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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준정보란 무엇인가?1. 기업데이터 유형

기업에서 생성되고 관리되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는 그 특성과 활용측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데이터비즈니스데이터
((트랜잭션데이터트랜잭션데이터))

비즈니스프로세스의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Fact에 관한 데이터

후선의 집계, 분석 및 통계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

전사적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핵심데이터

전사적으로 유일하게 공유되며, 변경빈도가 낮음

식별자와 항목으로 구성

업무데이터의 분류와 집계 편의성을
위해 규칙적인 값을 부여하여 정형화한
데이터

코드체계와 코드 값으로 구성

Private코드와 Public코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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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준정보란 무엇인가?2. 기준정보의 정의

여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걸쳐 사용되는 기업의 핵심 엔티티를 구성하는 식별자와 속성의 일
관되고 균일한 집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행의 일관성, 단순화 및 균일화와 전사차원의 분석과 의사 소통을 지원
비즈니스를 표현하는 어휘 – 비즈니스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엔티티, 전문용어, 정의, 
분류

기준정보는 기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행결과를 정확히 기록(트랜잭션 데이터)하고, 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기반의 경영환경을 가능하게 함

영업대표, 홍길동, 20080205,
개인고객, 이순신, 40”LCD TV,

10대, 판매액15,000,000,
순익 1,500,000

트랜잭션 데이터

Who – 영업대표 홍길동
What – 40”LCD TV 10대
When – 2008년 2월 5일
Whom – 개인 이순신
Revenue – 1,500만원
Profit – 150만원

비즈니스적 의미 기준정보

고객

제품

직원

자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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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준정보란 무엇인가?3. 기준정보의 역할

트랜잭션
데이터D

트랜잭션
데이터C트랜잭션

데이터B

트랜잭션
데이터B

트랜잭션
데이터D

기준정보

트랜잭션
데이터A

기준정보

트랜잭션
데이터C

기준정보

트랜잭션
데이터A

Operational 환경 Informational 환경

데이터입력

데이터입력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전사차원에서 유일하게 정의된 기준정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트랜잭션데이
터가 올바른 위치에 등록되고, 일관되게 분류/집계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정확한 Fact 기반의 올
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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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TDWI Survey, 2006

The Benefits of high quality data

Improvement in data quality (81%)

Accurate reporting (78%)

Better decision making (54%)

Consistent definitions of key business entities (53%)

Multiple views (for multiple users) of same data (52%)

Easier auditing of information’s origin (46%)

Enterprise wide data governance (35%)

Single view of each customer (32%)

Risk  reduction (18%)

Product data improvements (17%)

Superior customer service (  8%)

Supply chain optimization (  8%)

Other (  8%)

Ⅰ. 기준정보란 무엇인가?4. 기준정보의 영향

많은 기업이 기준정보의 품질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업의 83%가 저품질 기준정보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54%는 양질의 기준정보를 통
해 이점을 얻고 있다고 응답함

The problems of poor master data

Inaccurate Reporting (81%)

Argument over which data is appropriate or trusted (78%)

Bad decision based on incorrect definitions (54%)

Data governance and stewardship limitations (53%)

Limited visibility for data lineage and linkage (52%)

No understanding of master data homonyms, synonyms (46%)

Poor customer service (35%)

Inefficient marketing (32%)

Inefficient purchasing/sourcing (18%)

Delay in new product introductions (17%)

Other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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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준정보란 무엇인가?5. 기준정보의 특성

기준정보는 본래 비즈니스 데이터의 한 유형으로 기준정보를 구성하는 엔티티간에 그리고 각 기준
정보간에 업무적인 규칙(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준정보는 각각이 독립된 평면적인 구조가
아니라 상호 연관된 통합구조를 갖게 됩니다.

기준정보

기준정보간
연관성

기준정보의 통합성

기준정보간에 존재하는 업무규칙을
관계연결을 통해 통합구조 표현

기준정보의 연관성

기준정보와 기준정보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준정보 생성

m:n 관계의 기준정보

업무적 공유성

하나의 기준정보를 구성하는 다양한
업무관점의 항목 존재

데이터 정합성을 위한 정규화

기준정보의 특성

고객

주소

학력 직업

엔티티

엔티티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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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구매/재고 생산

경영관리

업무간 협업

과제간
협업

과제 관리
미흡

전략적
의사결정

지연

제품 출하
오류

고객 신뢰도
저하

- 기준정보 이슈- 기준정보 이슈

과제 A

과제 B

과제 C

개발(R&D) 구매/재고 생산

개발(R&D) 구매/재고 생산

불필요 재고 발생

통합 구매 미흡

물류 판매

WBS수립절차 상이

기준정보중복 – 각자 정의된 데이터, 동일 데이터의 불일치

기준정보 품질오류 – 누락/오류데이터 존재, 업무규칙에 위배되는 데이터 존재

전사적 공유체계 미흡 – 공통된 데이터정의 부재, 전사적 Single View 공유 불가, 데이터배포의 적시성 미흡

Ⅰ. 기준정보란 무엇인가?6. 기준정보관련 이슈

전사차원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기준정보를 단위업무중심으로 생성하고 활용함에 따라 LOB간의
연계성을 떨어트려 기업의 수익성 및 민첩성 저하 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석/통계 왜곡-분석/통계 왜곡

-의사결정 정도 저하-의사결정 정도 저하

-업무간 연계성 저해-업무간 연계성 저해

-비용절감기회 상실-비용절감기회 상실

-Compliance 대응 곤란-Compliance 대응 곤란
BOM 불일치

주) LOB – Lin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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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DM이란 무엇인가?1. 기준정보관리의 정의

개별 시스템과 LOB에 존재하는 기준정보를 단일의 레포지터리로 통합하고
데이터품질의 정제와 강화를 통해
일관된 전사관점을 위한 Single Version의 데이터 통합 및 배포를 보장하여,
비즈니스프로세스 수행과 의사결정 시 기준정보의 공유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기술과 프로세스, 
거버넌스의 집합

기준정보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반 운영체계에 관한 규정

기준정보의 최적화된 구조와
실제 관리되는 데이터 Value

기준정보 운영체계의 자동화와 기준정보의 전
사적 공유를 지원하는 기술아키텍처 및 기술
요소

거버넌스

기준정보
IT 인프라

거버넌스의 엄격하고
완전한 적용기준정보의 표준, 관리절차

및 오너쉽 정의

기준정보의 품질보장 및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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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DM이란 무엇인가?2. 기준정보관리의 필요성

분류체계
- 기준정보의 계층구조 표현
속성체계
- 다양한 업무관점의 데이터 수용
식별기준
- 확장성 있는 유연한 체계
표기표준
- 데이터의 기술형식 규정

ShareShare

Single Version
Single Version

of Truthof Truth

기준정보관리의 목적은 한 마디로 전사차원에서 품질이 보장된 기준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IT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기준정보를 통합하고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

기준정보의 연관성, 계층구조, 참조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

현업을 기준정보관리 프로세스에 강력히 참여시키는 것

기준정보의 이력관리를 유지하는 것

기준정보를 구성하는 상이한 업무관점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것

준비된 기준정보를 전사적으로 적기에 배포하여 공유하는 것

기술관점의 품질
- 완전성
- 정확성
- 유효성
- 적시성
업무관점의 품질
-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도

구조적 관점의 품질

내용적 관점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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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DM이란 무엇인가?3. 기준정보관리 요건

중앙집중적인
데이터관리

지속적인
품질향상

최적의
구조체계

엄격한
운영체계

중복으로 인한 정보불일치와 관리의 일관성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일의 통합저장소

기준정보를 구성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업무적 관점들을 모두
수용하고, 이를 각 업무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정보관리구조(Structure)

주기적으로 기준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해 오류의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인 품질목표를 달성

운영 시 기준정보의 품질과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정책, 운영프로세스, 조직체계

기준정보가 통합 관리되면 업무적 파급효과와 범위가 일시에 전사적으로 확산됩니다. 따라서, 운영
시에 기준정보가 항상 Single Version of Truth로 유지되고 공유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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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감사모니터링 및 감사

Ⅱ. MDM이란 무엇인가?4. 기준정보관리 프레임워크

도입되는 기준정보관리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기준정보, IT
인프라 측면의 프레임워크에 의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품질데이터품질

운영체계운영체계

MDMMDM

거버넌스

IT인프라

MRMMRM
생애주기관리

표준체계관리

권한관리

기준정보

표준체계표준체계

데이터통합데이터통합

업무규칙관리

메타데이터관리

영향도분석

운영모니터링

감사

레포지토리

DQ/DI HUBDQ/DI HUB

원칙 및 정책 운영프로세스 조직체계 오너쉽

분류체계 속성체계 식별기준 표기표준

데이터표준화 업무규칙 데이터품질지표

마이그레이션 동기화

레포지토리 레포지토리

Biz. DB LayerBiz. DB Layer

데이터품질관리 데이터통합관리 HUB DB

Operational EDW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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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DM이란 무엇인가?5. 기준정보관리 실현이미지

품질관리

품질평가
오류원인

분석
정제

품질지표 –DQI/CTQ

성과지표 – KPI

기준정보 배포기준정보 배포

오류원인
피드백

1 5

7

등록요청 등록승인

MDM Repository

제품

BOM자재

고객

ERP

SCM

모니터링 & 감사

운영실적
정보집계

품질관리
결과축적

거버넌스
준수감사

기준정보활용업무

중복등록검증

품질오류검증

검토

업무규칙

검색엔진

MDM Portal

2

3

6

담당자가
기준정보
등록요청

업무규칙을 통해
기준정보의 기술적
업무적 품질 검토

기준정보를
MDM Repository에 저장

관련 업무시스템과
1물1코드 동기화

MDM 운영현황 및 품질추세 모니터링
거버넌스 위반감사 및 조치

주기적으로 MDM Repository의
기준정보품질평가를 통해 오류원인
제거

4

동일 기준정보 검색을
통해 등록 전에
중복여부 파악

COA공급사 CRM

… …

……

기준정보의 등록/변경 절차를 자동화하고 필요한 업무에 기준정보를 적기에 배포함으로써, 전사
차원에서 항상 1물1코드를 유지하며, 품질관리와 모니터링 및 감사를 통해 운영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확장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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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DM이란 무엇인가?6. 기준정보관리 IT아키텍처

ERP

DI

Meta
DB

DI
Repository

MDM I/F
DB

매핑DB

Staging
DB

DQ
Repository

DQA

DQS

MDM
Repository

CRM

MDM

DQ/DI HUB MRMLegacy 

주) DQA: Data Quality Assessment , DI – Data Integration, DQS – Data Quality Standardization, MRM – Master Rule Management

Workflow

업무규칙
DB

검색엔진

SRM

PLM

인터페이스 Layer

인
터
페
이
스

L
a
y
e
r

Meta/
업무규칙

관리

현행 기준정보를
레거시로부터 MDM으로
마이그레이션

신규/변경 기준정보를
MDM으로부터 레거시로
동기화

MDM 기술요소간의 상호
인터페이스

SCM

기준정보관리 IT 인프라는 개발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검증된 기술요소를
활용한 아키텍처기반의 플랫폼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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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DM이란 무엇인가?7. 기준정보관리 기대효과

Source : Forrester Research 2007

Improvements in Data Quality

Accurate Reporting

Better Decision making

Definitions of Key Business Entities

76%

69%

50%

75%

Multiple Users of Same data

65%

Easy Monitoring of Info’s origins

Data Governance

Single view of each customer

Risk Reduction

Product Data improvements

Superior Customer Service

Supply Chain Optimization

Other

47%

35%

24%

39%

33%

21%

3%

15%

도입효과*

A 사A 사

도입효과 사례

• 자재코드 수 : 20% 감소

• 재고비용 : 15~25% 감축

• 제조비용 : 3% 감소

B 사B 사

C 사C 사
•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통해 연간 1백만 달러 이
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1년 이내에 투
자가 모두 회수되었음

D 사D 사
• 중앙 데이터 플랫폼에서 고객 및 자재 관련 에
러율이 낮아지고 한 달에 3배 정도 적은 정정율
을 보이고 있음

• 코드 수 감소 (▽95.2 % 감축)
• 제품 : 28만여 건 감소
• 자재 : 100만여 건 감소

• 정보 관리 비용 감소
(가트너 : 1건당 5년 정보관리비용 : 20$)

• 제품 : 56억원
• 자재 : 207억원

데이터 품질 제고 및 동기화를 통해 분석 및 의사결정의 적시성 및 정확성 제고에 기여하며, 정량
적으로는 운영 비용 절감 및 데이터 관리/조정 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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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itiatives that MDM solution support

Source : TDWI Survey, 2006

Business intelligence (82%)

Data governance or stewardship initiative (53%)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itiative (49%)

Marketing initiatives (e.g., DM) (36%)

Regulatory compliance (36%)

Supply chain management (24%)

Purchasing/sourcing (15%)

Not linked; MDM is autonomous (5%)

Other (  7%)

Technical solutions that MDM solution support

Data warehousing (85%)

Customer data integration (63%)

Transactional applications and databases (49%)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47%)

Supplier information management (20%)

Not linked; MDM is autonomous (3%)

Other (  5%)

Exploration
phase 46%

Already deployed 9%

Implementation
Phase 11%

Design
Phase 11%

No plan 21%

Whole
Enterprise

52%

Other 2% A single dept. within
a Biz. Unit or region 6%

A single Biz. Unit 16%

A single dept. that
Spans the enterprise 24%

MDM status

MDM scope

Ⅱ. MDM이란 무엇인가?8. 기준정보관리 도입추세

대다수의 기업에서 MDM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며, 전사범위의 MDM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도입한 기업이 전체 설문대상 중 20%에 불과한 것은 아직까지 MDM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 이해하
는 낯선 개념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한 기업의 76%는 전사를 범위로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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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IntegratedLocal

Local

다원화된 데이터관리
업무적 관점의 충돌 및 데이터중복

개별적인 데이터의 동기화
프로그램방식
m:n의 데이터인터페이스

분석 및 의사결정 정보의 신뢰도 저하

집중된 데이터관리
기준정보의 일관성 확보

기준정보 공유 및 동기화
인프라플랫폼 기반
인터페이스경로 단순화

분석정보에 대한 기준점 제공
IT 시스템 유연성 및 대응력 확보

III. MDM은 어떻게 도입하는가?1.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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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범위 III. MDM은 어떻게 도입하는가?

기준정보대상정의
표준체계수립
분류체계 정의
속성체계 정의
식별체계 정의
표기표준 정의

데이터 품질
품질평가 및 오류원인 분석
정제방안 수립 및 정제
업무규칙 도출
상시 품질관리 지표 정의

데이터 통합
기준정보 마이그레이션
기준정보 동기화

원칙 및 정책 수립
운영절차 수립
생애주기관리
표준체계관리
데이터품질관리
업무규칙관리
메타데이터관리
데이터통합관리
권한관리

조직체계 정립
조직구조
역할 및 책임, 요구역량

DQ/DI HUB

MDM

MRM

업무범위

기술자산
도입범위

기준정보 품질 및 통합거버넌스 표준체계

전사 기준정보관리를 위해서는 기준정보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및 표준체계의 수립, 품질 및 통합
과 업무의 일관성과 상시 운영성 확보를 위한 관련 IT솔루션 및 자원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서버, DBMS, DQ Assessment, DQ Cleansing, Data Integration, DQ Repository

MDM Portal, MDM Repository, Workflow, Search Engine

MRM Portal, Meta Repository, Rule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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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접근단계별 접근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접근

구현 타당성 사전검증을 통한 위험
최소화

단계 진행에 따른 학습효과를 통해
인력양성 및 확산 가속화 가능

자원의 적절한 분배 및 분산투자
가능

마스터플랜수립

거버넌스 수립

단계별
기준정보표준화

전사 기준정보 통합

전사관점에서
대상기준정보 선정 및 우선순위 부여
기술아키텍처 정의
단계별 프로젝트 정의

기준정보의 일관된 운용을 위한
원칙 및 정책과
운용프로세스 대상 정의 및
조직체계 설계

기준정보 우선순위에 따라
표준체계수립 및 표준화
운영프로세스 설계 및 구현

전사 모든 기준정보를
통합관리하며
필요한 업무와 사업장에 배포

III. MDM은 어떻게 도입하는가?3. 도입전략

다양하고 방대한 기준정보를 일거에 통합하는 접근법(Big Bang)에는 많은 위험과 시행착오가 따
릅니다. 특히, 제한된 리소스와 기간을 감안할 때 지연 또는 실패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MDM도입은 현행 기준정보의 정확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DM 진단
주요 기준정보를 대상으로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에 대해 현상 진단
원인분석 및 To-Be 추진방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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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DM은 어떻게 도입하는가?4. 단계별 도입절차

기준정보관리는 일회성으로 완료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과 개선노력이 수반되는 프로세스로 인식하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단계별로 수행전사적으로 수행

거버넌스

기준정보

IT인프라

전사 원칙 및 정책수립
상시 운영조직체계 설계

전사 기준정보 IT아키텍처 수립
기준정보관리 솔루션 도입

데이터품질지표 정의

기준정보 대상별 기준정보 관리 기능 구현
- MDM, MRM, DI Hub, DQM, Monitoring

기준정보 대상별 운영프로세스 정의
운영조직에 기준정보 현업전문가 구성
기준정보 대상별 모니터링 및 감사 지표 정의

기준정보 대상별 표준체계 수립
기준정보 대상별 데이터표준화 수행
기준정보 대상별 업무규칙 도출
기준정보 대상별 데이터 통합 요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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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기준정보, IT인프라 영역의 관점에서 추진하므로 MDM구현결과의 완전성 보장
각 영역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DM구현 결과의 유기적인 통합성 보장
향후 업무요건 변경 및 확장 시 전체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유연하고 정확한 변경적용 가능

MDM 프레임워크 사상에 부합하는 방법론 적용을 통해 일관성 있는 MDM구축 가능
명확한 단계별 작업방법과 작업순서, 역할정의를 통해 다수 작업의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 가능
적용되는 솔루션 중심의 작업지침을 통해 산출물 활용도를 높이고 작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프로젝트를 통해 커스터마이징된 자체 방법론 확보 및 내부 전문가 양성 가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요소로 구성되는 MDM시스템의 통합성 및 확장성 보장
상용화된 솔루션을 최대한 적용하여 다양한 IT 요소기능 구현에 소요되는 노력 및 인력 절감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통해 구현하므로 납기 준수
솔루션 공급자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MDM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향상 가능

1 프레임워크 기반의 접근

2 방법론에 의한 체계적인 추진

3 아키텍처 중심의 솔루션 적용

III. MDM은 어떻게 도입하는가?5.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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