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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인터넷 기반 고객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수익 강화 위한 기반 마련

K B C A R D

KB국민카드는 한국 내 최대의 고객 기반 및 지점망을 갖춘 종합

금융그룹인 KB금융그룹의 자회사로 신용카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여행·항공·쇼핑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시스템 기반

을 갖추기 위해 기존 KB국민은행의 데이터와 통합된 시스템 상

에서 관리되던 자사의 데이터를 독립된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KB국민카드는 소비자 니즈를 앞서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

오라클 선택 이유

KB국민카드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확장성과 유연성, 

모바일 역량을 갖춘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다. 오라클 데이터베

이스 및 웹로직을 10년 이상 사용하면서 안정성과 성능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 서비스 중단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복수의 대안을 고려한 결과, 오라클 웹로직 서버와 데이터베이

스 11g R2를 선택했다. 서비스 성능과 안정성 외에 중요하게 고

려됐던 서비스 확장성과 유연성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오라클의 솔루션이 낙점됐다. 또한 향후 서비스 확대에 따라 성

능과 비용 상의 장점을 제공하게 될 오라클 하이브리드 컬럼 압

축, 파티셔닝 기능도 선택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구축 과정

구축 작업은 각 부서별 개선 및 요청사항을 수집해 적용하고 각

종 신사업과 연계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이 2012년 2

월 한달 간 매우 신속히 마무리 됐다.  모바일 인프라 구축은 데

이터베이스 이관에 앞서 2011년 8월에 진행됐으며, 현재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다. 

고객사 인용(파트너 성과) 

“오라클의 자체 튜닝 서비스로 인한 안정적이고 전문적 서비

스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은 원활하게 이

뤄졌고, 이후 운영에 대해서도 이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

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 

–정보길 팀장, KB국민카드 정보개발부

“KB국민카드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민첩하게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안하고자 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R2와 

웹로직 서버 도입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관해 보다 혁신적 서비스 제안이 가능한 확장성과 안

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정보길 팀장, KB국민카드 정보개발부 



도입효과

●  KB국민카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R2와 오라클 웹로

직 서버를 도입해 독자적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여행·소셜커머스·골프예약을 비롯한 생활 서비스 

및 보험·캐피탈을 비롯한 금융 신사업 서비스가 가능해졌

고, 이는 방문자수와 매출 면에서 평균 16%의 증가를 기록

했다.

•  KB국민카드는 데이터 이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없이 독

립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데이터 이관으

로 인한 서비스 셧다운 기간을 3일로 가정했을 때, 745억 

원 가량의 직접적 수익 손실을 방지하고, 대고객 서비스 품

질을 유지해 간접적 이미지 손실을 방지했다.

•  KB국민카드는 오라클 웹로직 서버를 이용해 금융 업계 최

초로 오픈 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간편하게 웹을 관리하게 됐

으며, 고객에게 일관된 웹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이 회사는 오라클 웹로직을 이용해 일평균 웹 접속자 수인 

12만명의 15% 가량이 동시에 접속해도 무리 없이 구동이 

가능함을 검증했다.

•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해 KB국민카드는 고객용 모바일 웹

을 오픈했으며, 1개의 화면이나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 2

주 가량이 소요되는 애플리케이션 방식 대신 웹 및 애플리

케이션의 결합 방식을 채택해 애플리케이션 수정이 빠르고 

편리한 환경을 갖췄다. 이 회사는 대 고객 모바일 서비스뿐 

아니라 카드 모집인력을 위한 내부 직원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배포했다.

•  생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외부의 여행사, 항공사의 데이터

를 실시간 연동하여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  골프예약, 소셜커머스 서비스인 ‘오늘의 샵’ 등 독자적 서비

스를 오픈하고 장애 없이 안정적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오라클 리얼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이용해 각 서버가 액

티브/액티브(Active-by-Active) 백업이 가능하도록 이중

화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현재 KB국민카드는 장애

율 0%의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

회사 소개  

KB국민카드  |  서울, 대한민국  |  www.kbcard.com  

산업  

금융 애플리케이션  

매출  

Over $5 Billion

직원 수  

1,339 명  

오라클 솔루션 

Oracle Database 11g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Oracle Advanced Compression

Oracle Partitioning

Oracle WebLogic Server, Enterprise Edition

도전과제

●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과 통합 시스템 상에서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 공유로 인한 규

제가 많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보

다 확장성과 유연성, 개선된 성능을 갖춘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

소화하고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새 시스템을 도입하

고자 했다.

●  이미 구현한 웹 페이지 등 서비스 자원을 모바일, PC 등 다

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 브라우징(One 

Source Multi Browsing) 환경 구축을 목표로 했다.

●  서비스의 모바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웹, 애플리케

이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화면 추가와 같은 

수정에 용이한 애플리케이션과 일관된 웹 환경을 갖추고자 

했다.

●  여행, 항공, 쇼핑과 같은 신규 인터넷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

공하기 위해 여행사, 항공사 등 외부 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했다. 

●  높은 안정성과 보안을 갖춘 결제 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  시스템 장애 대책과 실시간 데이터 백업 및 복구를 강화하고

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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