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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시스

오라클 클라우드로 고객의 금융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 91% 절감
“오라클 IaaS 기반 금융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해외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라클
IaaS를 활용해 고객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서버 구매 및 설치를 서버 1대를 구매하는 금액에도 못 미치는 비
용으로 구축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91%의 획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
–이정안, 솔루션사업부 차장, 포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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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제품

· Oracle Compute Cloud Service
· Oracle Storag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도입 효과

・해외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고객에게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라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서버 및 랙 구매 비용을 91% 정도 절감해 획기적인 비용 절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다.

효과를 얻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스

・언제든지 쉽게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한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 금융시스템을 제공할 수

템을 운영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있게 돼 정전 및 장애 발생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을 대폭 향상하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축하고자 했다.

최소화했다.
・오라클 IaaS가 제공하는 VPN 서버로 해외에 있는 서버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사용의 활용을 높이고 해외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라클 IaaS 기반 금융시스템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의 시스
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관리 용이성이 향상됐다.
・오라클 IaaS를 통해 고객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기존에는 개발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됐지만 이를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켰고 구축과 동시에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오라클 IaaS를 통해 CPU 사용률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사용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성능 및
속도에 영향 없는 탄력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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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시스, 오라클 IaaS 기반 금융시스템으

(Oracle Compute Cloud Service), 오라클 스토

에 오라클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

로 도입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고 서비스의

리지 클라우드 서비스(Oracle Storage Cloud

션이 용이했다. 이를 통해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성 향상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위

Service)와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해외에 공급할 수 있

한 기반 마련

버를 도입했다. 오라클 IaaS를 활용해 고객의

게 됐다.”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서버 구
포이시스는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 제2,3

매 및 설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구축

구축 과정(Execution)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비자 금융시스템, 신용

시간을 단축시켰다. 오라클 IaaS 기반으로 금

포이시스는 2017년 1월 오라클 클라우드를

평가시스템,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융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높은 안정성 및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1개월 간의 테스트 환

금융솔루션 전문업체다. 2000년에 설립된 포

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 해외로 비즈니스를

경 구축 및 시험 운영을 수행했다. 구축 및 설

이시스는 수년간의 소비자금융시스템 구축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치 작업을 거쳐 2월에 고라이브(go-live)해 오
라클 IaaS 기반의 소비자 금융시스템을 안정

경험 및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 및 홍콩으로 진
출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를 런칭했다. 포이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시스는 자사 솔루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

“타벤터와 비교해 오라클만이 온프레미스와

후 미얀마, 동남아시아 등으로 비즈니스를 확

IaaS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축이 가능했다. 또한 해외에 공급한 솔루
션을 관리할 수 있는 VPN 서버를 추가 구매할

포이시스는 고객을 위해 시스템 도입 비용을

필요 없이 오라클 IaaS는 기본적으로 탑재돼

낮추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

있어 비용적으로 큰 장점이 있었다. 또한 오

라클 IaaS의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

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