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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을 위한 요소 선정 기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우리에게 신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되

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현실은 신 기술, 신 개념에 너 나 할 것 없이 선두이기를 좋아한다.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서나 일등이  아니면 외면당하는 한국적인 속

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 소개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각 IT업계에서는 그  

효과를  인식  하고 있다.  DSS, OLAP, DBM, DM, MetaData, DW 이  모두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와 더불어 더욱 가깝게  다가온 단어들이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기업은  고

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기업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데이터  웨어하우

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 , 분석, 의사결정 , 실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 . 이렇듯 우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현 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유형의 시스템처럼 우리에게 시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  무형의  개념적인  

구조이며 , 어느것이 정답이다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데

이터 웨어하우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었으면  

한다. 

 

(1)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 

 

① 마인드 구축 

무엇보다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축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  비용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미할  경우 경영자는  투자에 적

극적이지  못할  것이다. 우선  투자에 대한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  기업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경영층과 최종 사용자들의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

다.  또한  담당자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마인드  구축과 환경  조

성이 필요하다.  

② 자료 수집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다. 여러 요소들이 제각기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어야 하고, 적절한 사용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자의 경험담이

나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제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기능

을 파악해야 하고,  구현에 따른 위험 요소에 대한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좋다. 

③ 기술적인 경험의 습득    



경험이 없는 고객이 기술의 습득을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파일럿(pilot) 혹은 프로

토타이핑(proto-typing)을 통한 직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파일럿은  실제적인  소

규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아일럿을  통

해서 기술요소에  대한  선정  기준  마련, 필요한 요소  선정  근거 마련, 기술의  습득 , 경험

의 축적, 위험 요소의 발견 , 구축 방법론 정립,  기대 효과의 예측 ,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 마련  등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프로토타이핑은  반복적인  구현  과정  및  문제점  

파악 등을 통해 업무적 속성 및 기술을 습득하기에 좋다. 

④ DW 레퍼런스 방문 

이미 구축된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DW 사례 방문을  통한, 사용자들

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개발 담당자의 조언을  듣고 , 제반 구축  상황  및  환경을 탐방함

으로써, 새로운 느낌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느낄  수 있다 . 또한 이는 실제  사용  환

경에서 각 요소들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  

 

(2) 적절한  요소  기술의  검토가  필요하다 .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기능  검토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서 각기  다른 구성 요소를  선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함에  있

어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요소 기술에

는 DBMS, OLAP 도구, 추출 도구, 리포팅  도구, 컨설팅, 데이터  마이닝 도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  기술  선정을 위한 준비도  또한  철저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데

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DBMS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 중  필요로 하는 기능은 30% 정도도  

사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DBMS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여  주는 역할이  대부분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검색기능(select)과 입력 기능(insert 혹은 load)이다. 검색 기능

은 OLAP 도구나 리포팅 도구 혹은 마이닝 도구에서 사용되는 질의나 분석을 위한 것이 대

부분이고 , 입력 기능은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대부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위에서 이야기

한 몇 가지 요소 기슬 선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① DBMS 선정 기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목적은 각 기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구축 사유 중의 하나는 전사 데이터의 통합을 들 수가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양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

한 보관 , 처리 그리고 사용자 요구에 대한 빠른 응답은 DBMS가 보여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다.  VLDB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는  관리자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  

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되

는지 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정확한 결과와 지루하지 않은 응답 시간을 요할 뿐이다 . 이러



한 면에서 DBMS의 성능은 상당히 중요하다.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빠른 성능은 불필요

한 시간을  사용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지루함을  없애주는  중요한  DBMS의 기본  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 기준들을 포함하여 DBMS의 선택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VLDB에 대한 지원 여부 확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전사적인 데이터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용량이다.  

대량 데이터 보관의 문제로 테이프에 보관되고 있는 데이터에서, 최근 발생한 데이터까

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 그래서  DBMS는 VLDB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VLDB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확장성, 병렬  

처리 기능과 , 데이터  파티션  기능   및 DBMS 엔진의 처리  성능과 SQL의  병렬  기능을  

들 수 있다. 

?? 확장성(MPP, CLUSTER, NUMA)에 대한 지원 여부 

여기에서 확장성은 시스템의 확장성과 관계가 된다 . 많은 사람들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자원을 확장하기 좋은 MPP나 CLUSTER, NUMA 등

의 아키텍쳐를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SMP가 제공하는 시스템 자원의 확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유이고 , 보다 나은 병렬처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SMP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  DBMS는  이러한  시스템의  

확장성에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원의  사용을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성능 및 Scalability 지원 여부 확인 

앞에서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  어느  시스템이건 성능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

다. 아무리 좋은 아키텍쳐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성능이 좋지 못하면 , 사

용자로  하여금 외면당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H/W 시스템과 DBM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른  성능 제공  문제이다 .  그래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BMT를  통

한 측정과, 객관정인 TPC-D 등의  공인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중요한  것은  사

용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능, 편리한  

관리, 가격 , 친숙한  사용자  환경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로  판정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무엇보다도  성능은  각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

분임은 부인할 수 없다. 

?? 병렬처리 능력 확인 

병렬처리는 VLDB 처리를  위한  기본 기능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다른 환경과는 많이 틀리다. 특히 , OLTP와는 근본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패턴

이 틀리기  때문에 병렬처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DBMS의 모든 기능이 병렬처리가  지

원 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본 SQL을 실행하더라도 DBMS 엔진에 의해

서 자동으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가능해야  한다. 

모든 SQL에 대한 병렬 처리, 백업 및 복구에 대한 병렬처리 , inter/intra 병렬처리 등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병렬처리는 DBMS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으로 되어 버렸고 ,  DBMS 엔진의 진화에  

따라 차츰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 다양한 데이터 파티션 기능 확인 

위의 그림에서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저장  공간(디스크)에 골고루  분산 시켜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림은  하나의 SMP에서 데이터  파티션을  보여  주고  있고, 

MPP에서는 SYSTEM(혹은 node)간의 데이터 파티션 까지도 지원되어 최대한  병렬처리

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ROUND ROBIN 방식 , EXPRESSION 

방식, HASH 방식, HYBRID 방식  등  데이터를  파티션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각  방식에  

따라 약간씩 데이터를 파티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ROUND 

사용자 층 

병렬처리 

데이터 파티션 

병렬처리와 데이터 파티션 



ROBIN은 입력  혹은  로드되는  데이터를  모든 디스크에 골고루  저장하기  위해 각 디스

트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입력하는 방식이고 , EXPRESSION 방식은 관리자의  의도에  

따라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기  위해  표현식을 사용하여  저장하는 방식

이다. 그리고 HASH 방식은  엔진에서  제공하는  HASH 함수를 이용하여 엔진에게 데이

터 피티션을  맞기는  방식이다 . 그리고  HYBRID 방식은 위의  방식을  혼용하여  MPP 환

경에서 데이터의 치우침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DW를 위한 추가 기능 지원 확인(인덱싱 기능, 샘플링 기능, 자동  요약  및 DW 데이터  

관리 기능, 가상 컬럼 기능) 

이제 실제로  DW 구축  후  잇점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특히  인덱싱  기법이  

기존 OLTP에서  사용하던  인덱싱과  차별화된  기법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LTP

에서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B tree나 B+ tree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테이블의  

조인에 따른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중 테이블 조인 인덱스(혹은 Star Join Index)가 사용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인덱스가 존재할  경우  기존 OLTP에서

는 하나의 인덱스  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여러 개의 인덱

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인덱스 스캔(multi-index scan) 기능도 또한 좋은 기능

이 될 수  있다 . 그리고 비트맵 인덱싱이나,  SQL을 통해서  처리된 결과에 인덱싱을  할  

수 있는  선택적 인덱스(Selective index) 기능도 인덱싱  기법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샘플링  기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 일부 데이

터의 샘플링을 통하여 분석을  실행하는  기능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기능  및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SQL에 대한  로깅이나, 모든 SQL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WEB을  통

한 사용자 관리 기능 , 사용자의 모든 작업 관리 , 성능 튜닝, 사용자 작업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 그리고  데이터 웨어

하우스를  구현  하다  보면 실제로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고  계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새

로운 데이터들(derived data)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테이블에 저장하지 않고  

가상으로  생성된  필드에  계산  로직과  함께 저장할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가상 컬럼 기능이다. 

?? 데이터 클린징 기능 지원  

데이터를 추출하여 목적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

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 이러한 작업은 ETT 

도구에서  처리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현하기도 한다.  이제는 이러한  기능을  

DBMS 엔진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기능은  아닐지라도, 성능의 향상을  위하

여 혹은 자주 발생하는 클린징 작업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한  

것이다. EBCDIC을  ASCII로  변환한다든지, 데이터의  변환  작업이나 , 통합  작업들이  

DBMS에서는 보다 빠르게 수행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SAM 파일을 조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할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나 , 도



구들을  통해서 필요한  조작을  하거나 DBMS로  로드하게  된다.  그렇지만 DBMS에서  

SQL을 통해서 SAM 파일을  직접  테이블 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모두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OLAP 도구 선정 기준  

일반적으로 OLAP 도구라고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현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중의 하나로써 , OLAP 

도구의  기능은 구축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른  

어떠한  기능보다, 분석이  우선한다 .  이러한  면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현하려는  의지와  

의도에 따라 OLAP  도구는 상당히 다르게 사용될 수가 있고, 때로는 필요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함에  순수한  목적(데이터 통합  및  단

순 리포팅 )이외  다른  목적이 없다면 , OLAP 도구가 반드시  사용될  필요는  없어진다 .  그러나  

보다 편리한 분석을  위해서, 보다  신속한 개발  환경을  위해서, 보다  빠른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서 OLAP 도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OLAP

은 자체적인 스키마(현재까지는 스타 스키마 , 스노우플래이크, 혹은 혼용된 형태)를 요구하

게 되고,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  마트를 독립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러

한 경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여러 각도의  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혹

은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  OLAP에는 ROLAP, MOLAP, 

DOLAP, HOLAP이라는 용어로 구분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 용도 및 형태에  따라  사용  

목적도 약간씩은 다른 것이 OLAP 도구의 특징이다. 

그러면 좋은 OLAP 도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 적인 기능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MetaData 생성 관리 기능 

물리적으로 설계되어진  스키마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용자 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도구

로서, 이 도구는 사용자가 익숙한  업무  용어(business term)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OLAP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확인해야할 사항은 유

지보수  및  개발의 편리성이다.  그리고  다양한  스키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DBMS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 성능향상 도구 지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사용자의  요건에 따라 다양한  ad-hoc 질의가  생성이 된다. 이러한 

문제로 시스템을 튜닝하는 관리자들은 성능에 대한 문제로 애를 먹을 때가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사용자의  사용  행태 분석을 통한 적절한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시스템 및 

DBMS를 튜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리자들에게  보다  쉽게  시스템

을 관리하고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최종 사용자들은  시스템

의 구성이나 제반 환경을 알지 못한다. 다만 결과를 보다 빠른 시간에 도출하기를 원하

고 있다 .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이 관리자들에게 집중 되고 있는데 ,  최소한의  시간으

로 관리자가 쉽게 시스템 사용 정보를 제공 받아 튜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본  기능 지원 여부 



Top N/Bottom N, 비교  분석  기능, Ranking, Drill Up/Down, Pivoting, Slice & Dice, 그래프 기

능, 버켓팅 기능 등을 통한 편리한 분석 기능을  제공은 OLAP 도구의 기본이다 . 또한 

편리한 사용과 유지 보수를 통한 , 최종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

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 그리고 코딩을  최소화

한 개발  및  관리  도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코딩을  통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 다양한 분석 기능 

분석은 간단한 기능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  특히 과거  

특정 시점과  현재의  시점에  대한  비교라든가  분석자료의  순위를  통한 분위법  등  많은  

분석 기법들이 필요하게 된다. Custom Comparison 기능, Ranking 기능 ,  Quantiles, 

Sampling 기법, 각종 연산작업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좀더 진보된 OLAP 도구의 기능

은 주로  마이닝의  성격을 일부  참고하는  형식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성숙된  기능을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포함하는 부분은 What-if 분석 등이다. 

?? 3rd 파티 도구와의 연계 기능 지원 

PowerBuilder, Visual Basic 등  4GL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API) 등을  지원해야  한다 .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스프레드쉬트인 Excel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직접적인  분석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 기타  EIS 및 리포팅  도구인  Crystal Report, InSight, 등  과  같은 도

구와 연계되어 추가 적인 리포팅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WEB OLAP 기능 제공 여부 

이제 WEB을  빼고는 어떠한  시스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용자가  공감할  

것이다.  WEB이 사용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인 측면 및  관리적인 측면이 그것이다 . 그래서 WEB 지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OLAP 

선정 요소  중  하나이다 . 무엇보다도  관리기능  때문에  이제는  C/S 환경에서 WEB 환경

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WEB 지원 방식은 WEB을 통해 ad-

hoc 질의 및 분석을  실시할  수 WEB OLAP과 정적인  HTML 문서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

하는 WEB  PUBLISHING 방식이 있다. 

?? 보안 관리 기능 제공 여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는  취약한 보안 관리  문제에 빠져  있다 . 가장  중요하면서

도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마인드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  전사  데

이터를 통합하는 문제는 이러한 보안 문제를 더욱더 중요한 이슈로 만들고 있다.  어느  

누구나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어하고, 혜택을 누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용도가 틀리고, 불필요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는 정

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각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만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

여 시스템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취약한  보안 문제를 한층 높게할 수 있

다. 그래서 각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 관리 및  데이터 레코드 차원의  보안관리 방안을  



통해서 각 사용자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 자동 요약 및 스케쥴링 기능 지원 여부 

RDBMS나 MDBMS 공히 모두가 성능을  위해서 요약형태를 취하고 있다.  RDBMS에서

는 요약 테이블 형태로, MDBMS에서는 큐브 형태로 제공이 된다 . 물론 약간 상이한 면

은 있지만, 이러한  요약(aggregation) 정보  생성의 자동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  데이터의  

변경에  따라 일일히  사람의  손에  의해  관리  되고  유지  된다면, 상당한 관리자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  최소한의 시간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자동 요약  

기능이나 원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스케쥴링 기능 등이 필요하게 된다.   

③ 추출 도구 선정 기준 

추출 도구에 대한 선정은 전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볼 때, 가장 비중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클린징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스 데이터는 다양하고, 오픈 시스템이 아닌 메인 프레 

임이나 마그네틱 테이프에 대부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추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가격이다. 추출  도구

는 다른 도구와는 다르게  자신만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이다. 많이  

알려져  있는  추출  도구들은  Prism, Platinum, SAS W/A, Infomatica, OmniReplicator, 

DataStage(InfoMover) 등이 있다. 그러면  ETT 도구를 선정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 본다. 

 

        선정  기준  항목     비   고  
지원하는 H/W 특정한 시스템에 제한적인 요소 제거 
데이터 추출 성능 초당 처리 능력 
자동 Data Type 변환 기능 데이터 변환 작업에 용이 
Push 방식 지원 Event 방식의 처리 용이 
Pull 방식 지원 Batch 방식의 처리 용이 
Log-Based 혹은 trigger-based Event 방식의 구분이 됨 
Change Capture 기능 지원 변경 데이터 처리 용이 
Interval을 통한 반복 작업 시간 간격을 통한 Batch 처리 및 관리의 용이성 제공
다양한 소스 데이터 지원 소스 데이터에 제한을 받지 않음 
다양한 소스의 머지 기능 여러 번의 작업을 간단히 한 번에 처리 가능(View  

형태의 간단한 기능 제공) 
SAM 파일 머지 기능 SAM 파일을 소스로 사용할 경우 용이하며, 필요에 

따라 목적 파일을 SAM 파일로 생성할 수 있음 
변경 데티아 수정 기능 변경된 데이터만을 찾아 수정하는 기능 
스케쥴링 기능 지원 관리자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변경 데이터 관리나 btach job 운용에 용이 
스케쥴링의 단위(Hour to Month) 시간 단위의 인터발을 적용할 수 있음 
GUI 환경의 CLIENT 관리  
도구 지원 

관리자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제공 

유지 보수의 용이성(관리도구 제공)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 완료 후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NT, Windows 95/98 에서 운용) 

개발의 편리성(적은 코딩) 소스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어야하며
적은 코딩으로 목적하는 기능 및 성능을 얻어야 함 



Built-in 함수 지원 사용자 정의 함수 적용 용이 
Fault-tolerance 데이터 추출 시 오류로 인한 문제 해결 능력 
Broadcast, Cascade 하나의 소스를 여러 개의 목적 DB 로, 혹은 그  

결과를 다시 다른 목적 DB 로 전송 
Network 지원(TCP/IP, 
SNA, SPX/IPX, ..) 

네트웍 환경의 차이에 대한 적응력 

비용 보다 저렴한 가격 
지원 인력 ETT 도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Reference Sites 사용 고객의 확인은 도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동일한 환경의 사용자에 대한 분석이 용이 

 

④ 보고서용 도구 선정 기준 

보고서의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결과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 즉, 커스토마이징(easy customizing)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OLAP 도구  

처럼 다양한 메타데이타는 아니지만 , 자신만의 메타데이타를 통해서 변경에 대한 수용을 쉽

게하고, 다중 사용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또한  보고서는  일반적으

로 요약 보고서 형태 보다는 리스트 성격의 보고서에 적당하다 . 이러한 이유로 때로는 다량

의 결과 데이타가 사용자 PC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모든  데이타를 내려오

지 않고,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혹은 보고서 도구에서 일정량을 나누어 내려주는 기능이 필

요하다. 그리고  요약된 데이터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을  경우  보고서  도구는 이를  알고  

자동으로 요약 정보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open aggregate navigation)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요즘의 보고서 도구들은  OLAP 도구와  연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OLAP 도구와의  연계에  문제가 없는  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OLAP에서  생성

한 메타데이타를 공유(sharing metadata)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사

용자가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⑤ 컨설팅 

집을 짓기 위한 공간이  있다 . 그리고  필요한 건축 재료 및  연장들도  있다 . 집의 용도, 형태  

및 원하는  크기  등은 고객의 요구  사항이다. 그러면  원하는 집을  보다  튼튼하고 , 견고성하고 , 

유용하면서도  멋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건축업자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H/W, 

DBMS, OLAP 도구 , 리포팅 도구 , 마이닝 도구 등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 웨어하

우스라는  집을 짓기  위한  기본  구성 요소들이고, 이러한  요소를 이용하여 데이터  웨어하우

스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은 최종 사용자, 개발자 그리고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이제 데이타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은  어느정도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 및 개발  노력들이  있어

왔다. 각 기업 IT 담당자들  또한 많은 개념 정립 및 방법론에  대한  자체 개발에 많은  시간

을 소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컨설팅 영역의 많은  부분을 자체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어왔다 .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경험이다. 다양한 곳에서 경험한  노하우가 적절한  

방법론과 잘 통합되어 새로운 방법론이 만들어 질 수가 있고, 프로젝트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다. 경험있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국 개발 시간의 단축과 개발 과정의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  다양한  구축 경험, 많은  DW 레퍼런스,  

잘 정의된 방법론 등은 이러한 컨설팅을 도입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데이타 마이닝 도구 선정 기준 

마이닝 도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한  보다  진보된 분석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평

가를 받고 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위한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OLAP 도구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한 정형적인 분석을  제공한다면 , 마이닝은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한 예측 모델을 생성한다는 개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목적으로하는 시스템은 초기에  마이닝을 고려하지 않는 곳이 많다. 그러나  결국  마이닝은  

보다 상세한 고객 정보 및 판매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분야중의  하나이다 .  마이닝은  주로  유통  업계를  시작으로 카드사 , 은행, 통

신 등을 추축으로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 아래에서는  마이닝 도구를  선정할  경우에 고려해

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요약 한다.(자료 도움 : SAS Korea) 

 

구            분             내             용 
운영환경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 해야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픈성 다양한 소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환경에 대한 적응

력이 있어야 함.) 
지원방식 메뉴방식을 이용한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여함. 
다양한 샘플링 기법 데이터 추출 기법의 다양한 지원 
다양한 통계 프로세스 제공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이용  결과의  질을  

높힐 수 있음 
오류 데이터 감지 기능 오류 데이터나 오동작하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유

용 
다양한 마이닝 알고리즘의 지원 마이닝은  한  번 실행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

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반복 측정에  
유리함(Clustering, Link Analysis, Predicting Discrete Values, 
Predicting Continuous Values, Regression, … .) 

통계 알고리즘 시계열분석, 선형분석 , 다변량 분석, 시장조사 결과 분
석 등  

결과 평가를 위한 기능 다양한  형태의 결과  평가  방법(Profit,Lift, ROI chart, 
confusion matrix,… ) 

OLAP과의 연계 가능 OLAP 도구와의 연계를 통한 리포팅이나, 결과를 제공 
WEB 인터페이스 ActiveX, JAVA 등으로 WEB 인터페이스  제공으로  관리  

및 사용의 잇점 제공 
보고서 도구와의 연계 기타 외부 보고서용 도구와의 연계를 통해서 각종 보

고서 생성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이 자체 개발 모듈을  통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구현의  

용이성 제공 
처리 성능 빠른 분석 정보 성능 
처리 데이터 크기 제한이 없어야 함 
사용의 편리성 마이닝  도구는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사용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하여야 함. 

 



결론  

   무엇보다도 요소  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위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요소들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기능은 그 일부분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  전체를 보고 결론을 내려서도  

않 될  것이며,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평가되어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  

요소들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요소 기술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

펴보았다.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여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