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주요 Q&A

질문 일단 국내 CSP만 대상인가요?
인젠트 현재 NHN,NCP,KT,Kakao,gabia, AWS, 스마일 서브에 등록중에 있습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를 포함해 다수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마다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조금씩 다른거 같은데
인젠트의 집중 영역과 강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인젠트는 금보원 구축을 통해 마이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이나 보안규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강합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open source db는 포스트에스퀴엘 을 사용한 expertdb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젠트 네, 맞습니다.
질문 아 그렇군요..그럼 포스트db의 사용버젼인 EDB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인젠트 EDB사의 제품과는 비교 관점에 따라 상당 부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인젠트 expertDB로 개발된 것인가요? 그럼 타 DB를 사용한다면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것인가요?
인젠트 기본적으로 eXperDB로 패키징되어 있고 다른 DB를 사용한다면 그에 맞게 포팅 작업을 해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질문
[질문] 프로모션하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엔드유저로서 가입해 보면, 아직 이렇다할 사용자 혜택이나 서비스 유용성이 보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인젠트가 구축했거나 제공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어떤 사례가 있고, 성공을 위한 핵심 차별화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인젠트 마이데이터는 사업자, 제공자를 위한 연계 솔루션이며,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현재 인젠트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할수 있습니까?
인젠트 연계 및 ECM분야에 주력하고 있지만 오픈소스DB,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Pandemic에서 Endemic으로 변화하는 동안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디지털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인젠트 pandemic 상황에서 갖춰진 비즈니스 인프라를 앞으로도 잘 활용한다면 업무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DT를 위해 제조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젠트 pandemic 상황에서 갖춰진 비즈니스 인프라를 앞으로도 잘 활용한다면 업무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digital transformation 관련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인젠트
인구절벽 등으로 나날이 부각되는 인력문제는 앞으로도 기업이 업무생산성 향상이라는 숙제로 남습니다. pandemic 상황을 통해 비대면 환경을 위한 인프라 환경이 풍부해
진
만큼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질문] 기업에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인젠트 마이데이터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위원회로 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expertDB가 요즘 공공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되는데 인젠트 db가 엔터플라이즈로 제공되려면 오라클같이 rac기능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고 online 상에서도 auto scale기능도 제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RAC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uto-Scale 기능은 현재 AWS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고, 타 CSP에 대해서는 기능 제공을 위한 R&amp;D를 내부적으로 진
행하고 있습니다.
Auto-Scale이 아닌 일반적인 Scale-out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클라우드에서 구동시 보안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인젠트
클라우드 기반의 MSP 서비스를 월과금 형태로 구독하시면 서버관리부터 운영까지 책임져 줍니다. 또한, Open API와 같은 웹기반 서비스는 웹방화벽 등과 같은
서비스가 CSP 벤더별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타사의 서비스들과 비교하여 지니는 우수한 성능과 고유한 성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인젠트 인젠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내 1금융권에 채택해 사용되고 있는 동일 엔진을 기반으로 API Gateway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대량 트랜잭션 처리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 사업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가 중요한데 인젠트db내 자체 암호화 기능이 오라클의 TDE같이 제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 제공 암호화는 컬럼 단위 암호화입니다.
질문 아 그렇군요...컬럼단위 암호화방식은 plugin 방식인가요 ? 아닌 어떤방식인가요?
인젠트 Application API, DB API 및 두 방식을 혼용한 Hybrid 방식 모두 지원합니다.

질문
[질문] 중소기업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하는데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개발환경 등 여러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젠트에서는 대다수의 기업 환경에서 어떠한 특장점
을 가지고 클라우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중소기업 대상으로 Open API나 문서중앙화, 파일관리 등과 같은 SaaS 서비스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객은 멀티테넌트 구조에서 신속하게 인젠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월 과금 형태로 트랜잭션량에 맞는 Tier를 선택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 Cloud Native Application 구축시 엑스퍼DB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인젠트

eXperDB의 고가용성 기술과 다양한 클라우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 기술지원을 이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eXperDB의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술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동확장을 통해 관리자의 개입 없이 유연하게 확장하고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함으로써, 클라
우드 환경이 가지는 유연성을 가장 극대화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구축 시에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를 통해 대량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특정 한시 기간에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마이데이터 MSP 서비스는 구독형태로 공급되나요? 그렇다면 요금체계는 월인가요? 연단위인가요?
그리고 서비스는 구독하면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패키징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안녕하세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제공자 기관을 위한 구축형 서비스의 의미로 MSP이며, 월단위로 서비스 가능합니다.

질문
[질문] 한국 및 중국, 홍콩 등의 아시아권 이커머스 사이트, 물류 시스템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규모에서의 적용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스템
과의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인젠트

이커머스, 물류 시스템 관련 eXperDB의 대표 구축사례로 SSG.COM 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SSG.COM은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한 사례인데요,
이커머스 서비스 특성 상, 특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AWS)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메인 업무를 온프레미
스 기반으로 Oracle에서 eXperDB로 운영하여 쓱데이라는 온라인 이벤트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한 사례 입니다.
이벤트 기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대비하여 고가용성을 구성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동 확장과 Read 업무의 부하분산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다수의 노드가 병렬 스케일 아웃 될 수 있도록 하여, 이 기술은 2020년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SSG.COM 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커머스, 물류 레퍼런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LF몰 사례로, Oracle ERP의 부하 해소와 물류, 유통, 이커머스, POS 데이터를 eXperDB
로 구축했습니다.

질문 [질문] 혹시 AWS외에도 지원되는 클라우드는 어떤건지, 그리고 또는 클라우드별로 어떻게 기능별로 지원되는지 알수있나요 
인젠트 안녕하세요. 마이데이터 연계 솔루션은 네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이 아니므로, AWS 외의 클라우드에서도 구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그래도  lift and shift cloud migration 이 애플리케이션 수정이 필요없고, HW 변경도 적고 AD 같은 보안요소의 이전도 쉬워서 좋은 선택이 아니던가요?

인젠트
온프레이스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시 lift and shift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맞습니다. 다만 클라우드로 전환 시 제약사항(예를 들면 라이선스 문제와 같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오픈소스로의 전환이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 사용시 기존 대비 ROI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시작시 ROI 예측치가 나와야 상부 보고가 가능할텐데요.
인젠트 안녕하세요. 인젠트 마이데이터 연계 솔루션을 활용한 고객별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ROI 예측될것으로 보입니다.



인젠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내 1금융권에 채택해 사용되고 있는 동일 엔진을 기반으로 API Gateway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대량 트랜잭션 처리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클라우드 시스템과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별도의 온프레미스 보안 솔루션과 함께 운영하는 것
이 좋을까요?

인젠트 트래픽 진입경로 등 다양한 설계에 따라 통합 보안솔루션 운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보안 문제가 리스크로 여전히 존재하는데 귀사에서 고민하신 대응 부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안녕하세요. 마이데이터 연계 솔루션 측면에서 보안 문제는 별도 전문기업을 통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클라우드 DB의 실시간 통합관제 및 가용성,성능분석 지표등을 한눈에 볼수있는 대시보드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 자체적으로 통합관리 및 전용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하여 관제가 가능합니다.
인젠트 CSP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과는 다른 도구입니다.
질문 [질문] 시스템에서 보안 이슈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안녕하세요. 마이데이터 연계 솔루션 측면에서 보안 문제는 별도 전문기업을 통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솔루션 구축 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컨설팅까지 제공해주시는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금융/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기반 마이데이터 MSP 서비스는 금융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사업자, Open API 서비스를 위한 API Portal 및 Gateway 제공 등 입니다.

질문 [질문] 엑스퍼DB에서도 HA 구성을 지원하지만 엑스퍼DB와 Postgresql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엑스퍼DB의 HA는 Postgresql HA가 아닌 다른 기술로 제공되는 것인가요?

인젠트
DBMS 간 복제 기능은 PostgreSQL의 Streaming Replication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용성 향상을 위한
Auto Failover 등 확장 기능 구현에 인젠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질문
(질문) 오픈소스를 운영할때, 유지보수, 용량관리, 보안취약점 대응중에서 저는 경험적으로 &quot;유지보수&quot;가 제일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중인
오픈소스에 버그 또는 성능 이슈가 있을때
 어디에 기술적인 상담 및 답변을 받을 곳이 없어서,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질의/답변받거나, 제가 직접 해당 버그를 제출하여 contribute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

인젠트

오픈소스 DBMS는 상대적으로 문서화가 취약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다 보니 당연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업체와 협업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문 업체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커뮤니티를 통한 솔루션 제공 또한 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오픈소스 db로도 active-active 구성이 가능할까요 ?

인젠트

3rd Party 툴에 따라 Active-Active 구성이 가능하나 아직은 해당 기술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AC 대비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픈소스를 통한 고가용성 구성 시 이점 또한 존재하고 현업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perDB는 고가용성 구성 시 읽기 및 쓰기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Active 서버와 읽기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Hot-Standby 서버 구성을 권장하며, 자동 장애 복구 및 자체
적으로 Proxy 서버를 통해 Load Balancing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 IT시스템 (심사)요건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 설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갖춰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젠트 솔루션이 해당 요건을 다 구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안녕하세요. 인젠트 마이데이터 연계 솔루션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 기관을 위한 구축 솔루션입니다. 고객사에서 해당요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마이데이터 등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 방안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높은 처리 속도와 실시간 분석과 관련하여 인젠트의 차별화된 지원은 무엇인지요?

인젠트
MyData Shield 제품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며 마스킹,암호화,가명화,익명화 등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Public Cloud별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합니다.

질문 [질문] 엑스퍼DB 사용시 PostgreSQL 서브스크립션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는 PostgreSQL 기반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지원 기능에 따라 Standard, Enterprise Edition으로 나뉩니다. eXperDB는 Subscription
정책으로 시간 단위 베이스인 Care-pack service를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포뮬라는 웹, 모바일에서 사용가능한지? 다양한 산업군 특히 공공분야에서도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Formula for Web 버전이 개발 완료되어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젠트 현재 민원창구에서 발생하는 서류를 전자서식화 하여 적용하면 상당한 양의 종이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클라우드로 가면서 모니터링이나 관제에 변화가 많아 져야 하는데 이런 관제를 클라우드에서는 옵져빌리티를 이용하는데 이런
옵져빌리티를 이용해서 인젠트같은 db도 통합관제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DBMS 및 시스템 영역의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HA 구성 시 구성된 클러스터별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PostgreSQL 전용 GUI 모니터링으로서, PostgreSQL 의 성능 지표를 수집하고, 실행되고 있는 Query에 대한 SQL
상세 모니터링을 통해서 튜닝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올 하반기 웹 버전의 모니터링도 지원 예정 입니다.

질문
[질문]타사에서 EXPERDB로 마이그레이션시 여러계열사로 복잡하게 연계된DB는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가 복잡하고 키값길이 지원제한여부등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와 연관된 부분으로 우선은 모델 표준화 및 데이터 정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질문]experDB로 마이그레이션시 데이터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능통합으로 운용비용절감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절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기본적으로 상용 제품 대비 5년 TCO 기준 80% 이상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eXperDB는 통합관리,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CDC와 같은 다양한 써드파티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기능을 별도로 도입하는 경우와 대
비하여 비용적 이점과 관리 및 운영 편의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DBMS 자체적으로도 라이선스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상용 제품 대비 현저하게 낮은 TCO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용 DBMS는 익숙하기 때문에 개발 공수 또한 낮은 것이 사실이나 eXperDB의 경우 ANSI 표준을 강력히 준수하기 때문에 표준 구문에 익숙한 개발자라면 손쉽게
Application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젠트에서는 개발자 및 사용자 전문 교육도 수행하고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mssql -&gt; 오픈소스db로 이관하는데 쉽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

인젠트
eXperDB의 경우 이기종 DBMS에서 eXperDB로의 전환 시,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 데이터의 자동 전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
며,

질문 유럽의 GDPR, 미국의 CPRA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우리나라에는 무엇이죠?
인젠트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금융) 마이데이터가 진행 되었습니다.대응되는 법으로는 데이터 3법으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개정되며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질문) 업그레이드/마이그레이션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류 또는 사고 시 대처 가능한 솔루션은 어떻게 되며,담당자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랜섬웨어/해킹 공격, 장애상황시 서비스 복구 측면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클라우드기반 MSP 서비스를 받으시면 서버 보안이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적인 서버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포뮬라는 개발비 절감에 필요한 서비스(서식 재개정, 포르세스 변화관리 등)를 제공하는지 궁금하며, 어떤 방식을 이용해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젠트
서식 재개정이나 프로세스 변경 되었을때 전사서식의 작성방법등를 룰로 만들 수 있는 작성 도구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단지 포뮬라를 사용하면 단말,전자서식클라이언트,전
자서식 등을 수정하고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와 AI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보이는데 인젠트에서는 마이데이터와 AI 연계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젠트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겨 데이터분석 후,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는 모듈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ETL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고객사가 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한 경우를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배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만으로 인젠트의
서비스 제공를 제공하시는 것도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안녕하세요. 마이데이터 연계 솔루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구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 사업에 앞서 정보 제공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이나 준비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현재는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권(은행업, 보험업 등) 기준으로 의무제공이 전면시행되었습니다.타 업권으로도 금융마이데이터와 유사하게, 보안사항과  API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가 오픈소스 DBMS 분야에서 기술 리더가 될 수 있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인젠트
가장 큰 요소로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여러 오픈소스 DBMS를 두루두루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장 완성도 높고
안정적인 DBMS를 선정한 후 깊이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는 보상이 중요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마다 각기 다른 보상이 이뤄지는 쳬계로 설계가 된 것인가요?  
인젠트 마지막 단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현재 출시된 MSP 서비스인 Provider, Collector 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아마도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서 제공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DID 신원증명을 도입하면 더욱 보안이 강화되고 해킹의 위협을 회피할 수 있을 듯 한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지요?

인젠트 DID 기술 활용 및 도입을 위해 검토 중입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의 eXperDB가 타사의 오픈소스 DBMS와 비교하여 지니는 우수한 성능과 고유한 성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인젠트 가장 큰 차별성이라면 단순한 DBMS가 아닌 DBMS 플랫폼으로서 DBMS  코어기능 외적으로 현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부분입니다. 
질문 질문] 향후 오픈소스db시장의 로드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클라우드나 DT기반의 연계가 궁금합니다

인젠트

이미 CSP 사에서 DBMS 서비스들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인젠트 eXeprDB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가능 하도록 CSP 마켓플레이스, 설치형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클라
우드 환경에서
솔루션 제공을 위해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eXperDB 플랫폼 확장과 전문 솔루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업무,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픈소스 DBMS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에서 파악한 국내 마이데이터 이행율은 몇%으로 보는지요? 그리고...왜 마이데이터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인젠트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단계이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quot;전체&quot;라는 것은 규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제 3자에게 전송요구해도 그 요구를 기업의 기밀이 포함되어있다며 거부해도 그만 아닌가요?
인젠트 정보주체가 제공한 데이터의 범위라면 제공해야하겠지요..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서비스 신규 도입이나 구축시 사전 컨설팅이 중요해 보이는데 실제 현업에서, 컨설팅의 비중이나 중요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메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이나 비용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인젠트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사업자 시스템을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하는데만 8~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집된 마이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델링된 결과를 어떻게 서비스할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질문 [질문]ExperDB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기반 수평노드 확장 및 프라이빗 노드확장 기능등이 서비스 중단없이 가능한 고가용성을 제공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는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Active 서버와 다수의 Hotstandby 서버 구성으로 HA를 지원하며, 병렬 방식의 Scaling-out, 서비스 중단 없는 무제한 확장을
지원합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마이데이터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MSP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인증, 사설인증,
개별인 증 등과 같이 인증과 외부기관 기관의 환경에 맞는 데이터 제공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안녕하세요. 인젠트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는 인증과 외부기관 연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리얼타임 데이터 전송 및 동기화를 통해 DR센터를 구축할 경우 DR절체 시간과 서비스임팩트는 어떠한지 문의 드립니다. 

인젠트
1차 적으로 운영시스템을 이중화하여 가용성을 높이고, 운영시스템과 실시간 동기화를 통한 DR 구성으로 가용성을 한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HA 구성된 운영시스템에 모두 장애상황이 발생하여 DR을 통한 복구가 불가피할 때, DR 시스템으로 즉시 서비스 가능한 환경이라면(WEB/WAS 등 연동되어) 설정에 따라 짧
게는 15초 이내에도 서비스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질문 [질문] 오픈소스 DBMS로의 전환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인젠트
오픈소스를 전환하는데 가장 큰 우려점 중에 하나가 기술지원 측면입니다. 그러한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eXperDB는 기업, 기관 내 오픈소스 DBMS 운영 최적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조사 전담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문 [질문] eXperDB는 국내외 cloud 서비스 지원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AWS, KT-Cloud, Azure, NCP 등 다양한 클라우드 구축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명/익명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솔루션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MyData Shield 제품으로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젠트 http://www.inzent-mydata.com/ 사이트에서 무료체험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이데이터 관리 등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방안으로 인젠트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젠트 클라우드기반 MSP 서비스를 받으시면 서버 보안이나 웹방화벽,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종합적인 서버보안 및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제가 근무 중인 곳의 사업 분야는 의료인데 오늘 세미나에서도 1단계로 3단계인 금융, 1.5단계인 공공과 통신보다 아직 낮은 단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의 고객사들을 지원해 보신 경험으로 판단하실 때 앞으로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인젠트의 의료 분야 고객사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의료분야는 정부주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진행중인것으로 아는데 금융과 마찬가지로 전송요구권을 통한 3단계의 마이데이터 유통이 가능할까는 의문입니다. 병의원간에
진료기록에 대한 제공과 활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질문 [질문] Oracle을 PostegreSQL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기존 함수값에 대한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젠트
eXperDB는 Oracle에서 전환 시, 기존 종속된 함수를 표준 SQL로 전환합니다. PostgreSQL 경우 표준 SQL을 가장 높게 준수하고 있어, 전환 후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소
요되는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질문
[질문] 인젠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DID 신원증명을 도입하면 더욱 보안이 강화되고 해킹의 위협을 회피할 수 있을 듯 한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지요

인젠트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자료들을 수집하고자할때 고려해야될부분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인젠트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무엇을 할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결합을 통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결합 사업권을 인가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질문] 말씀하신 기관 내 오픈소스 DBMS 운영 최적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조사 전담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 뿐만 아니라 전문가 육성교육 등 서비스도 제공하나요?
인젠트 네 맞습니다.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어, 교육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질문
(질문) 수많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경우 보안취약점에 따른 패치 및 서버 프로비저닝과 같은 업무영역들은 자동화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치나 프로비저닝의
 과정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해당 건은 DBMS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 [질문] Public Cloud에서의 Backup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지와 데이타 정합성 부분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젠트
Local 및 원격지 백업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태에서 전체 및 증분 백업, 파라미터 변경, 트랜잭션 롤백, 장애 발생 시점 또는 특정 시점으로의 복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CSP에서 제공하는 백업 및 스냅샷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마이데이타의 Restful API에 대한 표준 같은 것은 없나요? 서비스 제공자마다 모두 다른 REST API를 사용한다면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젠트 안녕하세요. 인젠트 마이데이터 연계 솔루션은 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위한 구축형 서비스이며, 표준API를 통해 연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내부 Roi 산정할 때 어떤 항목들이 필요할까요.
인젠트 안녕하세요.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금융권에서 오픈소스DB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운영 장애시 장애처리 및 지원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젠트는 장애지원을 보증할 수 있는지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긴급 장애 발생 시 24*365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perDB는 30명 이상의 내부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장애 심각도에 따라 방문지원 등 신속하게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의 Care
Pack 서비스 기반의 엔지니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내 금융사 대상으로 Reference Site가 있는지요?
인젠트 하나금융그룹 표준 오픈소스로 선정되었고, 기존 업무 및 신규 업무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 다수의 금융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는 데이터마트처럼 구성해서 제공하는 구성인지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성해서 구축하는지요
인젠트 안녕하세요. 인젠트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제공기관을 위한 구축형 서비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반대로 탈중앙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요?
인젠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록 규제나 관리의 빈틈이 생길 수 있으며, 유출의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질문] API 등을 활용한 Legacy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버전 Update 시, 안정적인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변경작업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인젠트 안녕하세요. APIM 솔루션을 활용하여 API를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젠트 APIM 제품에 대해서 인젠트 홈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정보보호시스템의 경우 어떤 유형(웹방화벽, SIEM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지? 제공해 주시는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의 확장 계획은 없는
지?

인젠트 안녕하세요. 인젠트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제공기관을 위한 구축형 연계 서비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인젠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시, 산업별,기업별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가공과 중요 항목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 등 지원도 가능한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제공자의 중계 인프라 등 어느 단게까지 커스텀마이징 가능한지요?

인젠트 마이데이터 연계 솔루션으로, 데이터 소유 권한이 없으므로, 가공과 중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오픈소스 db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암호화처리하는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는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플랫폼 내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젠트 암호화 제품의 암호화 방식은 Application API, DB API,
 그리고 두 방식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는 DID기술을 활용하여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가요?
인젠트 여러가지 고민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질문] DBMS Kernel 레벨에서의 암호화 및 접근제어 기능도 제공하는지와, API 로 암호화/접근제어를 구축 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기존 DBMS에 적용하셨던 보안 솔루션을 eXperDB에도 적용하실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는 데이터 암호화를 제공하며, 암호화 방식은 Application API, DB API, 그리고 두 방식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제공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암호화 제품이 있으실 경우 PostgreSQL과 호환된다면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B접근제어의 경우 최근 오픈소스 DBMS 활성화와 발맞추어 현업에서 사용율이 높은 오픈소스 DBMS는 대부분 지원하여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사 솔루션인 eXperDB 또한 DBMS 엔진은 PostgreSQL을 활용하여 잘 알려진 대부분의 솔루션과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보안에 대한 신뢰성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용하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INZENT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보안관리체계와
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인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인젠트의 마이데이터 MSP 서비스는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사업자를 위해 정부 규격에 맞는 인터페이스와 보안규격을 준수합니다. 인젠트 자체의 MyData 서비스는 준비중입니다.  
질문 질문] 기업에서 오픈소스와 PostgreSQL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인젠트

오픈소스 DBMS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과 확장성, 클라우드 전환일 수 있겠는데요,
PostgreSQL 기반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인 eXperDB 도입을 통해 DBMS 운영 시 필요한 운영, 관리 솔루션들을 하나의 채널을 통해 운영하여 운영 편이성 및 효율성, 그리고
비용절감 이점을 확보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시 특정 벤더의 종속성을 탈피하고 보다 유연한 환경에서 다양한 신기능들을 이용하여 PostgreSQL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데요,
eXperDB의 다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한 전문 엔지니어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오픈소스를 운영하여 추후 점진적으로 기업 내 다양한 서비스를 오픈소스

질문 질문] 오픈소스 DBMS 구축시에 고려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요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젠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민감정보를 암호화 하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할 때 비식별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픈소스와 상용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질문 질문] 개발자가 향후에 사용하고 싶은 DBMS가 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젠트에서 제공하시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인젠트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에 적합하고 친숙한 DBMS가 무엇인지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을 높게 준용하고 있어, 타 시스템과의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는지, Application 개발 시 개발 공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PostgreSQL 경우 오픈소스 DBMS 중 ANSI/SQL 표준을 가장 강력하게 준수하고 있어 Application 개발 공수 및 수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젠트의 경우 PostgreSQL 기반으로 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PostgreSQL을 보다 최적화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
으며,
필요 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고객 환경에 적합한 운영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기술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는지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엑스퍼DB 가 빅데이터에서 강점이 많은거 같은데요~ 영상기반 데이터들에 대한 DB 로 사용할때,  타DB 대비 가정 큰 이점들은 어떤 이점과,
고사양 시스템들로 이전할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할떄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 및 PostgreSQL의 공통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다양한 large Object에 대한 저장 방안, NoSQL 데이터 타입 지원, 다양한 인덱싱 및 검색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자체 마이그레이션 툴 활용을 통해 신속/정확한 이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 이후 정합성 리포트를 제공하여 이관부터 검증까지 단일 프로세스로 자동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보안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보안 문제가 핵심이니까요.

인젠트
하이브리드 MSP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On-premise에 저장합니다.
인터텟망에서 송수신하는 부분은 Public Cloud 기반으로 구축하고 실제 개인정보는 On-premise에 저장하는 구조라면 문제될게 없지요.. 최근 AWS OutPost 제품이나 다른
CSP 벤더에서도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위해 On-premise 환경에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서비스 연속성을위해 이기종DBMS의 데이터변환 및 이관을 자동화기능으로 제공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문의하신 요건과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차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CDC를 활용해서 이기종 DBMS 간 실시간 동기화 및 병행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젠트 세션에서도 나오겠지만, eXperDB 자체적으로 CDC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나 더 확장된 CDC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중입니다.
질문 [질문] 기존 DB 에서 eXperDB 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왜 해야하는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도입검토는 사전에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평가해야 할지요

인젠트

클라우드 전환 시 특정 벤더의 종속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기술 접목과 시스템 기능 확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점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상용 DBMS에서 오픈소스
DBM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 구축 전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업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DBMS에서 사용중인 SQL 기능, 데이터 타입, Object, 데이터 연계 방
안 등을 분석하여 대응이 가능한 DBMS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greSQL은 가장 오랫동안 발전해 오고 있는 진보적인 오픈소스 DBMS로 손 꼽히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Enterprise급 DBMS 입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상용 DBMS를 이용한 확장에는 비용적, 기술적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특히 Oracle의 경우 클라우드에 구축 시 라이선스 등 제약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Scale-Up과 Scale-Out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분산처리가 가능한 Scale-Out입니다.
eXperDB는 클라우드상에서 제약없이 자유로운 Scale-Out을 제공하고 병렬 자동확장을 지원하여 대량 데이터 및 대량 트래픽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아키
텍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젠트 자체적으로 기술지원 조직을 운영 해 장애 발생 시 안정적인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멀티 클라우드의 경우, Azure도 이용하고 AWS도 이용하지만 Azure 부분과 AWS 부분이 직접적으로는 서로 무
관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까요?
멀티 클라우드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젠트

멀티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한 형태입니다.
업무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둘 이상의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경우,
메인 시스템은 온프레미스에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경우 등 요건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명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eXperDB는 Oracle또는 상용DB와 성능 비교에 관련한 안정성 지표나 결과 자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젠트 오픈소스 도입 시 아직까지는 성능에 대한 신뢰가 다소 부족하여 다양한 BMT 및 PoC를 수행하여 리포트화 한 자료가 있습니다.
질문 (질문) 자기도 모르게 수집 및 취급되는 개인 정보 및 기타 관련 데이터가 해킹 등 보안 사고로 유출된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자는 어떤 재를 받게 됩니까?
인젠트 유출 범위등을 금융당국의 검토 후 손해배상책임이 이행 되기도 합니다.
질문 관계형 DB, 그래프 DB 등 서로 다른 형태의 DBMS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지요?

인젠트
업무 형태와 특성에 따라 최적의 DBMS를 선택하여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두 DBMS 간 필요에 의해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의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데이터를 NoSQL DBMS에 적재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eXperDB로 구축한 Data Mart에 저장하는 등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질문 [질문] 마이데이터의 경우 수많은 사이트에서 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는지요?
인젠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해주면 좋겠죠.. 정부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유통 현황에 대한 정보주체의 관리기능도 조만간 선보일것 같긴 합니다.
인젠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주체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기도합니다.
질문 [질문] expertDB가 cdc 기능을 제공한다면 기존 cdc를 expertdb를 사용한다면 마이그레이션만 하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 플랫폼에 포함된 기능은 제약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로드 밸런싱은 에플리케이션(혹은 컨테이너의 포드) 단위인가요?
인젠트 DBMS Instance 단위입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POD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질문] cdc는 source, destination이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있는데 때로는 source와destination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expertdb cdc 기능을 이용하면 가능한지요?
인젠트 말씀하신 것처럼 CDC는 기본적으로 소스와 타겟이 동일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질문]PostgreSQL의 단점중 하나가 메모리성능이 mysql간은 다른 RDBMS보다 떨어지는것인데 이에 대한 성능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PostgreSQL은 꾸준한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 부분 등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eXperDB의 경우 PostgreSQL 글로벌 기준으로 배포되는 업데이트에 따라 자체 검증을 거친 후, 버전 up 등을 통해 개선된 부분들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PostgreSQL을 오랜기간 연구해오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보다 최적화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성능 튜닝 등 기술 지원을 통해 제공해

질문 [질문]중소기업에서 주로 비용적인 문제로 오픈소스솔루션을 사용하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할경우 비용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오픈소스 DBMS 관점의 경우, 기술 지원, 유지보수 부분이 오픈소스 도입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문 기술지원이 가능한 오픈소스 전문 기업과의 협업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eXperDB는 PostgreSQL 오픈소스 기반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DBMS 운영 시 필요로 되는 다양한 운영, 관리 솔루션을 플랫폼화 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영의 편의성, 효율
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DBMS 입니다. 또한 오픈소스 DBMS를 활용하는데 있어 전문 기술지원도 Care-pack 기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솔루션 및 기
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유지보수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내부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육성하는 비용 투입 및 인력의 유출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
와의 협업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eXPERDB가 PostgreSQL기반으로 높은 안정성과 기능성을 제공하는 오픈소스DB인데 타사대비 안전성관련 차별화되는 기능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는 별도의 미들웨어 솔루션 없이 eXperDB에 포함된 Cluster 기능을 통해 HA를 구현하는데요,
eXperDB의 클러스터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 무중단 무제한 확장,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자동 확장, 자동 장애조치를 통해서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오픈소스 전문 기업으로는 전문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 신속하고 수준높은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DBMS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질문] INZENT eXperDB가 PostgreSQL 기반이면 오라클 DB도 어려움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eXperDB의 경우 오라클 뿐 아니라 이기종 DBMS에서 eXperDB로의 전환 시,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 데이터의 자동 전환을 제
공해 드리고 있으며,

질문 [질문]금융권에서 성공사례가 큰 베네핏인데요~ 보험사 부분에 실시간 계약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요?

인젠트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데이터분석을 통해 개인화 상품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 계약 파트보다는 홍보/마케팅으로 활용될 듯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길은 없네요..

질문
[질문] 금융기관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모니터링 부분인데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하는 모니터링과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나눠
져서 오히려 모니터링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서비스할 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젠트

DBMS 관점의 경우 eXperDB는 전용 통합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영역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된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PostgreSQL 전용 GUI 모니터링으로서, PostgreSQL 의 성능 지표를 수집하고, 실행되고 있는 Query에 대한 SQL 상세 모니터링을 통해서 튜닝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도화 작업을 거쳐 클라우드 환경에 용이하도록 웹 기반의 모니터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 인젠트가 SSG.com 프로젝트 관련하여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SSG.com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솔루션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인젠트

SSG.com 은 기존 메인 업무를 On-Premise 기반으로 Oracle에서 eXperDB로 전환하여 운영하던 중 쓱데이라는 온라인 이벤트를 기획하였고, 특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AWS)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 때 기존 On-Premise의 메인 시스템과 고객 정보 등 동일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주
요 이슈 중 하나였으며, 제품 판매가 시작되는 특정 시간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지 또한 주요 이슈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eXperDB의 실시간 복제 기능(Logical Replication)을 통해 On-Premise 데이터를 AWS로 누락 없이 실시간 동기화함으로서 On-Premise와 클라우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부하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까지는 시간적, 절차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정 조건에 부합할 시 관리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다

질문
[질문] 데이터 이상 감지와 장비 고장 예측 및 가동 중단 발생 예측을 위해 여러 기기로부터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것에 관심이 있는데 잠재적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장애에 대해 어느정도 확률로 장애 감지
 및 장애예방이 가능한지 수치적인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인젠트

장애 감지에 대해서는 100%에 가까운 수치로 탐지합니다.
장애 예방은 정의하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정량적인 수치 제공이 어렵지만,
장애 예상 포인트에 대한 임계치를 타이트 하게 설정할 경우 높은 확률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U 사용량이 90%일 때 장애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CPU 사용량이 80%일때 경고하는 것 보다는 50%일때 경고하는 것이 장애 예방 확률을

질문 INZENT eXperDB 은 결국 오라클db를 대체 하는 것인가요? 클라우드 전환시 사용중인 모든 DB를 eXperDB로 구축하면 안정성, 성능을 확보 가능한가요? 

인젠트
eXperDB 기반인 PostgreSQL이 오라클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환한 사례도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eXperDB가 오라클 전환을 타겟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라클 외에 국내 제품으로는 Tibero와 CUBRID, 오픈소스로 MySQL 및 MariaDB, 상용 제품은 SQL Server까지 잘 알려진 대부분의 RDBMS를 모두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