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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계정계 원장보정시스템 설계구축에 한 연구      

 시뮬 이션 분석

송 재 문 , 정 병 수°

A Construction Design and Simulation Model Analysis of  

Electronic Banking Account Ledger Calibration System  

Jai-Moon Song , Byeong-Soo Ju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00:00∼00:30까지 온라인 업일자변경 작업 등으로, 일시 으로 단되는 융권 온라인 계정

계 업무에 하여, 고객원장의 복제보정 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토록하며, 배치작업은 별도의 배치서버에서 수행

하고, 원장 업데이트는 Center Cut 는 온라인 서버로 송해서 처리된다. 따라서, 온라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융 산업무의 시뮬 이션 결과, 단 1 도 단 없이, 각 계정 과목별 온라인 원장의 요한 시 정보인 00:00분

( 업일자 원장)에 하여 배치원장과 백업원장을 안 하게 확보하 다.

Key Words : On-line Account system, placement server, Center cut, batch director, backup director 

ABSTRACT

  Based on this paper, in case of the on-line account system in finance industry temporarily stops working 

because of the on-line data change from 00:00 to 00:30, it conducts in extra placement server and the director 

update is carried out via center cut or on-line server to make the service possible through customer director 

reproduction revision. So, from the simulation result in financial operating system, We retain the batch director 

& backup director securely about the important time data in each account classes on-line director without even 

one second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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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융권 온라인 계정계 시스템에 용되고 있는 

Transaction 형태는 고객이 업 을 방문하여, 텔러

가 업  단말기를 이용한 면거래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 인터넷뱅킹 거래, 텔 뱅킹 거래, 모바일 

뱅킹거래 등 고객이 직  거래하는 비 면 고객의 거

래형태로 구분된다.

  한 비 면 거래에는 산센터에서 직 거래를 발

생하는 Transaction 형태
[1]
로 DLB(DeLayed Batch : 

지연갱신
[2]

)방식
[3]
의 O/S(Operating System) 

Middle-were Utility
[4]

 등을 이용한 거래, 배치서버를 

단말형태로 구축[5]하여 코어뱅킹 서버에 자료를 송

하여 처리하는 거래 등이 있다. 이러한 면 거래, 비

면 거래의 모든 온라인 거래는 장애를 비하고, 회

계 련 작업 등을 하여, 통상 24:00(00:00분)정각 

시 을 기 으로 하는 데이터 확보가  요건이

며, 융기 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 시간 에는 은행

의 온라인 계정계 업무에 한 서비스는 일시 으로 

단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여기서 24시간 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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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업무 단시간

(매일 00:00분 

부터)

동시간

주요작업내용

신◯은행 약 1분 40  
일자변경 후 최소한 

거래수행

하◯은행 약 2분
일자변경 후 최소한 

거래수행

우◯은행 약 15분
일자변경 후 최소한 

거래수행

IB◯

◯업은행
5분∼7분 

일자변경 후 최소한 

거래수행

N◯

◯ 은행
약 30분 

일자변경 후 

여신업무배치수행

K◯

◯민은행
약 15분

일자변경 후 최소한 

거래수행

가능한 카드승인 시스템은 FEP(Front End Processor)

시스템으로 계정계 온라인 시스템의 처리방식과 다른 

행승인 등을 이용하여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의 특정 A은행의 를 보면, 24시간 365일 

무정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하

지만 세부  운  실태를 보면 00:00∼00:30까지 

약 30분간은 온라인 일자변경, 회계 련 업무별  

Count shift 수행, 시스템 테이블 Dynamic save,  비

인계 테이블의 initialization를 포함하는 시스템작업  

업무 련 배치작업으로 약 30분간 코어뱅킹 시스템

의 온라인 서비스가 단될 수밖에 없는 실이다. 

그것도 매주 월요일 00:00에는 온라인 시스템 로

세스를 완  Terminate후에 온라인 로세스를 

01:00분에 재 기동 Set-up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

정계 코어뱅킹 온라인 시스템의 단은 실제로 1시

간 이상 소요된다. 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

지는 코어뱅킹 시스템의 온라인 운 과 련되는 

각종 Middle ware를 포함하는 Program과 DB 등을 

리하는 시스템 로세스를 No-Terminate로 처리

하여, 00:00분에 온라인 종료하고, 00:30분에 다시 

재 기동 Set-up하면 실제로 30분 이상 서비스가 

단된다.

  매주 월요일 00:00에 실시되는 온라인 시스템 완  

Terminate 시간 의 시스템 련 작업은 VALTAB 

(Validation Table)[6], SIBGEN(System Information 

Base Generation)
[7]

, 코어뱅킹 시스템과 주변기기(디

스크, 멀티호스트를 지원하는 XPC라는 공유 메모리 

등)[8]들의 로세스를 Set-up하는 시간동안 1시간 이

상 온라인 융 업무가 단될 수밖에 없다. 그럼 특

정 A은행의 코어뱅킹 시스템의 일일 온라인 운 시간

의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 1.  일일 온라인운  시간
Fig. 1. Operating hours daily online

  여기서 국내 융권의 온라인 일자 변경시에 코어

뱅킹 온라인 시스템의 서비스 단시간을 평일 기

으로 알아보자.

표 1. 국내 은행 서비스 단시간 황
Table 1. Status of domestic banks downtime 

  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일 00:00분 ·후로 은

행들은 온라인 일자변경 련 작업을 수행하기 하

여 짧게는 1분 40 , 길게는 30분정도 되는 시간동안 

융기 의 온라인 서비스가 단됨으로, 고객들 입장

에서는 동 시간 에는 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에 있다. 여기서, 융기 별 사용하는 

산시스템(메인 임, 유닉스 서버 등) 환경과 

임워크 종류, 그리고 업무 처리 로세스 구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융기 별 업무 단시간에 차이가 

있다.

  24시간 365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융

기 은 무정지 시스템을 지향하는 체제로서 특정시간 

구분 없이 내부 인 회계처리와 수익 리를 한 정

보계 후선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시 복

구와 처 방법의 한 Recovery 방법은 물론, 순차

인 코어뱅킹 시스템의 온라인 Set-up 작업으로서 

융 서비스를 재가동하기 한 모든 처리과정은 복잡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온라인 거래일자의 기 이 되는 

00:00분의 원장의 시 정보인 업일자 원장은 원

가결산, 회계 정합성을 한 계정 원장의 Cross 

Check, 일일 데이터 검증, 각종 결산 작업, 후선 업무

를 한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 사 데

이터 하우스) 용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생성, 제

공하며 차후 장애를 비한 데이터와 원장 백업을 

비하기 해 반드시 업일자 원장을 확보하고,  항

상 장애를 비한 백업[9]을 시하며, 고객원장의 

DB(Data Base)처리는 원장의 정합성 유지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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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처리시 Commit[10] 처리로 종료된다. 

Ⅱ. 원장보정을 한 업무 설계분석

융기 의 업무는 크게 계정계(여신, 수신 등)업

무와 업  후선 지원업무(EDW 등)인 정보계업무

로 나  수 있다. 여기서 융업무의 심이 되는 

수신업무에 한 주요 요건설계 황에 해서 보

면, 

  ① 기능 심의 원장 구성  로세스 통합

  ② 고객 편의기능 확 로 사용자 증

  ③ 유지보수 편의성 확보

  ④ 원화/외화  통합

  ⑤ Multi Currency 용

  ⑥ 퇴직연  자산 리업무의 수신업무와 통합 등의 

주요수행과제를 도출하 다. 이는 수신업무의 업무

차  원장구조의 유사성, 유지보수의 효율성 등을 고

려하여 통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요구불 업무, 축성 

업무, 신탁  퇴직연 의 자산 리업무를 하나의 원

장으로 통합구성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시장변

화에 따라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환

이 가능하고, 원장 리에 효율 인 부분을 고려하 다.  

Ⅲ. 원장보정 설계구축

3.1. 설계 개요

각 과목별 온라인 원장의 요한 시 정보인 

00:00분의 정보는 원가결산과 당일 배치 작업에 사

용되고, 한 시 정보인 원장은 디스크 복제 솔루

션을 이용하여 별도의 배치서버로 송 작업을 수

행한다.

  야간에 수행되는 배치 Job은 DB원장을 갱신하지 

않으며, 차후 계리발생  원장 업데이트는 Center 

Cut[11] 는 배치 작업결과를 코어뱅킹 운 서버로 

FTP(File Transfer Protocol) 송해서 업데이트 처리

된다. 여기서 온라인 운 업무는 실시간 처리하면서 

동시에, 코어뱅킹 운 원장은 내부 DR(Disaster 

Recovery ;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복제하고, 내부 DR

은 다시 백업용과 배치 일용으로 복제하여 사용한다. 

복제된 배치 일 원장은 온라인 운 과는 무 하게, 

각종 일일 온라인 원장인 배치 일을 원장보정시스템

으로 생성하여 한순간도 온라인 운 이 단되지 않

는 진정한 무정지 시스템의 설계  구 을 해 다음

의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① 항상 일자 원장 이미지 보존으로 코어뱅킹 운

 시스템 DB 장애 시 즉시 복구가능

  ② 량의 데이터 백업과 야간 배치작업은 코어뱅

킹 운 시스템  타 시스템에 향을 주지 않

고 동시에 진행

  ③ 백업 는 배치작업 지연시 코어뱅킹 운  서버

에 미치는 향 최소화

3.2. 설계 방안

  완  무 단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

도록, 디스크 복제솔루션, 원장보정 아키텍처를 용

하여 코어뱅킹 온라인 일자변경과 련된 작업시, 완

벽한 다과목 24시간 365일 임워크 원장보정 아키

텍처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한다.   

원장 구축  DB설계와 련하여, DB 리자는 DB에 

한 논리  물리설계 사항의 이력 리와 변동사항

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 리를 유기 으로 실시하여 

DB구축상태와 문서화된 설계사항을 항상 일치시켜 

운용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변경 설계사항에도 히 

응해야한다.

  ① 새로운 업무 발생으로 테이블의 추가 시

  ② 기존업무의 변경으로 테이블의 분리, 합병, 삭제 

 테이블 컬럼의 추가, 삭제 등 변경 시

  ③ 테이블의 무결성 규칙  제약 조건의 변경  등 

온라인 운 과 독립된 배치시스템 형태로 구축

  ④ 이 화된 서버 구성으로 시스템 작업의 순차

인 수행

3.3. 시스템 구축

  디스크 복제 솔루션을 활용한 어 리 이션과 H/W 

Mirroring  임워크의 원장보정 아키텍처를 기

반으로 온라인 일자변경 /후 시 에 원장보정로그 

데이터를 생성하고, H/W Mirroring 종료 후 원장 보

정 작업을 수행하여, 완벽한 업일자 마감 이미지

를 확보하도록 구축한다

.

그림 2. 이미지 확보 코어뱅크 시스템 구성
Fig. 2. The image acquisition core bank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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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간 별 보정 진척도
Fig. 4. Hourly calibration Progress

  ① 코어뱅크 시스템의 온라인 원장과 내부 DR은 

항상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② 온라인 업일자 변경작업 3시간 인 21:00부

터 내부 DR과 백업/배치원장을 동기화 함

  ③ 온라인 업일자 변경을 해 내부 DR과 백업/

배치 원장을 분리함

  ④ 원장보정로그 방법을 활용하여 배치원장 보정 

수행

  ⑤ 배치 DB 기동 후 배치작업을 실시

  ⑥ 백업 DB 기동 후 백업장치(VTL : Virtual    

Tape Library)를 통해 백업작업을 실시

3.4. DB 원장 업일자(D-1일자) 확보

  업일자 원장 확보는 응용 임워크의 동  

모듈 교체 기능을 기반으로 무 단 모듈을 용함과 

동시에, 디스크 복제 솔루션과 임워크 원장보정 

아키텍처를 용하여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구성한다.  

  그 결과 24시간 365일 서비스 운 에 있어서 단 1

의 단도 없는 온라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온라인 운 일자 변경, 원장에 한 백업이미지  배

치업무 수행을 한 업일자의 D-1일자인 마감 이

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음은 24시간 365일 서비스

를 한 주요처리 사항을 알아보자.

그림 3. 24시간 365일 서비스 주요처리 흐름도
Fig. 3. Major process flow of 24hours 365 service

  ① 온라인 업일자 변경과 동시에 익 업일  거래

에 한 원장보정로그 시작(코어뱅킹 어 리

이션 거래 수행 시 DBIO 모듈에서 원장 

INSERT / UPDATE / DELETE시 Before 

Image를 원장보정로그에 장함)

  ② 코어뱅킹 DB와 배치 DB간 디스크 복제 종료 

 Split 수행 

  ③ 원장보정로그 데이터 생성 종료

  ④ 배치원장에 확보된 원장보정로그 보정처리하여  

   업일자 정 원장 확보

3.5. 보정원장 처리 차

  보정원장에 한 업무처리 차의 시간 별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며, 온라인 일자변경 시 인 00:00 시

의 시간 별 보정처리의 를 들어 정리해보았다.

 ① 코어뱅킹 시스템의 어 리 이션과 무 하게  

H/W Mirroring 시작

  ② 온라인 업일자 변경과 동시에 익 업일 거  

래에 한 원장보정 로그 데이터 생성

  ③ Mirroring 종료와 동시에 원장보정 로그 데이  

터 생성 종료

  ④ 확보된 원장에 한 원장보정 로그 보정 처리

  ⑤ 백업  배치 볼륨 확보를 해, 본 원장과 복제 

원장을 매일 21:00 이후 Data 동기화를 시작

  ⑥ 00:00에는 업 일자를 변경하고, 백업·배치원

장  분리

  ⑦ 업일자 변경 시 에 발생한 변경거래에 해  

     원장보정 로그를 활용하여 보정처리 한다.

  보정원장 처리과정에는 코어뱅킹 운  서버는 단 

없이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하며, 확보된 백업원장에서

는 백업작업이 수행되고, 배치시스템에서는 배치작업

이 수행된다.

3.6. 원장보정

3.6.1. 원장보정 방법

  코어뱅킹 온라인 업무용 서버와 배치 업무용 서버

를 별도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일자 마감 이미지 

데이터 상의 배치업무는 배치서버 역에서 수행함

으로 인하여, 주·야간 배치업무 작업은 시간이나 환경

에 제약 없고, 한 코어뱅킹 운 업무의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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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는다.

□ 업일자 변경

  ➊ 백업·배치 원장동기화는 매일  21:00부터

  ➋ 원장보정로그 (Table로 구성) 기화 작업

       

그림 5. 백업  배치원장 Split
Fig. 5. Back-up and batch ledger Split

□ 업일자 변경시

  ➌ 온라인 원장에서 원장보정로그(갱신거래 원    

 장 보정로그에 반 )

  ➍ 내부DR과  백업/배치원장 Split

    
그림 6. 백업  배치원장 생성
Fig. 6. Back-up and batch ledger generation

□ 업일자 변경후

  ➎ 온라인 원장에서 원장보정로그(갱신거래 원    

장 보정로그에 반 ) 완료

  ➏ 내부DR과  백업/배치원장 Split(백업/배치 원장 

생성)

  그림 7. 일자 배치원장 확보
Fig. 7. Obtain earlier day batch ledger

□ 코아운 의 온라인 서버와 배치서버를 별도 분

리 구성

그림 8. 코어  배치원장 Flow(Diagram)
Fig. 8. Core and batch ledger flow(Diagram)

3.6.2. 보정 데이터 처리방법

  다과목 24시간 365일 서비스 차상 업일자 변경 

이후 수행되는, 익 업일 거래로 인해 변경된 데이터

는 변경  이미지가 응용 임워크의 DBIO (Data 

Base Input Output)를 통해 원장 보정로그에 장한

다.

□ 일자 변경  최종 이미지 

   

그림 9.  00:00 시 원장 기
Fig. 9.  00:00 based on the time of ledger

  ➊ 원장보정용 로그 Table을 삭제

□ 일자변경 후 변경데이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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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정로그 확보
Fig. 10. Obtain the calibration log 

  ➋ 갱신되는 모든 거래는 테이블별로 원장보정 로

그에 변경 (Before Image) 원장내역 장

  ➌ INSERT된 모든 거래는 테이블별로 원장보정로

그에 장

□ 일자 변경  최종 이미지 보정 작업

  

그림 11. 원장이미지 반
Fig. 11. Ledger images reflects 

  ➍ 분리된  백업원장으로 배치서버에서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를 Start up 

  ➎ 원장보정로그에 장된 내역  UPDATE 거래

는 해당 테이블에 동일키 데이터 삭제 후, 원장

보정로그의 내역을 INSERT 

□ 일자변경  최종이미지 보정완료

그림 12. 시 원장 보정 확보
Fig. 12. Obtain the time of Ledger calibration 

  ➏ 원장보정로그에 장된 내역  INSERT된 거

래는 해당테이블에서 동일키 데이터삭제

  ❼ 확보된 최종이미지 원장을 기 으로 결산 등의 

량 배치 Job을 수행

Ⅳ. 시뮬 이션 분석

4.1. 원장보정시스템 환경구축(사 비작업) 
  본 연구에서는 매일 00:00분에 표 1(국내 은행 서

비스 단시간 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일자

변경 등의 작업시간 에 단 1 의 단없는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기 하여 응용 로그램 변경, 

동 모듈변경과 더불어 업일자인 D-1일자 원장 

이미지를 확보하기 한 환경구성을 하고, “제3장의 

원장보정 설계구축”의 방법에 따라 시뮬 이션을 진

행한 것이다. 원장보정시스템 수행은 코어뱅킹 운 시

스템의 DB 볼륨은 디스크 복제 솔루션인 SI(Shadow 

Image)를 이용하고, 원장보정작업은 임워크의 솔

루션을 이용하여 구 한다.

  시뮬 이션 작업 수순은 크게보면 배치볼륨 동기화, 

온라인일자 변경  배치볼륨 복제, 원장보정 작업  

배치 DB 기동 순으로 진행하 다. 다음은 원장보정 

시스템을 구축 련 세부 시뮬 이션 작업을 진행하기 

에 5개 사  비작업과 련된 Job을 순차 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① 배치 DB 정지

  ② 배치 볼륨그룹 Varyoff

  ③ 배치 볼륨그룹 Export

  ④ 배치 복제(SI Resync)

  ⑤ 일자 기동 배치



논문 / 융계정계 원장보정시스템 설계구축에 한 연구  시뮬 이션 분석

569

그림 13.   24시간 365일 련 볼륨복제
Fig. 13. Volume replication relevant 24hours 365 
service

4.2. 원장보정시스템 시뮬 이션 수행

  원장보정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서는 앞의 사

비작업 5개를 종료한후에, 13개의 원장 보정시스

템 시뮬 이션 수행을 순차 으 로 진행한다.

  ① 업일자 변경 (Temp Mode On)  DBIO   

LOG, 통합업무로그 일자 거래수행

  ② 온라인 DB Bigin backup 

  ③ DISK Split 

  ④ 온라인 DB End backup 

  ⑤ 온라인 Temp Mode Off  코어뱅킹 온라인 서

버 Batch 

  ⑥ 배치 DB Disk Import  권한 변경 

  ⑦ 배치 볼륨그룹 Varyoff

  ⑧ 배치 볼륨 owner 변경

  ⑨ 배치 DB 기동

  ⑩ 원장 보정 배치 

  ⑪ 배치 Temp Mode Off 

  ⑫ 배치 DB Read-only

  ⑬ 배치 시작(Dummy job) 

 

  다음은 원장보정시스템 시뮬 이션을 총 3회에 걸

쳐 수행한 시뮬 이션 테스트 결과표로, 1회차는 

2013.4.22(월), 2회차는 2013.4.30(화), 3회차는 

2013.5.8(수)를 수행한 결과에 한 자료이다.

표 2.  2013.1.10(목) 1차 테스트 결과
Table 2. Thurs 10/01/2013 1st Test Results

표 3.  2013.1.23(수)  2차 테스트 결과
Table 3. Wed 23/01/2013 2nd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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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계정과목별 결과분석
Fig. 14. Analysis of results by accounts

표 4.  2013.2.4(월)  3차 테스트 결과
Table 4.  Mon 04/02/2013 3rd Test Results

  총 3차에 걸친 원장보정시스템 시뮬 이션 수행결

과 1차 테스트는 온라인 일자변경 Temp Mode 변경

시 MSCB(Master System Control Block. 임워크

의 시스템 정보를 리 제어하며 거래제어, 일자정보 

제어, 로그제어, 배치  Center cut 제어를 함) lock 

발생과 로드러  로그 온 실패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

다. 

  2차 테스트에서는 원장보정 배치 Job 수행시 일부 

오류 발생과 수신업무 거래내역 테이블 신규건수

(1,031건) 보정 오류가 발생하 다. 

 3차 테스트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일부 오류를 수정

하여 테스트한 결과 완벽하게 업일자인 D-1일자

의 원장이미지를 확보하 다. 

  A은행은 원장보정시스템의 설계구축으로 인하여, 

그동안 온라인 일자변경 련작업으로 평일기 으로 

매일 00:00∼00:30분까지 약 30분간(월요일 1시간 이

상) 단되었던 온라인 서비스를 단 1 의 단 없이 

고객에게 융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2013.3.1∼3.31까지의 기간  00:00∼ 

00:30까지의 시간을 기 으로 원장보정 거래데이터들

의 분석표이다. 주요 계정과목별 거래패턴을 살펴보면 

채 연계업무가 최  2,359건(평일 평균 : 2,039건), 

외망 업무는 최  817건(평일 평균 : 650건), 융

망업무는 521건(평일 평균 : 424건)의 순으로 거래가 

많았고, 재무회계업무의 자 조달, 업회계의 처리업

무가 가장 었으며, 휴일에는 업회계의 업무처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융망업무순으로 거래가 

많았음도 확인하 다.

표 5.  원장 보정 데이터(2013. 03월 )
Table 5. Calibrated data of electronic ledger (profiles the 
month of 03.2013)

  다음은 2013.3월 1개월(00:00∼00:30까지)간 발생

한 거래 추이를 분석하는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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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원장 정합성과 원장 근제한

  코어뱅킹 온라인 계정계 원장과 정보계 시스템에 

한 원장 데이터 정합성 유지와 원장 근제한을 

하여, 온라인 계정계 시스템에서는 Delete를 허용하지 

않거나, Delete된 정보를 업무 로그램에서 직  로그

인하는 일반 인 방식과는 달리 코어뱅킹 솔루션의 

DBIO를 활용하여 계정계 원장과 정보계 원장의 정합

성을 유지하 으며, 계정계 원장 근제한은 거래 수

행  생성된 갱신 정보(갱신 Key  갱신 내역)를 통

하여 원장갱신을 하도록 하고, 배치 시스템의 작업 결

과  코어뱅킹 운 시스템의 원장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는 코어뱅킹 운 시스템으로 자료를 FTP 송하

여 원장 업데이트를 취하도록 하 다.

4.4. 시뮬 이션  결과 평가

  시뮬 이션 처리 분석결과의 각 계정별  과목 업

무 처리결과는 계리업무 련 Count shift의 합산결과

는 일치하 으나, 표 화업무의 보정로그 용오류, 

융망에 계정계 과목별 코드 착오( 외업무 연계 시

스템의 내부배치업무 등이 융결제원과 연계된 네트

워크에 상당수 용, 카드계정의 외계 업무 등 외

계 계정으로 오류 용 처리됨)로 인하여, 계정별 거래

내역 합산 거래원장  계정 과목별 계좌원장의 불일

치로 오류처리 되는 문제가 발생하 다.

  조치내용으로는 업무별 보정로그를 재조정하여 

업마감 기  정지원장 생성을 해 배치서버에서 정

지 이미지를 보정 확보하고, 원가 이자 계산이 가능하

도록 이자 액, 세 계산 등에 필요한 원가 상 일 

정보를 코어뱅킹 운 시스템에 송하고, 계리 련 

Count shift 용 등은 정지 이미지를 이용함에 따라 

이자계산 구 과 결산을 하기 한 사  검증  원가 

거래에 반 이 가능토록 용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완벽한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융권 계정계 시스템에 하여 원장보정시스

템의 로세스를 용하여 융기 의 계정계 시스템

의 각 과목에 한 반 인 처리단계와 업무 용 과

정을 확인하 고, D-1일자인 업일자 기 의 00:00

분의 시 정보에 하여 배치볼륨 원장을 확보하

고, 시뮬 이션 결과로 입증해 보았다. 융권 계정계 

원장보정시스템 설계  구축의 시뮬 이션 분석 결론

은 융기  온라인 일자변경 시에는 서비스 단을 

필연시하여 단 시간을 이는 측면에서 심 을 기울

으나, 차의 “원장보정 시스템” 설계 용은 단 

시간을 원천 으로 배제하여 비로소 24시간 무 단 

융서비스 제공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향후 과제로 융기 의 시스템은 계좌 심에서 고

객 심으로 환되어야하며, 계정 심의 서비스에서 

상품 심의 Parameter화로 바꿔야하며, 시스템 심에

서 로세스 심으로 로세스 통합과 자동화 용 

등이 필요하다. 한 Static 환경에서 flexible 환경으

로 변환과 OPEN 시스템 구축, 업무의 유연성을 고려

한 Biz-hub, 사용자 심의 UI구 [12]을 한 융서

비스의 기술한계를 극복하고, 발 인 학술연구는 꾸

하게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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