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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위한 간단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

많은 기업들은 경영상 제기되는 의사결정 및 성과분석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습
니다.

AnswerAnswerQuestionQuestion

ü왜매출액이목표달성을하지못하고있는가? ü경인지역의매출이감소하였다.

ü왜경인지역의매출이부진한가? ü제품 A의매출이급격히떨어지고있기때문이다.

ü왜제품 A의매출이떨어지고있는가? ü고객불만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ü왜고객불만이증가하는가? ü배달지연이 60%이상증가하였기때문이다.

ü배달지연의근본원인이무엇인가? ü고객주문처리가 복잡하다.

I. 통합의 이해

•문제의 근본원인추적과 전략적 시사점을 파악할 수 없다..
•현재는 성과현황을 보는데 그치고 조직내 학습을 촉발하지는 못한다..



4

•원하는 때에 원하는 성과정보를 얻지 못한다..
•많은 경로와 수작업을 통하여성과정보를 얻는다..
•보고서 만드는 데 시간 다 보낸다..

노선별로손익을
파악해보게.

노선별손익을다음주
까지산출해주십시오.

경영진 영업관리팀

할일도많은데…
꼭필요한건가?

회계팀

영업시스템

영업정보

자료취합/ 확인/ 조정

영업팀

영업관리팀

회계정보

바쁜데.. 숫자는왜
이렇게안맞는
거야..?

1998 Act 1999 Act 1999 Bud
Jan 10,082 9,121 8,378
Feb 9,744 8,090 7,970
Mar 9,855 8,877 8,329
Apr 9,757 8,661 8,384
May 9,712 8,600 8,307
June 9,596 7,784 7,922
July 9,040 8,284
Aug 8,854 8,798
Sept 8,614 8,690
Oct 9,031 8,502
Nov 8,542 8,657
Dec 8,506 8,594

문제 1 : 성과정보의 정합성 및 즉시적인 획득 곤란

I. 통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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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가 전사부터 사업부 하위단위까지 일관성이 없다..
•상황에 따라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성과에 대한 책임에 분명한 소구점이 없다..

우리의전략은
유효한가?

중점과제는
효과적으로실행되고

있는가?

성과개선을위한
최적의방안은
무엇인가?

통합된전략및
성과관리가되지않아
파악이어렵다

문제 2 : 전략과제의 일관성 및 책임에 대한 소구점이 불분명

I. 통합의 이해

고객 가치를
창조하는

초일류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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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이 X% 향상된 경우 원가에 대한 영향도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제품믹스는?

•재고가 X% 줄어든 경우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도는?

•리드타임이 X% 줄어든 경우 원가에 대한 영향도는?

• SCM 구조와 정책의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는?

•원가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큰 부분은 ?

•수요가 X% 줄어든 경우 매출에 대한 민감도는?

•판가가 X% 줄어든 경우 수익성에 대한 영향도는?

•신규 라인 투자의 수익율은 어떠한가?

•시장선행변수에 따른 매출영향도는?

•원가에 대한 변수들 중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업부별 사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예측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과그 원인은?

•과거 1년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향후 1년을 예측하면?

•가장 수익성이 큰 부분과 적은 부분을 상, 하위 5개 품목으로 나열하면?

………..

•현황정보 제공에치우쳐 있다…
•주요 의사결정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
•주요 변수에 대한 영향도를 파악할 수 없다..

What-if Analysis

문제 3 : 의사결정의 최적 지원체계 미흡

I. 통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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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와 시스템의 급격한 증가

시스템 이슈

데이터데이터 SiloSilo문제문제 데이터데이터양의양의증가증가

데이터데이터부정확성부정확성

010101110100010

?

•데이터의부정확으로인하여신뢰성부족문제가
대두된다.

•시스템간데이터의장벽과고립현상이
심화된다

•시스템의증가와데이터양의증가가
계속되고있다.

원인 1 : 통합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와 시스템

이러한 현상은 통합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와 시스템의 급격한 증가가 그 원인이 됩니다.

I. 통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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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슈

비전과비전과전략장애전략장애 자원의자원의장애장애

인력의인력의장애장애

•조직구성원의 5%만이경영전략을

공유하고있다.

•경영진의 85%이상이한달에 1시간

조차도전략에대해토론하지않는다.

•60%이상의조직이전략과예산을

연계하여고려하지않는다.

•관리자의 25%만이전략성취도에따른보상을받는다.

전략과 성과관리의 연계성 부족

원인 2 : 전략과 연계된 성과관리의 미흡

또한 기업은 다음의 측면에서 전략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무엇인지, 얼마나 유효한지, 어느 관점에서 성
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지, 전략실행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I. 통합의 이해



통합이란?

“통합이란?”,  IT나 기업시스템을 넘어서는 큰 사회적인 현상이며, 비즈니스나 기술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현상에도 적용되는 큰 그림.

개인

기업

여가, 육아, 재테크

재무, 생산, 영업, R&D 

교육, 행정, 문화사회

홈네트워킹, 재택근무, 
원격교육

ERP, HR, CRM, KM

행정전산망, 교육전산망
온라인망확대

<통합>

영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영역별개별관리,

분야별별도IT시스템

유사영역시스템통합

수평적네트워크연결
통합지식정보사회

인테넷 활성화 통신,인프라 스트럭쳐
고도화

1990 년이전 1990 년 ~ 현재 2010 년

참고) 제3회 세계지식포럼 2002.10

I. 통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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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의 데이터 이슈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단위 업무 시스템들을 개발해나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축되었다. 

통합 데이터체계 없이, 각각의 기준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몇가지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첫째, 상당한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다.

¬둘째, 데이터 정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셋째, 단위 데이터베이스간 인터페이스가 많고, 인터페이스 방식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존 데이터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데이터웨어하우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분석업무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체계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도
입하는 것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데이터 관리 문제를 해결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데이터웨어하우스가 도입됨에 따라 전사 관점의 데이터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하면서 상당한 범위의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I. 통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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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데이터 유형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통하여 일관되게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사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획,구축,운영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 체계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체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지고, 활용되는지를
알아야 준비가 가능하다.

기업에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운영데이터> 와 <분석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운영데이터> 는 기업업무 처리를 저장하는 데이터로, 주문,거래,정산 데이터 등이 포함되며, 

<분석데이터> 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분석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I. 통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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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무 vs 분석업무

늎은 유연성, 대용량처리높은성능,안정성 및 가용성우선순위

필요시항상가용성

소수다수동시사용자

수분이상수초이내응답시간

주기적/기준의거빈번/수시데이터 갱신주기

데이터 집합 단위레코드 단위데이터처리 단위

분석지원트랜잭션 지원기본목표

분석업무운영업무구분

이력데이터 정합성참조정합성정합성

중복허용최소화데이터 중복

필요시 갱신수시 갱신갱신

이력 데이터현재시점데이터 시점

요약수준상세수준데이터 수준

분석데이터운영데이터구분

운영업무 vs
분석업무

운영데이터 vs
분석데이터

I. 통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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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관점으로 접근

이와 같이 <운영데이터> 와 <분석데이터>는 업무적 성격 및 데이터의 특성 또한 상이하다.

또한, <운영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구축되었거나, 또는 동일 시스템 하에서 점진적으로 추가개발/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체계/값/유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정보화 시키기 위하여, 즉 통합된 관점으로 전사적인 해석이 가능한 정보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운영데이터>를 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운영데이터>의 정비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우며, 즉 시스템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통합성이 결여되
어 있고, 불규칙의 데이터들이 변칙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라는 대대적인 작업을 수반하기도 한다.

만일, 운영업무 환경에서 분석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면, 분석업무 특성상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따른 시스템 자원사용
으로 인해, 운영업무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사
적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운영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 체계와 방법론 이어야 한다.

I. 통합의 이해



14

데이터 통합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데이터의 분산과 의사결정사항의 미 정립에 의해 데이터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누가, 무엇을 통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누구에게무엇을위해데이터의통합이필요한가?

누구(WHO) = 역할 모델

무엇(What) = 의사결정 지원(성과현황분석 + 전략실행)

Operational Operational 
LayerLayer

Data Data 
Integration Integration 

LayerLayer

BusinessBusiness
Intelligence Intelligence 

LayerLayer

Data Warehouse

I. 통합의 이해

여객시스템여객시스템 품질시스템품질시스템장비시스템장비시스템 재무시스템재무시스템운항시스템운항시스템 ...물류시스템물류시스템 인사시스템인사시스템 개발시스템개발시스템 외부외부DataData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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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정보공학방법론
¬ 90년대 초에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 Application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제시

¬데이터 관리 초점을 기업업무에서 발생되는데이터의 정합성 보장에 맞춤

¬운영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는데 보다 가까운 방법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방법론
¬여러 벤더를 통해 제시

¬자사(벤더)의 제품에 따라 특성이 다름

¬전략/정의/분석/설계/구축/이행/평가 등의 순서에 따라 분석정보 시스템 구축에 목적

¬ Application은 웨어하우스 구축 후 사용자가분석 및 리포팅도구를 사용하여 자율적 사용

이러한 <운영데이터베이스>와 <분석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볼 때,

각자의 성격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인 성격이 강하며, 통합성과 일관성을 갖고 구축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데이터통합 방안수립 및 방법론의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통합방법론은 최초 정보전략계획수립부터 운영데이터와 분석데이터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전사차원의 데이터
체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체계를 기반으로 후속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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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위한 데이터 아키텍쳐 준비

기업의 업무처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 유형은 크게 <운영데이터>, <분석데이터>로 구
분되며, <분석데이터>는 <통합운영데이터>, <전사적 분석정보 데이터>, <부문별 분석정보 데이터>, <메타 데이터>로 구성
되어 진다

대부분의 운영데이터는 시스템별로 관리되어져 왔기 때문에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운영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
축 이전에는 전사적인 통합된 정보공유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운영데이터> 저장소인 ODS(Operational Data Store)를 통하여 데이터를 통합하고, 
운영데이터와 주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 시키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

ODS는 주제영역 중심이고, 전사통합 체계를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전사분석데이터>의 성격과 동일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운영업무 데이터를 유지하고, 재정비하고,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시점의 데이터를 중시하며, 지속적
으로 갱신된다는 점에서 <전사분석데이터>와 차별화 되며, <운영데이터>를 <분석데이터>로 전환하기위한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데이터 통합 운영데이터 전사 분석데이터 부문 분석데이터

메타 데이터

<운영데이터> <분석데이터>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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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데이터 아키텍쳐 구성

II. 통합 방안

전사 데이터 아키텍쳐

운영데이터

기업업무 처리를
위한 저장위주 형태
데이터

ODS

운영데이터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전사관점 에
서 통합관리
DW,Mart에 데이터 공급

Data Warehouse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
며, 전사관점에서 데이터
통합관리 Mart에 데이터
공급

Data Mart

업무부서나 기능단
위 특정분석요건을
지원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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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데이터

¬업무처리 기본데이터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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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소스데이터 정보(매핑)
¬변형 및 통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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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데이터 아키텍쳐 수립방안

II. 통합 방안

전사 데이터 아키텍쳐

운영데이터 ODS Data Warehouse Data Mart

메타데이터

운영업무
데이터현황

분석업무
정보요구사항

전사적통합데이터
기준정의

메타정보요건정의

데이터표준화체계정의

기준도메인정의

면담

시스템현황조사

설문조사

장표분석

업무분석

선진사례분석

정보전략분석

운영데이터
공유체계분석

분석데이터
항목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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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 (Enterprise Data Warehousing)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간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사적으로 단일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요약, 축적, 변환, 공유 시킴으로써 정보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고, 정확한 의사결정
을 지원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의정보의 통합통합 인프라인프라

II. 통합 방안

필요에 따른 목적별 기능 DW의 구축
이 용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부서별 또는 목적별로 DW를 구축 시
발생하는 데이터의 불일치 해결

서로 상이한 데이터 체계, 코드 체계 및
중복 관리의 존재를 방지

모든 정보계 데이터의 원천을 EDW
로부터 가져오게 함으로써 전사적인 일

관된 View 제공

Web을 통한 Any Time, Any Where 분
석능력의 지원

EDW

(Enterprise
Data

Ware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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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 Architecture 고려 사항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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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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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시스템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저장고
역할을 하는 시스템 구축

활용 관점활용 관점 데이터 저장고로서의 역할데이터 저장고로서의 역할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활용 관점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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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 model 형태

II. 통합 방안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Fact/Dimension Model을 이용
하여 정보 요구 정의

주목적: 특정업무 또는 특정목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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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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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의 중복 및 불일치 발생

OLTP형태의 ERD모델을 이용하여 정보 요구 정의

주목적: 소스테이블의 세부 데이터를 축적하는 관점

주 사용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전사관점의 EDW 구축

• 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데이터 통합 EDW구축

• EDW에서 Raw 데이터를 다양한 시스템에 제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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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하기가 어려움 (ER모델보다 MDM 모델이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함)

MDMMDMERD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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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 구축 전략

II. 통합 방안

전사적 데이터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정
보 전달 체계 및 양질의 의사결정 정보 제공

운영시스템과 유기적인 통합 체계 구축

업무수행에적합하고안정적이며유연한
인프라구성

단계별 전사 DW 방법에 따른 시스템 확장성
고려 방안 강구

기술적/업무적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원관리(시스템 관리)의 효율성 제고

기업변화환경에대한 신속하며능동적으로
대처가능한시스템구현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안정성과 정합성
보장

접근/
사용의

용이성

신속한

의사결정

효율적

유지관리

시스템

통합성

데이터

정합성

양질의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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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 구축 조건

정보의 통합 인프라로서의 EDW는 전사 모델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특정업무에 편중되지 않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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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하
우스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도록 구축 될 수 있게 모델링 되어야 한다.

중립적 성격을 갖는 데이터웨어하우스 논리 모델중립적 성격을 갖는 데이터웨어하우스 논리 모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화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화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

확장성을 갖는 데이터웨어하우스확장성을 갖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시스템을 지원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운영시스템을 지원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양질의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양질의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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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화

EDW 모델링은 전사 데이터를 범위로 하고 동시에 많은 작업자가 참여하게 됨. 따라서, 전체
모델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사차원의 데이터표준화작업
선행이 반드시 필요함. 

데이터표준화의 대상에는 데이터이름, 데이터정의, 데이터유형이 있으며, 먼저 전사공통 데이
터항목에 대하여 Domain 표준화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모델링에 반영함으로써 전체 EDW모
델의 표준화를 달성하게 됨. 

이러한 표준화작업을 통하면 전사적으로 데이터의 유일성과 데이터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정
의되는 결과를 얻게 됨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활용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향후에
데이터사전 구축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이점도 얻을 수 있음.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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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표준화 방안

고객, 상품, 매매, 계좌 등 공통적으로 코드를 사용할 연관성이 높은 시스템들을 정의 함으로서 대표코드
를 통한 코드체계의 기준을 설정

동일 코드값을 포함하는 코드명끼리 분류 통합 함으로서 상호 상이하게 진화한 코드체계를 통합
(사용자요구사항이나 향후 시스템 진화 정책에 따라 사용이 예측되는 코드도 추가)

기간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대,중,소 단위의 분류체계로 재분류 하여 코드 분류상의 체계에 따라
일관된 코드체계를 갖도록 재조정

기간계 시스템에서 직접 정제하여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하므로 DW에 loading시 코드 매핑 로
직을 정의하여 추출과 동시에 정제된 코드값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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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데이터 통합을 위한 CSF

II. 통합 방안

DW Success

End-User 
Satisfaction

System 
Utilization

Organizational 
Factor

End-User 
Factor

Technic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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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Factor : 현업과의 조화

DW는 반드시 IS팀과 현업의 조화와 협조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많은 DW가 장표 제작용으로 출발. (IS실의 입장이 많이 반영)

IS 팀과 현업의 부조화

¬IS 팀만의 생각으로 DW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안 된다

¬전향적인 현업의 요구는 DW의 전부라고 인식해야 한다

현업은 요구사항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

장표를 만드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다

¬데이터를 가공하여 Information으로 만들고 이를 분석하여 Business 에 대한 Knowledge로 생산함으
로써, 업무가치를 높여야 한다

¬자신의 Requirement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결국, 전체 Business 에 대한 이해의 반영)

IT의 능력에 대한 이해, IT의 한계에 대한 이해

II. 통합 방안



29

Organizational Factor : 최고경영층의 지원

DW 프로젝트는 최고 경영층의 의지가 중요하다

¬DW의 효과에 대한 굳건한 믿음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데이터는 자산이라고 인식

¬과거 데이터의 과학적인 분석은 사업 추진의 기본

DW 프로젝트는 많은 부서의 이해 관계가 엇갈린다. 이때, 의견 조정에 대한 최후 중재자 역할

DW 프로젝트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의지는 프로젝트를 지속시키는 큰 원동력이 된다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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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Factor - DW Policy

DW 구축이후 필연적으로 대두

DW를 구축하면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쓰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기존 시스템 사용 고수

¬Technology에 대한 불신, 저항

¬Intranet 이용.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협조

¬IT 팀 뿐 아니라, 현업, 최고 경영자의 협조가 필요

IT 팀은 정확한 데이터, 신속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노력

DW 구축 이후, 이의 사용에 대한 적극 후원, 과학적 분석 결과를 경영에 적극적 반영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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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User Factor

End-User Education & Training

End-User Computing Environment 

결과 분석능력

개발단계의 지속적 참여 (End-User Participation)

End-User에게 DW는 만들어진 장표를 보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End-User computing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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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Factor

대용량 Data를 Support하는 RDBMS & H/W

OLTP 시스템에서의 ETT

Target업무의 Modeling

사용자 Requirement에 부합하는 OLAP Tool

Data Warehouse Management

¬Backup & Recovery 

¬Summary 관리

¬User Security

¬Tuning

MetaData 관리

DB Skill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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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Data Warehouse 와 Data Mart

II. 통합 방안

ERP 시스템

Legacy 시스템

외부데이터

데이터
추출/
정제/
로딩

데이터
추출/
정제/
로딩

상세 및

요약 데이터

연산
가공

연산
가공

매출분석

영업분석

상품분석

DBM

수익성분석

운영시스템 EDW Data Mart

데이터보관 : 요약데이터

활용관점에서데이터를가공

사용자의관점에따라다양한형태의 Mart 구성

EDW 를통해기존 Data Mart 를연계

분석 : 다양한다차원모델분석

활용

•통합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 Online으로 분석 업무 제공
• KPI와의 연계
•필요 시 Raw Data(EDW)를 볼 수 있음.

(Online/Offline)

데이터통합 :  데이터 Cleansing 및축적

•데이터 정합성, 완전 무결성 보장
•주제중심적으로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보관 : 운영데이터의선별작업을통한
장기간보관
ð 대용량 Raw Data 보관

TO-BE 관점에서활용가능성이있는데이터정의
활용 : End User Access 불가, 분석어려움, 철저한
보안

데이터를제공및공유하기쉬운형태의 ERD 구조
유지 (기존 Mart 및타시스템과의데이터통로
역할)

ER Model : 데이터분석을위한기업전사적데이터
Model (Process Model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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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Data Warehouse 와 Data Mart

Enterprise Data Warehouse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리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
하는 데이터들에 대하여 하나의 논리적인 뷰(view)를 창출하는 것이다.” - 버틀러 그룹(Butler Group)

¬“전사적인 차원의 주제영역에 대하여 수년간에 누적된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정제 및 변형하여 통합
한 데이터 인프라” – Bill Inmon

Data Mart

¬“데이터 마트는 전사적인 데이터의 부분 집합으로 특정 사용자나 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구성된 작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이다. 이들 데이터는 주로 사용자 그룹 내의 데이터
를 중심으로 필요 시 다른 부서나 그룹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외부의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

II.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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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rt 구성 예

II. 통합 방안

ODS(상세 데이터)

Data Warehouse

EDW

ODS(상세 데이터)

Data Warehouse

EDW

Mining ToolMining Tool OLAP ToolOLAP Tool

품질Data Mining
Data Mart

재무
Data Mart

EDW + Data Mart 구성도EDW 구성도

통합 EDW로부터

데이터를추출하여

특정목적에사용할

다양한형태의

Data Mart 생성

Data
Mart
구성

Data
Mar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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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rt 구성 예

II. 통합 방안

ODS(상세데이터)

Data Warehouse

EDW

Mining ToolMining Tool OLAP ToolOLAP Tool

품질Data Mining
Data Mart

재무
Data Mart

EDW + Data Mart 구성도

ODS(상세데이터)

Data Warehouse

EDW

EDW 구성도

DataMart
구성

DataMart
구성

전사적 차원으로 통합된 정확한 데이터 인프라

§특정 사용 그룹/부서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위한 데이터의 부재 가능

§특정 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가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요할 수 있음

§특정 부서의 정형적이고 주기적인 조회에 대한 대처 필요

특정 사용자 그룹이나 부서의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를
추출,정제 및 가공하여 구성

§필요한 데이터가 한곳에 원하는 형태로 가공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쉽게 이용 가능

§부서별 사용 패턴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

§전사적 목표 달성에 부응하는 부서별 CSF 정보 및

EDW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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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Architecture

II. 통합 방안

소스시스템

E

T

L

E-Business Intelligence

Data Warehouse System Management

DataData
WarehouseWarehouse

ODSODS

EDWEDW Data MartData Mart
Data Mining 

DM

MOLAP DM

Campaign 
DM

정보활용도구

PORTAL

•ROLAP

•MOLAP

•Data Mining

•Alert/Workflow

가

공

BI 솔루션

SEM

V B M

A B M

B S C

Analyzer

OFA

OSA

BIS

ERP Intelligence

CRM Intelligence

CRM

Marketing Sales Support

데

이

타
영업

재무

인사

기획

외부정보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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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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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보 접근 방안

통합 정보에의 접근

Extraction of 
detailed and 
summary data

Who purchased
mutual funds in the last 3 

years?

“Information”

Summaries, 
trends and forecasts

What is the income 
distribution of mutual fund 

buyers?

“Analysis”

Knowledge discovery of hidden patterns 
and insights

Who will buy a mutual fund in the next 6 
months and why?

“Insight and Prediction”

Query & ReportingQuery & Reporting OLAPOLAP Data MiningData Mining



OLAP 정의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

III. 정보 접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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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P :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OLAP Tool은 사내 경영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현업 실무자들까지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Tool들로서 고객의 요구
에 따른 구현 및 Modeling 이 매우 용이하고 Data 추출기반이 광범위하여 강력한 조회 및 다차원(Multi-dimensional)분
석기능을 최대한 제공합니다. 

OLAP기반
다차원분석

Pivoting
기간,부서,제품,
유통채널,지역,계정 ...

데이터집계

회사

거래선

제품

조직

계정

:

GL

데이터발생

서브시스템

판매

자금

급여

생산

구매

자산

다차원분석
Tool

OLAP

예측/추정

예산수립

보고/분석

Oracle Express
Oracle Discoverer

다양한분석함수내장

III. 정보 접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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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분석:
의미있는 변수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트렌드:
데이터 트렌드의 그래프 분석
및 드릴다운

Portfolio분석:
사업별,제품별 포지셔닝
분석 및 의사결정 포트폴
리오 분석

다차원분석:
조직,계정,제품 등 차원별,
차원간 다차원분석

What-if Simulation:
변수별 데이터 조작을 통
한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
오 플래닝

비교:
다양한 항목별 비교

투자의사결정분석:
IRR,NPV 등 다양한 내장
함수에 의한 투자의사결
정 지원다양한모델링:

유연한 설계구조로 다양한 모델링을 수용할 수 있으며, 빠
른 기간내 구축이 가능

예측:
Forecasting을 통한 미래
예측

III. 정보 접근 방안

OLAP :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다차원 분석, 트렌드,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 분석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사결정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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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구성 요소 (Oracle 9iAS)

Oracle Portal은 Oracle 9iAS의 많은 기능을 이용하여 구성이 됩니다.

Packaged 
Apps

B2B Apps

Oracle DB 
Non-Oracle 

Web Services

Wireless

Browser

III. 정보 접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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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보의 제공 및 활용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CRM
부문

목적별 Data Mart

DW

ODS

SEM 부분

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Profitability 
Management

BSC

Budgeting
& Planning

E-BI

Business Intelligence
Analysis

Query Tool

Data Integration

OLAP Analysis

Product Analysis

Data Mining

ERP, Legacy, External Data

E
-
B

u
s
in

e
s
s

ATM   Internet   Phone   Call Center   Branch   Direct Mail

Oracle Field
Sales

Oracle Sales
Palm&Win-CE

Oracle Sales
Compensation

Oracle 
Telesales

Account&Contact Management, pipeline, forecasting management,Team selling

Sales & Service

List Selection
Campaign

Design
Fulfillment Tracking

Response
Analysis

C
a
ll C

e
n
te

r &
T
e
le

 S
u
it

Database Marketing Execution Tools (Market Manager)

ETT

Update and
Synchronization

OLAP
분석
조회

Extended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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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BI 시스템의 확대

전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전사적인 정보 인프라의 기반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적
인 확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OLAP, Mining 을 통한 데이터의 분석과정에서부터 Extended ERP를 통한 SEM(Strategy Enterprise Manager)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데이터의 통합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함으로써 가장 최적화되고 효과적
으로 현 정보기술의 다양한 측면들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

EDW를 바탕으로 정보를 통합 축적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킴

정보의 단순 조회에서 벗어나, 원인 분석 및 동향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BSC, ABM, CRM 등으로의 확장 기반

Groupware, KMS 등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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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모델링 . CASE Tool

. ETT                . Metadata

. DB Tuning       . Monitoring

. 4GL                 . GUI

. N-tier Arch       . Middleware

. OLAP               . EUC

. Package 적용 . 통계기법

. What-if 분석 . 모형개발

. Data Mining      . AI

. Networking         . Intranet

. Groupware          . Workflow

. Push/Pull Engine . BPR 

. KMS          . Expert System   

. Knowledge Repository (Map)

. CBT          . EDMS

DW/e-BI 시스템의 확대

EDW
구축

데이터
활용 및분석

지식의
공유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

조직적작업
지원

- 기업 전체 시각에서의 데이터 모델 구축 및 유지

- 데이터의 시기 적절한 수집

- EDW DB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데이터의 적시 적소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의 데이터 제공

- 다각적인 검토 및 분석

- 손익 예측, 민감도 분석

- 시뮬레이션

- 업체 평가, 부실 예측 등에 선진 기법 활용

- 여러 사람에 협력하여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데이터 및 문서의 적절한 배분

- 개인이 아닌 조직 위주의 작업 수행 유도

- 경험의 공유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

- 최적의 의사결정 유도

-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 방향으로의 성장
데
이
터

웨
어
하
우
스

사
용

확
대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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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변화 /  혁신

의사결정
지원: 10%

관리: 30%

보고: 20%

수집/가공 : 40%

관리: 10%

보고: 20%

수집/가공: 20%

의사결정지원

50%

과거

현재/미래

* 출처 : CFO (Architecture of the Corporation’s Future)

정보활용의 극대화 : e-Business Intelligence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Data

Information : 정제, 정렬, 조합, 결합된 Data

예) 김건모 CD 구매자에 대한 성별, 수입별, 지역별 고객리스트

Intelligence : 유기체적인 특징 à 조직내에서 증식

예) 구매정보를 활용한 마케팅팀의 프로모션

?

데이터와데이터와 정보를정보를 요약요약,,분석분석,,활용하여활용하여

기업경영에기업경영에 필요한필요한

의사결정의의사결정의 질질 제고제고 및및 성과향상을성과향상을 도모하는도모하는

일련의일련의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통칭함통칭함

정보활용의 극대화 : e-Business Intelligence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E-BI란 데이터와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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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증대는 ERP 또는 기존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 통합에 의한 경영분석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
로 적시에, 정확한 의사결정과 성과관리를 시스템화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정보활용의 극대화 : e-BI의 Positioning

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크게 업무 처리의 자동화와 통합을 지원하는 기간시스템(Legacy, ERP)과 이러한 기간시스템
으로 부터의 데이터와 정보를 요약,통합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과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이
있습니다. 

ERP & Legacy SystemERP & Legacy System

전사 프로세스 통합전사 프로세스 통합

운영계 시스템 è 현업 업무처리 지원운영계 시스템 è 현업 업무처리 지원

Process InnovationProc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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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레포팅 기능 내재

è 현황위주의 단순정보 제공

일부 레포팅 기능 내재

è 현황위주의 단순정보 제공

Current 데이터 활용 중심Current 데이터 활용 중심

E-BIE-BI

전략적의사결정과성과향상전략적의사결정과성과향상

knowledge

decision

action

$기업가치 증대,매출증가, 경비절감

IT팀, 전산실

현업 전문가

최고 경영자

회사 전체

Business
가치의 증대

정보 요구 계층

data

information

End-user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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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중심형 Business Intelligence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기회와 위협의
평가 및 활용

지식과 경험의
활용, 확산

전략과
운영의 통합

Personalized View

•기회/위협분석
•의사결정시뮬레이션

•사업계획수립지원
•다차원분석
•시뮬레이션분석

•실시간경보(Alert)
•업무자동화
•가치중심업무수행

Enterprise Data Warehouse

Enterprise 
Applications

Front Office

Applications

•전략수립
•KPI 설정, 모니터링

•전략수립지원
•경영성과분석

•목표관리
•운영상황조정

경영진

사내분석가

Line
Manager

전략인텔리전스
(SEM)

분석인텔리전스
(Analyzers)

운영인텔리전스
(Operational
Intelligence)

•실행상황관리
•전략실행조정

•Best practice발굴및
확산

•자원및공정정보
•Process Benchmarks

Internet Computing

Required IntelligenceRo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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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 시스템 (Legacy or ERP) DW/BI 시스템

전사 프로세스통합 전사데이터통합 (데이터인프라) 

운영계시스템è 현업업무처리지원 정보계시스템è 의사결정정보지원

정 의정 의

Process Innovation Data Innovation

업무트랜잭션처리시스템 (데이터수집) 트랜잭션의결과분석시스템 (데이터산출)

일부 레포팅기능내재
è 현황위주의단순정보제공

수많은레포팅기능내재
è 다차원분석정보제공

사용자

지 원

기 능

사용자

지 원

기 능

통합된기능지원 통합/정제된데이터지원

Current 데이터활용중심 Current 및 Historical (시계열성)  데이터활용중심

분석기능

지 원

분석기능

지 원

전사적데이터통합을통한일관성있는정보제공

§ SEM 등다각적인데이터분석을통한 EIS/DSS Data 

Infra제공

§ 내부데이터및외부데이터통합 및활용

§ 목적별 Data Mart 구축을위한데이터 통합창구

§ OLTP를이용한정형화/비정형화된 분석정보

§ 기업의환경변화에대한 분석정보의유연성보장

§ ERP운영시스템(외부시스템) 데이터활용중심

§ OLTP 활용한다양한분석정보제공

기간 시스템의 가치 증대

운영계 시스템 (Legacy 또는 ERP) 와 DW/Business Intelligence 의 차이점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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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Daily
RevenueRevenue

DailyDaily
ExpenseExpense

DailyDaily
ForecastForecast

DailyDaily
BacklogBacklog

DailyDaily
HeadcountHeadcount

DailyDaily
InventoryInventory

BusinessBusiness
EE--MailMail

BusinessBusiness
CalendarCalendar

기간계 업무의 지원 - Daily Business Intelligence

기업에서 발생되는 매일 매일의 정보를 통합하여, 조직 내 역할별로 요구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
상의 정보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Daily Business 
Intelligence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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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
Products,

& Everything
Else! Service

Order
Management

Financials

HR

Marketing

Sales

Supply
Chain

Contract
Management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기간계 업무의 지원 - Daily Business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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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의
향상

가치에 기반한
전략수립 및 정렬

가치에 기반한
전략수립 및 정렬

최적 예산 배분
자원 할당

최적 예산 배분
자원 할당

변화 리더십에 의한
혁신활동 관리 조정

변화 리더십에 의한
혁신활동 관리 조정

•기업가치 분석 모델 및 전략대안 평가
Simulation Model 정착을 통한

시나리오 경영토대 구축

•전략과 연계된 KPI를 통한 전사 전략의

부문별 정렬 및 연계

•전략, 예산, 성과분석 프로세스 연계

체제 확립

•전략적 자원 배분 실현

•가치창출경로상의 인과관계 모형에
근거한 경영 성과 원인 분석Tool 확보

•성과 및 업무협조 의사결정 메커니즘
설계 및 회의체 진행방식 정립

경영성과의 향상

분석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영성과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정
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경영자원을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focus), 모든 조직의 목표와 관리 프로세스가 전략이
라는 주제 하에 전사적 정렬(alignment)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Margin

Price

다

양

한

분

석

정

보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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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corecard

Corporate

CorporateCorporate

DivisionDivision

TeamTeam

CustomerCustomer

FinanceFinanceOperationsOperations

EmployeeEmployee

Division

CorporateCorporate

DivisionDivision

TeamTeam

CustomerCustomer

FinanceFinanceOperationsOperations

EmployeeEmployee

Division
Scorecard

Team/Employee

CorporateCorporate

DivisionDivision

TeamTeam

CustomerCustomer

FinanceFinanceOperationsOperations

EmployeeEmployee

Team/Employee
Scorecard

Price

Strategy Cascading

비전비전비전 및및및 전략전략전략

재무관점재무관점

고객관점고객관점

프로세스프로세스 관점관점

학습과학습과 성장관점성장관점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전략 Intelligence (SEM) : Balanced Scorecard

BSC는 전사수준에서 구축된 전략 및 성과지표를 부문, 팀, 더 나아가 개인수준으로 하향 전개(Cascading)함으로써 전략
에 대한 전 조직의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BSC 모델은 기업의 전략을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의
네 가지 관점의 측정 가능한 핵심성과지표(KPI)로 전환하여 관리함으로써 균형성과관리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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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전략의 실행력 제고, 사실기반 경영, 역할중심 인텔리전스 지원

E-BI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전략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기반 경영이 가능하며, 
역할중심의 인텔리전트를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익성 개선과 기업가치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략과운영의

통합

•데이터의 정확성 / 정보 제공의 적시성 확보

•신속 / 정확한 의사 결정 지원

•고도의 분석 데이터 제공으로 과학적인 활동 지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생산성 /

효율성증대

•정보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프로그램 생성 작업 감소 및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
•예산, 인력 활용의 효율성 증대

•전산 부서에 대한 의존도 감소

정보 활용의
극대화

•통합된 관점의, 다양한 분석 정보 제공

•지식 / 정보의 공유

•모든 구성원의 Intelligence 

•사용자의 사용 편이성

목적에의한
관리

예외에
의한관리

사실에의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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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궁극적인 시스템 모델로서 E-Business Intelligence를 제안하며, 이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경영계획시스템, 

보고서 자동화 시스템, 분석전용 시스템 등과의 통합에 의하여 진정한 Business Intelligence를 구현합니다.

추진 TO-BE Model 제안 (예시)

IV. 통합정보의제공및 활용

경영계획및
예산자동화시스템

전략성과관리
시스템 레포팅 시스템 분석전용시스템

핵심성과지표의 관리
보고서 자동화
다차원 분석경영계획,Rolling Plan

영역별 이슈 분석(원가및
수익성 분석 등)

영업시스템영업시스템 품질시스템품질시스템생산시스템생산시스템 신재무시스템신재무시스템자재시스템자재시스템 ...

FOCOS/GSS…GPS/GMS/SiMAX…SEMIS… STACOS/SKAS/FI… Qualinet…

물류시스템물류시스템

ASIMACS…

인사시스템인사시스템

PDSS…

개발시스템개발시스템

CADIS…

외부외부DataData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관리자/실무자

Data Warehouse 2 전사 DW 구축

1

3

정보요구사항
분석,정의

핵심시스템
구축

Enterprise Portal(Daily Business Intelligence)

Business
Intelligence 

Layer

Data 
Integration 

Layer

Operational 
Layer

CEO/CFO/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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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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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toreWeb Store

Direct/
Tele Sales

Direct/
Tele Sales

Oracle E-BI 솔루션 모델

오라클이 제시하는 e-Business Intelligence 솔루션의 표준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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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in

e
s
s
 I
n
te

lli
g
e
n
c
e

Service
Providers

Suppliers

Channel
Partners

EE--Business IntelligenceBusiness Intelligence

V. Why O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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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의 DW/e-Business Intelligence

CWM Metadata

EE--Business Intelligence SuiteBusiness Intelligence Suite

LegacyLegacy
데이터데이터

Oracle
Warehouse

Builder

Oracle
Warehouse

Builder

9i
Application

Server

9i
Application

Server
BI BeansBI Beans

DiscovererDiscoverer

ReportsReports

PortalPortal

Oracle9i

ETL Infrastructure

Analytic Services 

Data Mining

Oracle9i

ETL Infrastructure

Analytic Services 

Data Mining

외부외부
데이터데이터

ERPERP
데이터데이터

Enterprise Manager and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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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BI를 위한 Oracle의 솔루션의 특장점 - 안정성

DW의 경우 운영계로부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추출하여 변환, 정제하여 통합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및 DBMS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ETL 작업도 불가능하며 분석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마트로의 데이터
이전 작업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Oracle은 확실한 Backup & Recovery 정책과 기능을 제공하여 장애 발생시에도 빠른 복구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DBMS 엔진 역시 많은 Reference로 인하여 검증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Real Application Cluster (RAC)

Parallel Concurrent Processing

디스크

메트릭스서버

Apps Server2

Apps Server3

Applications Server Database Server

메트릭스클라이언트

Fail-Over & Load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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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BI를 위한 Oracle의 솔루션의 특장점 - 개방성

Oracle Internet Platform(DW를 수용하는 RDBMS)은 사용자 컴퓨터의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토콜 종류
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권한만 갖고 있으면 Any where, Any computer에서 접속할 수 있는 개방된 아키텍쳐를 채택
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ny
Browser

Any
e-mail 
client

Any
database client

Any
FTP clientHTTP

IMAP4 
POP3,SMTP

FTP

Any Windows/Mac client

Any
CORBA client

Any
COM+ client

ORB COM+
IIOP Bridge

Net8

Oracle internet 
Platform

Oracle Oracle internet internet 
Platform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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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BI를 위한 Oracle의 DBMS

RDBMS의 요구의 변화

¬ 기업 환경의 변화

사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사용자의 요구 증가 (애플리케이션 성능, 신뢰성, 가용성)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요구 절실

개방형 정보 시스템과 네트웍 기반의 분산 컴퓨팅 환경

¬ 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

신속한 전략 결정

정확한 데이터와 치밀한 분석에 근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운영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Oracle RDBMS는 탁월한 확장성, 질의 기술, 뛰어난 성능, 무장애 운용, 전사급의 관리 능력, 
사용하기 쉬운 관리 툴, 새로운 기업 환경에서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요구 사항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베이스 서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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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BI를 위한 Oracle의 DBMS – Continuous Innovation

Oracle 7.3
l Hash Join
l Bitmap Indexes
l Parallel-Aware 

Optimizer
l Partition Views
l Instance Affinity: 

Function Shipping
l Parallel Union All
l Asynchronous 

Read-Ahead
l Histograms
l Anti-Join

l Partitioned Tables and Indexes
l Partition Pruning
l Parallel Index Scans
l Parallel Insert, Update, Delete
l Parallel Bitmap Star Query
l Parallel ANALYZE
l Parallel Constraint Enabling
l Server Managed Backup/Recovery
l Point-in-Time Recovery

Oracle 8.0

l Hash and Composite Partitioning
l Materialized Views
l Functional Indexes
l Resource Manager
l Progress Monitor
l Adaptive Parallel Query
l Server-based Analytic Functions
l Transportable Tablespaces
l Direct Loader API
l Partition-wise Joins
l Security Enhancements

Oracle9i
l ETL, OLAP, Data Mining Engines
l List Partitioning
l Bitmap Join Index
l Dynamic Aggregation Buffersize
l Materialized Intermediate Results
l Grouping Sets
l Concatenated Grouping Sets
l Aggregate Pruning
l New Analytic Functions
l Self-Tuning Execution Memory
l System Managed Undo
l Dynamic Resizing of Buffer Pool

Oracle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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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일의 Total DW/E-BI 솔루션

오라클은 통합적인 DW/E-BI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한 회사이자 표준입니다.

u E-BI개념을 충실히 구현

u 직관적인 Issue추적, 
분석 및 Simulation

u 완벽한 통합성 & 유연성

u 완벽한 인터넷 솔루션

u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
경험

u 세계에서 유일한통합 E-
BI솔루션과 선도기술

u Proj.과정에서 구축 및
운용기술 전수

u 전문화된 전담 지원조직

최적의 솔루션최적의 솔루션

Oracle의 경험Oracle의 경험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고객위주의
구축방법
고객위주의
구축방법

Why Oracle DW/E-BIWhy Oracle DW/E-BI

-DM Review(2001)-

DW/E-BI 솔루션 부문 세계 1위

E-BI Now!
BSC/ABM/EPB
/OFA Analyzer

Op. Intelligence

Discoverer
Express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Workflow Alert PHP

Ad-hoc Queries

Data
Mart

EDW 

Architecture

Data
Mart

Data
MartData

Mart

Data
Mart

Oracle Warehouse Builder

Legacy
ORACLE Applications 

Database SAPDB2

Flat
files

Gartner E-BI Framework Orac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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