



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와 업체 내 부서간, 협력사간 

업무공조, 그리고 근거서류들의 보관까지 어느 하나 소

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후원산지검증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에 맞

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아무리 업체에서 

정확한 지식으로 올바르게 원산지판정을 하였다 해도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원산지가 허위로 판

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를 판정하고 모든 근거 서류를 5년간 보관

하기 위해 종이 문서로 관리 한다는 것은 현실 상 불가

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FTA 전담 부서의 구성과 원

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

이다.

ecoCloud FTA Insight™는 원산지판정과 사후 검증을 

위한 대응,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시스템

으로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바이

다.

보안을 제공하면서 협력사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업

무를 제공한다. FTA Insight™ 일반적인 SaaS 방식이 아

닌 Embedded SaaS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의 원가 등 중요 정보는 Cloud Center에 보

관 될 수 없는 정보이고 더불어 고객의 내부 Legacy 시

스템과의 연계에 있어서 기존 일반적인 SaaS 방식과 차

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ecoCloud SaaS Platform은 Oracle SOA Suite 기반으로 

업무에 따른 원활한 확장과 멀티테넌시에 대한 유연성

을 제공하고 있다.  

 

ecoCloud FTA Insight™가 다른 시스템과 차별화 되는 

가장 큰 특장점은 초기 시스템 도입 시 관세사/회계사

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을 돕고 연간 계속

적인 정합성 여부를 판단해주며, 차후 원산지검증실사

에 대한 대응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단순 프

로그램에 따른 배포를 넘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

기 때문에 ERP와 같은 복잡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

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포함되어 있다.

 

FTA 활용이 곧 경쟁력

FTA가 전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현재 전세계 교역 

중 FTA 체결국간 교역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앞으로 교역을 하는데 있어 FTA의 활용이 더 중

요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FTA 규정 및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미뤄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해당제품의 정확한 HS CODE 분류에서부터 각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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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TA insight의 SaaS 개념도

• 완성형 업무
• PULL방식연계

• 정보 보안
• 내부 시스템 연계
• PULL &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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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 서비스
FTA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복잡한 FTA 판정 과정에 대한 자동화 관리가 가능한 FTA Insight 제공과

시스템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업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

영역을 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FTA Cloud Center

Service provider

FTA 구축 경험 및

Cloud SaaS Platform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담 문의  www.ecocloud.co.kr         Cloud Service Center  1577-5428

FTA Cloud Service

FTA 원산지 관리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어려운! 가장 중요한! 업무 영역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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