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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300 Customers

GCS (Global Creative Software)

Over 10 Years

CDC(Change Data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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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Databank Company

Market
한국 600억원 시장
Global 1조원 시장
국.내외 시장성이 매우 큼

Government
Investment

Market
Expansion

Competitive
Price

GCS 사업자 선정
▶정부 20억원 투자

Korea + Global

경쟁적인 가격

한국 뿐만 아니라 Global 시장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제품 가격

국.내외 시장성이 매우 큼

Product

Technology

References

Infra S/W, DBMS 관련 핵심 S/W

Oracle DBMS 관련
축적된 기술 CDC 관련 첨단 기술

런칭 10년 이상
300개 이상의 고객사

Databank Systems의 축적된 기술력
이기종 DBMS 관련 첨단 CDC 기술력

10년 이상의 S/W 개발/운영
300개의 이상의 고객사로 검증된 제품

IT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중요도가 매우 높음

Sales &
Marketing
국내외 26개 파트너사
국.내외 전문 파트너사와 협업

* CDC(Change Data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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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구축 비용
절감

A Databank Company

•
•
•
•

Local Disk 복제 가능
Storage 모델에 구애 받지 않음
대기 시스템 활용 가능
운영 시스템의 중단 없이 구축 가능

복구 시간
단축

•
•
•
•

재해 발생시 복구시간 대폭 절감
자동화된 복구 프로세스 진행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가능
영업 손실 최소화

시스템 부하
최소화
운영 비용
절감

1.
2.
3.
4.

투자 및 운영 비용 절감
안정적인 서비스로 고객 신뢰도 향상
장애 및 재해 시 영업손실 최소화
기업 생존 위협으로부터 보호

• 운영시스템 부하 경감
• 최소한의 데이터 전송으로 Disk 및
Network I/O 감소

• 기존 네트워크(TCP/IP) 활용
• 변경된 데이터만을 전송하여 최소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을 통한 회선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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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Ark-Oracle)
공공 기관

A Databank Company

교육 기관

금융 / 서비스

의료 기관

기업

• 거제시시설관리공단

• 가톨릭상지대학

• DGB유페이

• 경북대학교병원

• 365홈케어

• 경산시청

• 건동대학교

• DGB캐피탈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DGB데이타시스템

• 경상북도 농업기술연구원

• 경북대학교

• FnGuide

• LG U+

• 경상북도 교육청

• 곽병원

• 경북전문대학

• KB투자증권

• OB맥주

• 경상북도 도청

• 구미차병원

• 경일대학교

• KB자산운용

•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 더파머스

• 국방홍보원

• 금오공과대학교

• SBS플러스

• 대구파티마병원

• 도레이첨단소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 Stewart Information -

• 보강병원

• 동국산업

• 성모윌병원

• 동아백화점

• 김해시청
• 남해군청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 대구미래대학

International

• 대구한의대학교

• 나이스평가정보

• 안동병원

• 삼익THK

• 세종대학교

• 대교

• 안동의료원

• 에스엘

• 안동과학대학

• 대구은행

• 열린큰병원

• 인제스피디움

• 안동대학교

• 대신저축은행

• 전주예수병원

• 제이파크

• 영남대학교

• 로또캐쉬백

• 조선대학교병원

• 컬리(구 더파머스)

• 울산항만공사

• 영산대학교

• 미래저축은행

• 창원파티마병원

• 코리아트래블즈

• 전국화물차공제조합

• 포항공과대학교

• 수협중앙회

• 천주성삼병원

• 티에이치엔

• 주택도시보증공사

• 포항대학교

• 신세계 I&C

• 칠곡가톨릭병원

• 피노텍

• 한국인삼공사

• 한동대학교

• 신안상호저축은행

• 포항성모병원

• 피엔디티

• 대구광역시 북구청
• 대구시청
• 대한전문건설협회
• 목포시청
• 여수광양항만공사

• 한국환경공단

• 유진투자증권

• 피엔시솔루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유페이먼트

• 포스코

• 한국해야수산연구원

• 인성데이타

• 한국인삼공사

• 코이카

• 틴캐쉬

• 현대모비스

• 쿠콘

• 현대엔지니어링
• 현대제철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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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ducts
1) Ark - CDC
2) Ark - Oracle
3) Ark - FR

www.iark.net

Ark Product Line-up

A Databank Company

N:1 형태의 Data Hub구축, 이기종 환경에 대한 표준화 된 DR 방안

Hybrid / Full Stack / All-In-One

Solution

Definition

Example

1) ARK CDC

DB 복제

이기종 DBMS 간
DB 복제

Oracle ▶ MySQL
Oracle ▶ PostgreSQL

2) Ark - Oracle

DB 복제

Oracle DBMS 간
DB 복제

Oracle ▶ Oracle

3) Ark - FR

File 복제

이기종 OS간
File 복제

Unix ◀▶Linux/Windows

www.iark.net

www.idatabank.com

1) Ark - CDC

www.iark.net

Ark-CDC 정의

A Databank Company

* CDC(Change Data Capture)

N:1 형태의
Data
Hub구축,실시간으로
이기종 환경에
대한이기종
표준화 Target
된 DR 방안
DBMS
의 변경
데이터를
다양한
DBMS에 복제하는 Solution
• 이 기종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Data 추출 및 복제
• 소스DB의 트랜잭션로그를 분석하여 SQL로 변환 후 Target DB에 반영

Source

Target

SQL
Transaction
Log

www.iark.net

클라우드 전환

A Databank Company

N:1 형태의 Data
Hub구축, 이기종
환경에
대한적합한
표준화Solution
된 DR 방안
On-Premise와
클라우드간의
데이터
복제에
• 운영 (On-Premise) 부하 절감, 관리요소의 최소화
•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해서 Cloud 적재

On-Premise

Public Cloud

PostgreSQL
Tibero

www.iark.net

CDC(Change Data Capture) 기술

A Databank Company

데이터 추출방식의 분류
• Direct Log Access방식이 가장 빠른 데이터 추출을 지원하며, 소스DB의 성능 저하를 줄일수 있음

종류

내용

특징

Trigger 방식

 대상 테이블에 Trigger 를 적용
 DML 발생시 로그 테이블에 기록하여 변경 데이터 추출

 Trigger를 생성해야 함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 발생

Timestamp 방식

 테이블에 Timestamp 컬럼 추가
 Timestamp 컬럼 기준으로 변경 데이터 추출

 DB Pooling으로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 발생

Log Miner 방식

 Oracle Utility를 이용하여 변경 데이터 추출

 데이터 추출의 심각한 성능 저하 발생

Network Capture
방식

 Network Packet 분석 어플라이언스 장비 설치
 네트워크 스트림에서 SQL Packet 추출

 Agent-less방식으로 로컬 데이터 복제 불가
 데이터 손실에 따른 정합성 보장 수준 낮음

Direct Log Access
방식

 데이터베이스 Redo Log 파일 직접 접근
 파일 포맷을 분석하여 직접 변경 데이터 추출

 빠른 추출 방식
 데이터베이스 성능 보장

www.iark.net

CDC(Change Data Capture)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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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형태의
CDC와
ETL의Data
비교Hub구축, 이기종 환경에 대한 표준화 된 DR 방안
• Batch 작업으로 ODS를 만드는 ETL에 비해 CDC는 실시간 ODS 구축가능

구분

CDC

ETL

 실시간으로 원천 데이터를 후선 업무
시스템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활용

 주기적으로 원천 데이터를 후선 업무
시스템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활용

 DBMS의 트랜잭션 로그
 (Oracle-Redo log/Archived log)

 DBMS의 테이블 (Table)

사용기술

 Redo Log 분석, SQL 맴핑

 소스 테이블의 변경분을 추출할 수 있는 환경
여부가 중요 (변경분 인식 컬럼 존재, 컬럼
제어 가능 여부, 물리적 삭제 여부 )
 환경 부재 시 All-Copy방식 적용됨

적재 수준

 실시간으로 원천 테이블관련 모든
DML(Insert, Update, Delete) 및 DDL(제한적)

 적재 주기에 따라 적재 수준 결정

목적

복제 대상

www.iark.net

주요 특징

A Databank Company

• 주요 Source DB 지원

이 기종 DB 복제

• 주요 Target DB 지원
• 1:1, 1:N, N:1 등 다양한 복제 구성 지원

데이터 안정성 /
정합성 보장

고성능

• 전송 데이터 암호화
• 데이터 정합성 체크 및 복구 아키텍처
• 데이터 정합성 비교 기능

• Direct Log Access 방식
• Network 부하 최소로 원거리 복제 가능
• M/W 아키텍처를 통한 소스 서버 부하 최소화

통합 모니터링 /

관리기능

• CLI & GUI 방식 모니터링 기능
• Process상태 및 복제 현황 분석
• Mobile 서비스 연동

www.iark.net

Ark-CDC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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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화된 아키텍처
• 복제 성능 향상, 데이터 정합성 보장, 소스 서버 부하 최소화
• 1:1, 1:N, N:1, Bidirection, Chain 등 다양한 구성의 확장성 지원

Target System

Source System
Listener

Extract

Send

HTTP 기반의
메시지 전송(TCP/IP)
MQ 기반의
데이터 전송(TCP/IP)

Recv

Post

SQL변환

Middleware
Commit된

Redo Log Files 데이터 캡쳐

Tracing File

Tracing File 전송(TCP/IP)

Receive
r

Sender
Recorde
r

타겟 DB에 적용

Listener

Tracing File

Tracing File 전송(TCP/IP)

File Queue

www.iark.net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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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Upgrade/Migration

Data 복제
•

Active-Standby HA

•

Active-Active HA

•

이기종 환경으로의 실시

•

Upgrade
•

Zero Downtime DB
Migration

간 1:N 데이터 분산

Real-time DW & BI

Zero Downtime DB

Cloud Transformation

•

Real-time DW

•

Real-time migration to Cloud

•

Consolidation

•

Real-time Report & Data

•

On-premise and Cloud
통합분석

Discovery on Cloud

•

Logical DR on Cloud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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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 Active(Live 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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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형태의
Hub구축, 이기종
환경에
대한
표준화 된
DR 방안
장애
대응 및Data
고가용성(HA)을
위한
라이브
스탠바이
시스템
• 이 기종 환경에서의 양방향 Data 추출 및 복제

운영계 서버

 OLTP 서비스 성능 및 안정
성 향상
 서비스 중단 없이 OS,
DBMS 버전업그레이드

DR 서버

 조회 및 보고서 처리
 운영계 장애 시 운영서버대
행

www.iark.net

조회부하 분리(Query Off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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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형태의 Data
Hub구축, 이기종 환경에 대한 표준화 된 DR 방안
데이터베이스
계층화
• 저비용 플랫폼 상에 실시간 데이터 통합을 지원하는 조회용 시스템 구축
• 조회시스템의 분리로 운영계시스템의 성능향상
운영계(OLTP)

조회 시스템

Database

Database

Database

Database

Database

 TCO 절감
 성능향상

Database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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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Downtime Migration/Upgrade

N:1 형태의
Data Hub구축,
환경에작업
대한(DB
표준화
된 DR 방안
최소의
다운타임으로
DB이기종
Migration
Upgrade,
Cloud Transformation)
• 이기종 환경으로 Zero Downtime으로 DB Migration/Upgrade
• On-Premise 의 DB 를 Cloud 로, 최소의 Downtime 으로 Migration 지원

As-Is (기존)

10g

To-Be (신규)
Allows gradual switchover
to new version

11g
상이한 환경
(OS/DB/Storage)

www.iark.net

N:1 통합 DR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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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형태의
형태의 Data
대한
표준화
된 DR
방안
N:1
DataHub구축,
Hub구축,이기종
이기종환경에
환경에
대한
표준화
된 DR
방안
• 이기종 환경에서의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N:1 형태의 DR 구성
• DR 데이터는 Read/Write 가능한 데이터로 Data Hub 형태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가능

Unix

DR Center
 실시간 데이터 통합
실시간 분석/리
포트

Linux

 이기종 환경 극복
 Data Hub 로 서비스 가능

고객

 전체가 아닌 선별적 구성

Windows

통합 DR + Data Hub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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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실시간 데이터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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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형태의 Data
Hub구축,
이기종
환경에
대한복제
표준화 된 DR 방안
클라우드로
이기종
DBMS간
실시간
데이터
• 운영 (On-Premise) 부하 절감, 관리요소의 최소화
•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해서 Cloud 적재

...
On-Premise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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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 DR on Cloud

A Databank Company

N:1 형태의분산저장
Data Hub구축,
이기종
환경에
대한 표준화
데이터의
및 장애
시 빠른
데이터복구
지원된 DR 방안
• 원거리에 원격지 DR센터 유지효과, 인프라 유지비용 및 회선 비용 절감
• 안정적인 DR 서비스 수행 능력, 완벽한 원복방안 제공

On-Premise

Cloud DR

PostgreSQL
Tibero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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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k -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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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 for Ora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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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DB 변경데이터를 실시간 전송, 복제하는 솔루션
• Ark for Oracle은 변경데이터 전송을 위해 실시간 Redo Log를 복제하여, 동일한 Standby DB를 구성
• 로그기반의 Standby DB구성으로 운영시스템에 부하를 최소화하고, 성능 최대화
• Standby DB는 조회 및 출력으로 활용하여 부하 분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재해 복구 등에 이용

대기시스템
(Standby)

운영시스템
(Active)

Redo
Log

Redo
Log

www.iark.net

주요특징

A Databank Company

• 초기복제 및 자동동기화 기능 제공

데이터 동기화

• 로컬 및 원격지 백업 및 복구, DR구축 적용
• 1:1, 1:N, N:1 등 다양한 복제 구성 지원

정합성 / 안정성

쉬운 업무전환

• 실시간 Redo log 복제, 지연적용 제공
• DB Recovery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정합성, 안정성 보장
• GUI기반의 주요 기능 지원 (Datafile Transfer, Switchover, Failover)
• 최초 구축은 On-line Hotbackup 으로 지원됨
• 서버스 전환은 최소의 다운타임으로 지원

통합 관리기능

• CLI & GUI 방식 모니터링 지원
• 정합성에 대한 직관적인 모니터링 및 DB 제어 기능
• 실시간 Alert를 위한 Mobile App 연동

업무연속성

• Auto Fail-Over을 통해 장애 발생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DB장애, 네트워크장애등 자동감지를 통한 자동조치 지원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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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기능
• RedoLog의 가공없는 변경분만 전송(Physical Replication)

Physical Replication

Logical Replication

복제 단위

Redo Log Block

수행된 SQL

복구 단위

Archive log

Committed Transaction

복제 가능
플랫폼

동일한 플랫폼(OS/DB)

이기종 DB, OS 가능

장점

OS 부하 최소화

이기종 간 DB 복제 가능

단점

이기종 플랫폼 미지원

제한된 복제 기능 (Data Type, DML, DDL)

특징

Redo Log의 가공없는 전송으로 운영 서버 부하
최소화 및 데이터 정합성/무결성 보장

원하는 방식의 다양한 복제 구성 및 활용이 가능

www.iark.net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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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화된 아키텍처
• 기능별 모듈화를 통해 복제 성능 향상, 데이터 정합성 보장, 소스 서버 부하 최소화
• 1:1, 1:N, N:1, Chain 등 다양한 구성의 확장성 지원

3
1

4

2

주요 모듈 단계

5

기능

활용효과

1. DB Connection

•

OCI 기반의 Database Connection Pool 사용

•

자체 Pool 기능을 이용한 성능 및 안정성 보장

2. Redo Log File Access

•
•

Redo Log File에 Direct Access
자체 Redo Log File 파싱 엔진

•
•

자체 엔진으로 성능/안정성 보장
Multi Thread방식으로 Parallel 전송

3. Data Transfer

•

압축 전송 및 이어쓰기 지원

•

네트워크 전송률 향상

4. Standby Log File 생성

•
•

사용자 지정 위치에 Log File 생성
File Size 및 File Checksum 을 이용한 원본 파일과 비교

•

원본 파일과 다를 경우 해당 원본 파일 자동 전
송하여 파일 정합성 보장

5. File Recovery

•

Oracle 자체 Recovery Command 사용

•
•

Recovery 신뢰성 보장
Recovery 예외 처리를 통한 신뢰성 보장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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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 for F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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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N:1 형태의
Data Hub구축,
이기종
환경에 Solution
대한 표준화 된 DR 방안
운영시스템에서 변경된 데이터의 최소 변경블록만을 Standby 시스템으로 복제하는 솔루션

운영계 서버

Standby 서버

최소 변경 블록 단위의
파일 복제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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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 대기시스템을
이용한
가용성제공
N:1 형태의
Data Hub구축,
이기종
환경에 대한 표준화 된 DR 방안
• 운영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재해 발생시 무 중단 서비스 제공, 데이터의 안정적 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 데이터 복제 시스템 구축 및 재해 시 서비스 복구 절차 수립을 통한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업무연
속성 제공

평상 시

운영시스템 중지 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Network
운영 시스템

Network

대기 시스템
조회/보고서

최소 변경 블록 단위의
파일 복제
Tape 백업

운영 시스템

대기 시스템

대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서비스 지속

조회/보고서

Tape 백업

www.iark.net

주요 특징

파일 변경분
복제 엔진

통합 관리
기능

구축 및 관리
용이

통합 모니터링 /
관리기능

A Databank Company







소스와 타겟간의 차이만 복제
파일 삭제 예외 지원
O/S 지원 모든 파일 형식 및 속성 복제 지원
복제 주기 및 복제 예외 지원
Oracle 및 MS-SQL RDBMS 의 데이터 파일 복제

• 운영 시스템 및 대기 시스템의 작동 상태관리
• GUI기반의 복제 옵션 설정 및 관리
• 복제 통계 정보에 대한 리포팅 제공

• GUI 기반 관리 S/W를 통한 손쉬운 관리

• 재해 상황 사전 감지를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 데이터 제공
• 운영 시스템의 중단 없이 백업 시스템 구축

•복제 전송 상태 모니터링
•대기 시스템에 대한 복제 적용 상태모니터링

•복제된 파일 모니터링
•대기 시스템 프로세스 모니터링
www.iark.net

주요고객(Ark-FR)
공공 기관
• 경북도청

교육 기관

주요A고객
및 구축
사례
Databank
Company

금융 / 서비스

의료 기관

기업

• 나이스평가정보

• 경북대학교병원

• LG U+(센터이관)

• 국방홍보원

• 대신저축은행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크레텍책임

• 국토해양부

• 신세계 I&C

• 곽병원

• 포스코

• 여수광양항만공사

• 수출입은행

• 구미차병원

• 한국인삼공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 현대엔지니어링

• 울산항만공사
• 전국화물차공제조합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환경공단

• 해양수산부

• 경북전문대

• 대구파티마병원
• 보강병원
• 성모윌병원
• 안동병원
• 안동의료원
• 열린큰병원
• 전주예수병원
• 창원파티마병원
• 천주성삼병원
• 칠곡가톨릭병원
• 포항성모병원

www.iark.net

www.idatabank.com

3. ARK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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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CDC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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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
Mapping&Manipulating

#7 (2019)
Ark-CDC 1.3 for RAC

#4 (2015)
#6 (2019)

Ark for Oracle
Support for ASM

Ark-CDC 1.2
Support for MS-SQL

#3 (2007)
Ark for Oracle
Support for RAC

#5 (2018)
Ark-CDC 1.0
Support for Oracle

#2 (2006)
Ark for FR

#1 (2005)
Ark for Oracle

www.i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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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ntact Us

November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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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Questions : ark-support.atlassian.net/servicedesk/



Contact : +82 1644-1946

sales@idat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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