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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   이기종 DBMS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의 변경작업을 단일문서로 처리

●   분산 DB에 변경 시 정합성 보장을 위한 통합 Transaction 관리 기능

  

이기종 DBMS 통합 

SR연계

●   별도 CLIENT 설치가 필요 없는 WEB 기반의 GUI 지원 

●   3-Tier 구조로 사용자 PC와 DB간 DB접속 불필요

   → 네트워크 및 DB접근통제 가능, 보안정책 수립이 용이함

●   SR시스템 연계를 위한 Adapter 지원

스케줄러 ●   결재 완료 후 요청한 시간에 실행하는 스케줄러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   대량 SQL 일괄 입력 지원(Copy/Paste, Excel Upload)

●   자동 Parsing 후 개별 SQL 자동 목록화 지원

●   SQL Parser에 의한 원장 테이블 여부 자동 인식

●   원장 테이블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능 제공

●   원장 테이블 작업 시 별도 결재 프로세스 정의 가능

SQL입력 

원장관리

●   관리자에 의한 결재선 편집 기능 제공

●   작업 전/후 결재선, 선실행 후 결재 기능 제공

●   다건 변경 시 업무 외 시간 실행 등 실행 시간 통제

결재

●   PLAN COST 임계값 설정, 초과하는 SQL 차단

●   적용건수(row수) 제한

●   실행시간 과다 SQL 통제

●   UPDATE, DELETE시 where 누락 SQL 차단 지원

●   UPDATE, DELETE시 PK조건 누락 SQL 차단 지원

장애 및 부하 방지

●   배치작업의 변경 전/후 데이터 기록을 위한 연계용 API 지원배치작업 로깅

●   사용자 별 DB 별 작업 권한 관리 기능 제공권한관리

●   데이터 복원용 SQL 생성 복원

●   테스트 실행 전 PLAN COST값 검사 단계에서 확인구문검사

●   SR연계 보고서를 생성하여 데이터 변경작업의 타당성 확보, 감사에 대비

●   DBinside에서 생성된 보고서를 그룹웨어 등 고객사 결재시스템과 연계 가능
보고서

●   INSERT SQL: PK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1 row만 기록

●   결재자 변경 전/후 데이터 사전 열람 지원

●   DELETE/UPDATE SQL: 변경 전/후 데이터 조회를 위한 SQL 자동생성

변경 전/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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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대응

DBinside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대내외적 감사에 

완벽한 대응으로 Compliance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변경에 대한 보안 강화 

DBinside는 민감정보(예: 원장)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고 변경 요청을 분석하여 각기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SM 등의 SR시스템과 연계하여 프로세스 통합과 작업근거의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계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변경 전/후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사전/사후 결재라인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조직의 통제 정책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장 변경 업무 투입 비용의 절감

원장변경 요청/승인, 변경 전/후 데이터 화면 캡처, 하드카피 보관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시스템화 합니다. 원장변경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장변경 Room을 운영하는 등 투자되던 

물리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치작업에 대한 변경데이터 기록

대량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배치작업의 경우 별도의 배치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어 변경 전/후 데이터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및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DBinside는 배치작업과 연계하여 변경 전/후 

데이터를 기록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Introduction
대부분의 조직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관리와 제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원장데이터와 같이 민감한 

정보는 내부통제 정책에 따라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변경을 통제하고 감사증적을 보관해야 합니다.

중요데이터, 전산원장변경 결재 감사관리 솔루션

DBinside

특장점

Concurrent and parallel processing of extraction,
conversion and loading
Applied to large DBs of Nonghyup, Kookmin Bank,
Korea Development Bank, LG U Plus & KEPCO

Automatic ID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pattern
recognition User-defined script tool
Supporting Hadoop adapter

보안성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1

3 호환성 4 전문성

2안정성

DB계정을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변경 처리
사용자 세션 암호화(SSL)지원
변경 전/후 데이터 자동 기록 보존
SR연계 통합 보고서 제공

삼성카드, 삼성증권, 동부화재, NH농협생명, 
한국장학재단, 유안타증권 등 도입
3-Tier 아키텍처로 작업의 안정성 보장
부하유발 SQL 사전 검증 및 차단
사전 테스트 실행 후 결과 자동 첨부

Oracle, Sybase ASE, MS-SQL, DB2, Altibase 
등 다양한 DBMS 통합관리 지원
SR시스템 연계를 위한 Adapter 지원
사용자 접근성이 뛰어난 웹 GUI 제공
Gateway 기반 DB접근제어 솔루션과 
상호운용성이 뛰어난 아키텍처

DB와 Data 보안 전문업체의 노하우로 
차별화된 보고서 지원

구성도

DBinside를 통해 현업의 요청

사항을 그룹웨어로 전달 받아 

문서 작성

그룹웨어

결재라인지정

협업 부서

수정 사유

수정 요청 내용

테스트 실행

APPROVAL

수정 사유

변경 SQL

SR연계번호

테스트실행 결과

DBinside Target System

기안 부서 현업요청(SR) 작업내역 SQL기획 부서 감사 부서 사후 감사 자료 제공

데이터 변경 내역 제공

데이터의 의미적 무결성 보장

문서 내용 검토

변경안건 사후추적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