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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와 통합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

장 성 우
TSC본부 Technical Architecture 팀

한국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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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BI(Business Intelligence) 개요

현실적인 문제점

통합 기반의 BI 추진 방안
– 전사 통합 데이터 아키텍쳐

– 통합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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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구 사항의 변화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음

의사결정
지원: 10%

관리: 30%

보고: 20%

수집/가공 : 40%
관리: 10%
보고: 20%

수집/가공: 20%

의사결정지원

50%

역할변화 /  혁신

과거

현재/미래

* 출처 : CFO (Architecture of the Corporation’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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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시스템의 변화 방향

개별개별

시스템시스템

맞춤형맞춤형
개발개발

패키지패키지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통합통합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

• 회사의 업무 요구사
항에 따라 해당 업무
를 처리하기위한 개
별 시스템 도입

• 무수히 많은 각각의
시스템들이 운영되며, 
각 시스템별 관리자
및 별도의 운영비용, 
유지보수의 어려움
발생

• 업무 처리 프로세스
가 전체적으로 연계
되어 자동화되기 어
려움

• IT 담당부서에서 각
사별 업무특성에 맞
는 자체 개발 어플리
케이션 및 시스템 개
발, 운영

• 개발자 담당자 및 운
영자 부재시 시스템
유지보수의 어려움

• 장기적인 회사 전략
및 비전을 반영한 설
계 및 구현의 어려움

• Global Standard 프
로세스 및 Best 
Practice를 반영한 패
키지 형태의 어플리
케이션 도입

• 각 회사의 업무에 맞
추어 추가적인 개발
및 Customization 발
생

• 각 분야별로 Best of 
Breed의 패키지 어플
리케이션 적용으로
인한 통합성 문제 발
생

• 통합문제로 인한 추
가적인 비용지불

• 분산되어 있는 각각
의 시스템과 어플리
케이션들을 EAI 등의
도구 및 시스템을 사
용하여 통합함으로써
회사의 전체 프로세
스가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하나의 자동
화된 closed-loop 형
태로 운영, 관리 될
수 있음

•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의 통합제품
과 EAI등을 통한 통합
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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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usiness Intelligence)란?
BI란데이터와정보의가치를극대화하는것

Data

Information : 정제, 정렬, 조합, 결합된 Data

예) 특정 상품구매자에대한성별, 수입별, 지역별고객리스트

Intelligence : 유기체적인특징 조직 내에서증식

예) 구매정보를활용한마케팅 팀의 프로모션

?

데이터와정보를요약,분석,활용하여
기업경영에필요한

의사결정의질제고 및성과향상을

도모하는일련의프로세스를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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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는 단일 제품이 아닌 프로세스

MartsMarts
SummariesSummaries

Customer
Data

Warehouse

Customer
Data

Warehouse

Detailed/Historical
Data

What 
Happened?

Query tool

Why did
it happen?

OLAP Tool

What will
Happen?
Data Mining

What Might
Happen if?
OLAP Tool

Execute
Hypothesis

Operational
Integration

Monitor and Change
BSC, Strateg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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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의 Positioning
기업정보시스템은크게 업무 처리의 자동화와 통합을 지원하는 기간시스템(Legacy, ERP)과 이러한

기간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와 정보를 요약,통합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과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BI
시스템이있음

기업가치증대는 ERP 또는 기존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 통합에 의한 경영분석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로 적시에, 정확한 의사결정과 성과관리를 시스템화 함으로써 가능함

업무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데이터 수집)업무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데이터 수집)

일부 레포팅 기능 내재
현황위주의 단순정보 제공

일부 레포팅 기능 내재
현황위주의 단순정보 제공

Current 데이터 활용 중심Current 데이터 활용 중심

Business IntelligenceBusiness Intelligence

전략적 의사결정과 성과향상전략적 의사결정과 성과향상

knowledge

decision

action

$
기업가치 증대, 매출 증가, 경비 절감

IT팀, 전산실

현업 전문가

최고 경영자

회사 전체

Business
가치의 증대

정보 요구 계층

data

information

End-user

ERP & Legacy SystemERP & Legacy System

Process InnovationProcess Innovation

전사 프로세스 통합전사 프로세스 통합

운영계 시스템 현업 업무처리 지원운영계 시스템 현업 업무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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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구축 효과

다차원분석, 트렌드,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분석등을통하여
다양한의사결정분석정보를제공.

Portfolio분석:
영업 현황 분석 및 의사결정

포트폴리오 분석

Portfolio분석:
영업 현황 분석 및 의사결정

포트폴리오 분석

매트릭스 분석:
의미 있는 변수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매트릭스 분석:
의미 있는 변수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트렌드:
데이터 트렌드 분석 및

드릴다운

트렌드:
데이터 트렌드 분석 및

드릴다운

다차원분석:
주요 정보의 차원별,차원간

다차원분석

다차원분석:
주요 정보의 차원별,차원간

다차원분석

비교:
다양한 항목별 비교

비교:
다양한 항목별 비교

투자의사결정분석: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타당

성분석

투자의사결정분석: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타당

성분석

What-if Simulation:
변수별 데이터 조작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계획

What-if Simulation:
변수별 데이터 조작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계획

예측:
Forecasting을 통한 SKD 
Planning

예측:
Forecasting을 통한 SKD 
Planning

분석 정보:
효과적인 고객분석을 통한 이탈 방지 및 이탈고객 회복

효율적인 제품 관리를 위한 고객 성향 분석

분석 정보:
효과적인 고객분석을 통한 이탈 방지 및 이탈고객 회복

효율적인 제품 관리를 위한 고객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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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elligence 구축 추세
Near Real-time Data

Va
lu

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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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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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e-Business / Business Intelligence Evolutione-Business / Business Intelligence Evolution
eBusiness

BI

• Static 
reports

• Wider accessQuarterly

• Identify 
customers 
individually

• Proactive information

• Interaction 
tailored to end 
user needs

Weekly

• Identify and 
interact differently

• Via new 
channels
such as web

Daily
• Across 

value 
chain

• Dynamic Information
• Integrated enhanced view
• Customizatio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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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elligence 
Infrastructure

실행측면
Operations

실행측면실행측면
OperationsOperations

관리측면
The Enterprise

관리측면관리측면
The EnterpriseThe Enterprise

성장측면
New Opportunities
성장측면성장측면

New OpportunitiesNew Opportunities

Corporate
Strategist

CorporateCorporate
StrategistStrategist

Business
Analyst

BusinessBusiness
AnalystAnalystLOB Decision

Maker
LOB DecisionLOB Decision

MakerMaker
LOB Decision

Maker
LOB DecisionLOB Decision

MakerMakerERPERP CRMCRM

Enterprise
Intelligence
Enterprise
Intelligence

Enterprise
Intelligence
Enterprise
IntelligenceOperational & Analytical

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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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Business Intelligence

OracleOracle
WarehouseWarehouse

실행측면
Operations

실행측면실행측면
OperationsOperations

관리측면
The Enterprise
관리측면관리측면
The EnterpriseThe Enterprise

성장측면
New Opportunities
성장측면성장측면

New OpportunitiesNew Opportunities

FinancialFinancial
Planning & Planning & 
ForecastingForecasting

Activity BasedActivity Based
ManagementManagement

Value Based Value Based 
ReportingReporting

BalancedBalanced
ScorecardScorecard

Sales & Sales & 
MarketingMarketing
AnalysisAnalysis

Customer Customer 
Analysis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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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의 BI 솔루션 모델

오라클이 제시하는 e-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 표준 모델

Web StoreWeb Store

Direct/
Tele Sales

Direct/
Tele Sales

Customers
(Sell-side)

Partners
(Buy-side)

Employees
& Managers

(In-side)

Smarter e-Business

Line 
Manager사내분석가최고경영진

ERP Other Sources
(Legacy,3rd Party ..)

Enterprise Data Warehouse

ToolsTools

Configurable Homepage / Portal

전략인텔리전스
– Balanced Scorecard
– Activity based 

Management
– Value Based 

Management

분석인텔리전스
– Financial Analyzer
– Sales Analyzer
– Performance 
Analyzer
– Demand Planner
– Data Mining

운영인텔리전스
– Financials/ Sales
– MFG/ Purchasing 
– HR/ 
CRM/SCM/Project
– Call Center/ 
Marketing

Customer 
Service

Customer 
Service

Business
Intelligence
Business

Intelligence

Enterprise
Applications
Enterprise

Applications

Self-ServiceSelf-ServicePortalPortal

e-
B

us
in

es
s 

In
te

lli
ge

nc
e

Service
Providers

Suppliers

Channel
Partners

EE--Business IntelligenceBusiness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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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BI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2가지 주요한 문제

– 문제 1 : 통합되어있지않은데이터와시스템
– 문제 2 : 전략과연계된성과관리의미흡

시스템
이슈

데이터데이터
SiloSilo문제문제

데이터데이터 양의양의
증가증가

데이터데이터
부정확성부정확성

0101011101
00

?

• 데이터의 부정확으로 인하
여 신뢰성 부족문제가 대두
된다.

• 시스템간 데이터
의 장벽과 고립현
상이 심화된다

• 시스템의 증가
와 데이터 양
의 증가가 계
속되고 있다.

전략
이슈

비전과비전과
전략장애전략장애

자원의자원의
장애장애

인력의인력의
장애장애

• 조직구성원의 5%만
이 경영전략을 공유
하고 있다.

• 경영진의 85%이상
이 한 달에 1시간 조
차도 전략에 대해 토
론하지 않는다.

• 60%이상의 조

직이 전략과 예

산을 연계하여

고려하지 않는

다.

• 관리자의 25%만이 전
략성취도에 따른 보상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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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스템의 필요성

통합통합

시스템시스템

복잡한 인프라 구조 도입비용보다
높은

유지보수비용

심각한 시스템 조각

데이터의 부조화

경직된 업무 프로세스

통합되지통합되지
않은않은

시스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증가

시스템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

사용자들의
시스템사용

기피

BI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된 데이터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 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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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의 전제 조건 : 데이터 통합

효율적인 BI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전사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통합된 관점에서 모델링 되어지고, 이러한 모델이 통합된
시스템 상에서 구현, 운영되어야 함

<<운영데이터운영데이터>> <<분석데이터분석데이터>

운영데이터 통합 운영데이터 전사 분석데이터 부문 분석데이터

메타 데이터

>

통합 운영 데이터 분석데이터

운영데이터와 주기적/실시간 일치

전사차원 통합구조

운영업무데이터 유지, 재정비, 통합

주제영역별 모델링

현시점 데이터 기준 지속적으로 갱신

분석데이터 전환하기 위한 중간 역할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 업무에 필
요한 데이터

이력 데이터

주기적 갱신

중복 허용

주기적인 데이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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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데이터 통합 이슈
1. 통합의 이해 – 개요 및 필요성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단위 업무 시스템들을 개발해나감에 따
라 단계적으로 구축

통합된 데이터체계 없이, 각각의 기준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대
부분의 기업들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공통적으로 존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단위 업무 시스템들을 개발해나감에 따
라 단계적으로 구축

통합된 데이터체계 없이, 각각의 기준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대
부분의 기업들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공통적으로 존재

• 데이터의 중복데이터 통합데이터 통합

분석

• 데이터의 정의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음.데이터 표준데이터 표준

• 단위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많음

• 인터페이스 방식 복잡
데이터 활용데이터 활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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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 구축 방향

정보의 통합 인프라로 데이터 통합은 전사 모델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특정업무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사 자원 및 코드를 통합 할 수 있는 현업 사용자의 계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의 대체 효과를 갖을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전략이나 목표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진화하는 데이터 통합 구조.

정보의 통합 인프라로 데이터 통합은 전사 모델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특정업무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사 자원 및 코드를 통합 할 수 있는 현업 사용자의 계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의 대체 효과를 갖을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전략이나 목표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진화하는 데이터 통합 구조.

접근/
사용의
용이성

신속한
의사
결정

효율적
유지
관리

시스템
통합성

데이터
정합성

양질의
정보

서비스

중립적 성격을 갖는 논리 모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화하는 데이터 구조

확장성을 갖는 데이터 통합

운영시스템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

양질의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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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데이터 유형

기업에필요한데이터를통합된데이터베이스체계를통하여일관되게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전사차원에서데이터베이스를기획,구축,운영할수있는통합된
데이터체계와방법론이필요

기업에서관리하고, 활용하는데이터는크게 <운영데이터> 와 <분석데이터>로구분

높은 유연성, 
대용량처리

높은 성능, 
안정성 및
가용성

우선순위

필요 시항상가용성

소수다수동시사용자

수분이상수초이내응답시간

주기적/기준의
거

빈번/수시
데이터
갱신주기

데이터 집합
단위

레코드 단위
데이터처리
단위

분석지원트랜잭션 지원기본목표

분석업무운영업무구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즉 분석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

기업업무 처리를
저장하는 데이터

주문,거래,정산
데이터

데이터 예

이력 데이터
정합성

참조 정합성정합성

중복허용최소화데이터 중복

필요 시 갱신수시 갱신갱신

이력 데이터현재시점데이터 시점

요약수준상세수준데이터 수준

분석데이터운영데이터구분

운영업무 vs 분석업무 운영데이터 vs 분석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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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통합 데이터 아키텍쳐의 구성
전사 통합 데이터 아키텍쳐

운영데이터

기업업무 처리를
위한 저장위주 형태
데이터

ODS

운영 데이터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전사관점
에서 통합관리
DW,Mart에 데이터 공급

Data Warehouse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
하며, 전사관점에서 데
이터 통합관리 Mart에
데이터 공급

Data Mart

업무부서나 기능 단
위 특정분석요건을
지원

메타 데이터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데이터의 식별,구축,일관성,관리를 위한 상세정보 제공

운영데이터

업무처리 기본데이터

업무 프로세스 중심

애플리케이션 종속적

현재시점 데이터 중심

지속적 데이터 갱신

ODS

운영데이터와 주기
적/실시간 일치

전사차원 통합구조

주제영역별 모델링

Data Warehouse

전사차원 통합구조

주제중심적 모델링

이력데이터 중시

주기적 데이터 갱신

Data Mart

분석요건 중심

요약 데이터

제한된 규모

메타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소스데이터 정보(매핑)

변형 및 통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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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통합 데이터 구조 수립 방안
정보전략분석

운영업무
데이터 현황

분석업무
정보요구 사항

장표분석

업무분석

선진사례분석

면담

시스템 현황조사

설문조사

전사 데이터 아키텍쳐

운영데이터 ODS Data Warehouse Data Mart

메타 데이터

전사적 통합데이터
기준정의

메타 정보 요건정의

기준 도메인 정의

분석데이터
항목정의

데이터 표준화체계 정의

운영데이터
공유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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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의 일관성데이터의 일관성

정보활용 극대화정보활용 극대화

통합된 One-View통합된 One-View

독립 운영되는 기간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사적인 일관된 View 제공

서로 상이한 데이터 체계, 코드 체계 및 중복

관리의 존재를 방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요약,축적,변환,공유하여

분석 및 의사결정에 제공

목적별, 데이터 운영 주체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데이터 불일치 및 중복 방지

데이터 및 주제 영역 추가에 따른 유연한 확장 구조
제공

정보정보 통합통합
인프라인프라

전
사

통
합

데
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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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통합 데이터 아키텍쳐
구성 시 고려 사항

소스시스템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저장고 역할을 하는 시스템

구축

데이터 저장고로서의 역할데이터 저장고로서의 역할

세부 데이터와 사용자 관점에서 요약된
데이터 축적
Flat형태의 ERD 또는 MDM (Multi 
Dimensional Modeling) 형태
장점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분석 가능
• Mart 구현 시 Business Logic의 부담이
적음

단점
• 유연성이 떨어짐
• 분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델을
변경 및 모델의 추가가 빈번하게 발생

•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떨어짐

활용 관점활용 관점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활용 관점의 시스템 구축

데이터의 활용의 관점이 아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원자 데이터 축적
중복이 배제된 ERD 형태
별도의 Mart를 구성하여 사용자 요구 충족
장점

• 유연성 있는 EDW 구축
• CRM, SEM 등 확장된 타 시스템과의 연계
고려

• 분석의 요구가 변함에 따른 모델 변경
최소화

단점
• 사용자가 접근하여 분석이 어려운 구조
• Mart 구현 시 Business Logic구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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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통합 데이터 아키텍쳐 모델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Fact/Dimension Model을
이용하여 정보 요구 정의

주목적: 특정업무 또는 특정목적으로 사용자가 사
용하기 편리한 데이터 활용관점의 DW를 구축

주 사용

• 특정업무 또는 특정목적으로 Data Mart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DW를 구축

• DW 구축 경험 부족으로 초기에 DW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 다차원 분석의 요구사항이 많은 경우

장점

• 사용자가 접근하여 사용하기 편한 구조

• 사용자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EDW 가시적인
효과를 즉시 볼 수 있음

단점

• 사용자 요구사항 중심으로 데이터가 관리됨에 따라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함에 따라 유연성 부족

•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면 테이블의 증가 및
데이터의 중복 및 불일치 발생

OLTP형태의 ERD모델을 이용하여 정보 요구 정의

주목적: 소스테이블의 세부 데이터를 축적하는 관점

주 사용

• 운영계 시스템 (OLTP 시스템)

•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전사관점의 EDW 구
축

• 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데이터 통합 EDW구축

• EDW에서 Raw 데이터를 다양한 시스템에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 (CRM, SEM)

•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조회 & 보고서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경우

장점

• 유연성 있는 Model 구축

• Data의 중복 배제 용이

• 타 시스템과의 Interface 용이

단점

• 사용자가 직접 정보에 접근하여 조회하기가 어려움
(ER모델보다 MDM 모델이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함)

MDMMDMERD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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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Data Warehouse와 Data Mart

ERP 시스템

Legacy 시스템

외부데이터

데이터
추출/
정제/
로딩

데이터
추출/
정제/
로딩

연산
가공

연산
가공

매출 분석

영업 분석

상품 분석

DBM

수익성 분석

운영시스템

DataData
WarehouseWarehouse

ODSODS

상세 및 요약 데이터

EDW Data Mart

데이터 보관 : 요약 데이터

활용관점에서 데이터를 가공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Mart 
구성

EDW 를 통해 기존 Data Mart 를 연계

다양한 다차원 모델 분석

활용

• 통합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Online으로 분석 업무 제공

• KPI와의 연계

• 필요 시 Raw Data(EDW)를 볼 수
있음.

(Online/Offline)

데이터 통합 :  데이터 Cleansing 및 축적

• 데이터 정합성, 완전 무결성 보장

• 주제중심적으로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보관 : 운영데이터의 선별작업을 통한
장기간 보관

대용량 Raw Data 보관

TO-BE 관점에서 활용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정의 활용 : End User Access 불가, 분석
어려움, 철저한 보안

데이터를 제공 및 공유하기 쉬운 형태의 ERD 
구조 유지 (기존 Mart 및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로 역할)

ER Model :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업 전사적
데이터 Model (Process Model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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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 시스템 논리적 구성도
E-Business Intelligence

영업

생산

구매

관리

외부정보

소스 시스템

E

T

L

DataData
WarehouseWarehouse

ODSODS
((통합운영통합운영
시스템시스템 ))

EDWEDW
Data MartData Mart

Data Mining DM

MOLAP DM

Campaign DM

정보 활용 도구

PORTAL

•ROLAP
•MOLAP
•Data Mining
•Alert/Workflow

가

공

Application

•C/S Application
•Web Application

통합 정보 인프라
BI 솔루션

SEM
V B M
A B M
B S C

Analyzer
OFA
OSA

BIS
ERP Intelligence
CRM Intelligence

데

이

타

CRM

Marketing Sales Support

Syste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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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 시스템 물리적 구성도

External
Source

UserTarget

통합 데이터 Server

Power User

일반 User

분석 User

Internal
Source

Mainframe
DB

Oracle
DB

외부
Svc

Other
RDB

Analytical
DB

for
Decision
Support

N
O

TES
A

PPL

1996

1993,1994,1995,1996

O
LA

P

System

Interactive

*PGM

META
DATA

Event
DB

for Operation

Distribute

Data
Mart

Interface

*EAI
Server

*B2B
Server *Pub&

Subs
Server

ETL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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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데이터 구축 방법

주요 데이터 통합 작업
– Reverse data modeling
–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and Loading)

데이터 통합 방법론

– 기업의 전사적인 데이터 아키텍쳐 구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통합성과 일관성을 갖고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 방법론이 필요함



29

IT운영자

Document
AS-IS

Database
Schema

ASAS--IS InformationIS Information

DDL utility
Tool

DDL Script

ASAS--IS Data ModelIS Data Model

최종현재 DDL Script

Repository

SQL Usage

ASAS--IS Database DesignIS Database Design

TRDTRD
ERDERD

ASAS--ISIS
논리논리 모델모델

ToTo--Be Data ModelBe Data Model

ToTo--Be Be 통합통합 데이터데이터 모델모델
중복중복, , 불일치불일치 모델모델 조정조정
RepositoryRepository를를 통한통한 DataData
Architecture Architecture 구축구축 및및 관리관리

ToTo--Be Database DesignBe Database Design
최적의최적의 성능을성능을 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한위한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디자인디자인
분산분산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디자인디자인
적용적용 방안방안 제공제공
대용량대용량 처리에처리에 대한대한 성능성능,,
Storage Storage 전략전략 방안방안 제공제공

디자인디자인

통합 데이터 구성 방안 :
Reverse Data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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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Database
Schema

Create Table Product_Class
(Product_Class_Code          varchar2(10),
Product_Class_Name          varchar2(30),
Product_Class_Level         number,
Upper_Product_Class_Code    varchar2(10),
Constraint Product_Class_PK primary key(Product_Class_Code));

Alter Table Product_Class
add constraint Product_Class_Fk1 foreign key(Upper_Product_Class_Code)

references Product_Class(Product_Class_Code);
………………….
………………….
………………….

Create Table Sale_Detail
(Sale_Sequence               number,
Detail_Sequence             number,
Sale_Date                   varchar2( 8),
Product_Code                varchar2(10),
Sale_Quantity               number,
Constraint Sale_Detail_PK primary key(Sale_Sequence,Detail_Sequence));

Alter Table Sale_Detail
add constraint Sale_Detail_FK1 foreign key(Sale_Sequence)

references Sale_Master(Sale_Sequence);
Alter Table Sale_Detail
add constraint Sale_Detail_FK2 foreign key(Product_Code)

references Product(Product_Code);

Select a.supplier_name,b.product_name as main_product_name from supplier a, 
product b
Where a.main_product_code = b.product_code;

Main_pro
duct_cod
e

SupplierProdu
ct_cod
e

produ
ct

Select a.product_name,sum(b.total_sale_amount) from product a, product_history b 
where b.sale_yyyymm between :v1 and :v2 and a.product_code = b.product_code 
group by a.product_name;

Product_
Code

PRODU
CT_HIS
TORY

Produ
ct_Co
de

PROD
UCT

SQL UsageColumn 
Name

Child 
Table

Colum
n 

Name

Master 
Table

기존
Schema
설계서

Create Table Product_Class
(Product_Class_Code          varchar2(10),
Product_Class_Name          varchar2(30),
Product_Class_Level         number,
Upper_Product_Class_Code    varchar2(10),
Constraint Product_Class_PK

primary key(Product_Class_Code));

……………….
………………….
………………….

Create Table Sale_Detail
(Sale_Sequence               number,
Detail_Sequence             number,
Sale_Date                   varchar2( 8),
Product_Code                varchar2(10),
Sale_Quantity               number,
Constraint Sale_Detail_PK primary key
(Sale_Sequence,Detail_Sequence));

Get_DDL
script

SQL Usage 조사
에서 Relationship 

반영

IT운영자

추가적인
설계사항협의/

도출

용어사전집을
이용한한글화

변환
(Optional)

Reverse Data Modeling : 단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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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Designer
Design Editor/Capture Design

Reverse Data Modeling : 단계2
AS-IS

DDL Script
Schema TR Diagram

(STRD)

Create Table Product_Class
(Product_Class_Code          varchar2(10),
Product_Class_Name          varchar2(30),
Product_Class_Level         number,
Upper_Product_Class_Code    varchar2(10),
Constraint Product_Class_PK primary key(Product_Class_Code));

Alter Table Product_Class
add constraint Product_Class_Fk1 foreign key(Upper_Product_Class_Code)

references Product_Class(Product_Class_Code);

………………….
………………….
………………….

Create Table Sale_Detail
(Sale_Sequence               number,
Detail_Sequence             number,
Sale_Date                   varchar2( 8),
Product_Code                varchar2(10),
Sale_Quantity               number,
Constraint Sale_Detail_PK primary key(Sale_Sequence,Detail_Sequence));

Alter Table Sale_Detail
add constraint Sale_Detail_FK1 foreign key(Sale_Sequence)

references Sale_Master(Sale_Sequence);

Alter Table Sale_Detail
add constraint Sale_Detail_FK2 foreign key(Product_Code)

references Product(Product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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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Designer
Entity Relationship Diagrammer

Utility/Table to Entity Retrofit

Reverse Data Modeling : 단계3
Schema TR Diagram

(STRD)
AS-IS ER Diagram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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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 ER Diagram
(ERD)

Oracle Designer
Entity Relationship Diagrammer

Reverse Data Modeling : 단계4
AS-IS ER Diagram

(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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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데이터 구축 방안 ; ETL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는,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형하여 통합 데이터 시스템 서버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초기 Data Loading 작업의 효율적인 설계와 개발에 있으며,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의 성공 여부가 ETL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

ETL

소스 시스템 추출, 전송 데이터
웨어하우스

적재정제,
변형

초기 Data Loading 개념도

ETL

ETL은 소스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정제, 변형 작업을 거쳐서 이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적재하는 과정

Extraction(추출), Transformation(변형), Loading(적재)의 약자

소스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Load 하는 것

업무 DB 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정제, 변형, 검증 과정을 거쳐 정보 DB에 적재하는 기능을 총칭

ETL 개념은 단순하지만, 실제 ETL 구현에는 많은 노력 및 투자가 필요

대체적으로 전체 데이터 웨어하우징 구축 노력의 50% 이상이 ETL에 소요

데이터 로드의 주기, 데이터의 양, 데이터 변환의 정도, 로드 속도, 비용, 소스시스템의 업무마감 형태등에 따라
ETL의 방식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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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의 주요 고려 요소

Interface

EAI
Server

B2B
Server

ETL
Server

추출 및

전송

추출 및

전송

정제/변
환 및

전송

정제/변
환 및

전송

추출/전송
방식

• On-Line 방식 : ETL 시스템과 소스시스템사이에서 EAI 프로그램이 소

스시스템의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 한 후, ETL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

하는 방식

• Batch(Off-Line) 방식 : 소스시스템의 업무 마감 후 배치 작업으로 데

이터를 추출하여 ETL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

• Near On-Line 방식 : 소스시스템에서 업무 중에 추출데이터를 User 
Log 파일에 생성하면 EAI시스템에서 5분 또는 10분에 한번씩 ETL 시스

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추출 주기

•일/주/월 단위의 주기적 추출

•특수한 경우 특정 주기를 설정하여 추출

•주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real-time으로 추출(예:판매 현황)

정제

•소스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여 정확한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

•주요 내용 : 
데이터 타입과 값의 불일치

유효 범위를 벗어난 숫자/날짜

변환

•소스 데이터를 EDW 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때, 데이터를 적

용 가능한 형태로 변형시켜주는 과정

•주요 내용 : 
스키마 모델의 변경

업무 코드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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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 처리 단계

Gateway

Mainframe

Staging/
ODS Target

Transformation

Oracle Designer
Or

Other Case Tool
(Erwin)

Oracle Designer
Or

Other Case Tool
(Erwin)

Partition table
Partition Exchange Loading

Compress

Oracle ERP
SAP R/3

SAM File FTP
External table

Transportable Tablespace
Change Data Capture (Streams)

Gateway
SQL*Loader

Unix Merge(Upsert)
Multitable Insert
Table Function

Parallel DDL/DML

3rd Normal Form
Multi-Dimensional Model

Flat File
Materialized View

Partition table

Oracle Warehouse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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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데이터 구축 방법론 - Phase
DefinitionDefinition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 정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결정

프로젝트 팀원들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

프로젝트 진행을 위

한 제반 환경을 준비

전체 기술적 아키텍

쳐를 정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

화

프로젝트 후원자의

지원과 사용자 참여

에 대한 공감대 형성

EDW의 취지와 목적

에 대한 이해를 도모

업무요구사항을 파악

논리적 모델을 정의

필요시 역 모델링 수

행

회사의 비전 및 전략, 
현시스템 현황을 반

영하여 제반 환경을

재검토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제반 모듈 설계

많은 사용자 참여 유

도

설계내용을 명확히

설계내용을 실질적으

로 구현

가동환경으로의 전이

가 용이한지 준비

각 모듈에 대한 프로

그램 코딩을 완료하

고, 단위 테스트를 실

시

가동에 필요한 DB생

성을 초기화하고, 초
기 데이터로딩을 통

해 전체 프로그램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

전체 통합 테스트를

위한 준비

구축된 시스템을 사

용자 환경에 전이

가동 Hardware를

준비

Software를 셋업

프로그램 및 설계 확

정된 시스템을 가동

장비로 Migration

시스템 가동에 필요

한 데이터 로딩

고객의 검수를 위한

Acceptance Test를
실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 제작

사용자 및 운영자를

교육

TransitionTransitionAnalysisAnalysis DesignDesign Build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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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데이터 구축 방법론 - Process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도록 시스템을 설계,구축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고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여 데이터모델을 정의. DB생성에 대한 준비를 하며, 그 결과를
확인.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로딩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설계 및 프로그래밍

Tool을 활용할 경우에는 Tool선정 및 기능검토, 추가개발에 대한 요건 정의.
ETL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정의하고,구현

이 과정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부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과정도 고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아키텍쳐 정의

시스템 구축 시 상당히 다양한 시스템이나 툴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현 시스템 기술환경의 확장성 여부 등도 고려

요건정의 (Data Requirement Definition)

데이터 추출(Data Acquisition)

기술환경 (Technical Architecture)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데이터 정제, 통합규칙, 오류, 예외처리 규칙을 정의

품질검사 및 관리를 위한 모듈을 구현

데이터 품질 (Data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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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데이터 구축 방법론 - Process

전사 데이터표준 및 사전을 기반으로 하여 메타 데이터 정의

메타데이터의 요건을 분석하고,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며, 메타 데이터의 관리방법도 정의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형 또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논리적인 모델을 작성하고, 물리적 구조
를 설계

정의된 논리/물리 모델을 바탕으로 DB생성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DB를 구축

메타데이터 관리 (Metadata Management)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Database Design and Build)

구축된 시스템을 최종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의하고, 설계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Tool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화면설계

툴의 기능으로 구현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발여부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구현작업을 수행

데이터 액세스 (Data Access)

테스트 환경 준비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일정, 주체, 시나리오 및 관련 환경) , 통합테스트 및 고객 Acceptance Test 등을

시행

테스트 (Testing)

구축된 시스템을 실제 사용하는 조직에 적용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을 정의

프로젝트 초반에 운영 및 적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절차도 포함하여 정의

적용 (Adoption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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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BI는 기존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임

BI 구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전사적인 데이터
통합임

– 전사 데이터 통합 아키텍쳐 구축

– 데이터 통합 방법론을 통한 실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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