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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개념

메타데이터의 정의

메타데이터란 조직내외에서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와 지식에 관한 ‘정보’로, 기업의 물리적 데이터,  

비즈니스 지식, 기술 지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메타데이터 유형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 기업의 IT 시스템과 비즈니스 사용자간의 의미론적 연계 정보 (예 : 비즈니스

요구사항, 비즈니스 규칙, 비즈니스 정의, 비즈니스 정책, 성과지표 등)

기술 메타데이터 : 기업의 IT 시스템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예 : 데이터

표준, 데이터 사전, 데이터 모델, 데이터 변환 및 인터페이스 정보, 데이터 권한 정보 등)

메타데이터의 이해

“당신은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중 어느 것으로 작업을 하는가? 만약 당신이 데이터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메타데이터와 일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 Dan Paolini

현업은 데이터 중심으로 IT요원은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일한다.

우리는 메타데이터의 바다에 빠져 있다. - John Singer

메타데이터 관리가 없이는 데이터 전략도 없다 - David Marco

EA 매트릭스의 모든 셀 정보가 메타데이터에 포함된다.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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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 구성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은 메타데이터 소스, 통합, 레파지토리, 배포, 관리, 사용자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성도 예

사용자 계층사용자 계층

메타 배포 계층메타 배포 계층

메타 관리 계층메타 관리 계층메타데이터 소스 계층메타데이터 소스 계층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

IT 사용자

데이터 관리자

비즈니스 사용자

메타 통합 계층메타 통합 계층DBMS
(카탈로그)

ETL, EAI도구

BI도구
(OLAP,Report)

Application
분석도구

파일

모델링도구
(ERD)

APP
APP

APP

메타 마트
메타 마트

품질관리시스템

ITMS
(IT자원관리)

ITMS
(IT자원관리)

변환

추출
(DB,모델,
ETL,BI,
APP,파일,
품질,등)

품질검증

적재

메타 인터페이스 계층

백업&복구

보안 관리작업 관리적재/사용 통계

시스템 관리메타등록 관리

ERP
DW

운영계

…

데이터 이해

표준화 검증

데이터품질관리

영향도 분석

개발/운영 활용

정책개발

PMS
(프로젝트관리)

PMS
(프로젝트관리)

사람의 지식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Page 42006 All rights reserved ® 2e Consulting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기능 예

(기본)기술메타데이터의 등록, 변경 프로세스의 흐름을 자동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메타 프로세스 관리

관리기능

정보

(기본)기술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사용자 관리

(기본)기술메타데이터 추출/적재, 메타데이터 검증, 데이터 품질 점검 등의 작업에 대한 스케줄 관리기능스케줄

(기본)기술메타데이터 사용에 대한 현황정보 및 통계분석 기능사용 통계 정보

기본기술용어의 구성 단위인 단어에 대한 논리명(한글), 물리명(영문), 물리약어(영문약어), 금칙어 관리워드 사전

표준 정보
기본기술속성/컬럼에 대한 전사적 표준용어,표준도멩인, 표준데이터타입 포함표준용어 사전

기본기술전사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에 대한 표준화 된 코드의 정의 및 관리코드 표준

기본기술데이터 모델 객체(엔티티/테이블, 속성/컬럼, 관계, 인덱스 등)에 작명 규칙명명 규칙

(기본)기술프로그램과 테이블간의 관계 및 테이블과 프로그램과의 관계정보를 통한 변경 영향도 분석영향도 분석
활용 관리

(기본)기술메타데이터에 대한 충실도, 표준준수도, 모델 비교를 통한 품질 검증검증 기능

추가기술운영 DB에 대한 주기적인 성능정보 관리 기능DB 성능 정보 관리

확장기술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추출-변환/가공-적재 등의 관계 정보; 예) ETL, EAI 매핑 정보데이터 흐름 정보

기본기술데이터베이스, 데이터저장소, 테이블, 인덱스 정보DB 구성 정보

추가기술기업의 IT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IT 자원 정보
부가 정보

추가기술데이터 품질 측정대상 선정, 검증규칙 정의/등록, 품질측정 수행, 결과조회, 결과분석 기능품질측정 관리

확장기술테이블과 응용프로그램간 관계정보를 관리; 관계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 포함 가능데이터/App관계 정보

확장기술데이터 흐름(ETL, EAI) 작업의 수행 결과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작업결과 정보
데이터 흐름

비즈

비즈

비즈

기술

기술

기술

비즈

구분

데이터 품질목표 설정, 품질 통계, 품질관리 평가 기능

데이터 개선대상 선정, 데이터 정제 모듈 관리, 데이터 정제 결과 조회 기능

데이터 품질기준(DQI)를 정의하여 등록하는 기능

OLAP, EUC, Reporting Tool 등을 통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유형 정보

어플리케이션 목록, 어플리케이션 특성 정보, 어플리케이션간 호출 관계

데이터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엔티티와 에티티간의 관계. 데이터 변경 시 영향도 분석.

데이터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예) 영역 정보, 엔티티 정보, 속성 정보, 

정 의

추가

추가

추가

확장

확장

기본

기본

수준기능

어플리케이션 정보

품질통제 관리

품질개선 관리

BI 정보

품질지표 관리

데이터간 관계 정보

데이터 구조정의 정보

어플리케이션

정보

데이터 품질

정보

데이터

구조 정보

영역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 세부기능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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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구축 범위 선택

메타데이터 관리 범위는 기업의 특성이나 요건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기본기능에서 시작하여 확장기능으로, 추가기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

EAMS 등의 다른 도구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확장 기능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기본 기능

데이터 구조 정보
데이터 관계

정보
데이터 정의

정보

...DB 구성 정보

데이터 흐름 정보
데이터 매핑

정보
데이터 흐름

정보

어플리케이션 정보
데이터/App
관계 정보

App 정보

BI 정보

데이터 품질 정보

품질측정 정보품질지표 정보

품질통제 정보품질개선 정보

표준 정보

용어 사전워드 사전

명명 규칙코드 표준

메타데이터 활용

표준화 검증영향도 분석

...

관리기능정보

사용자 관리
메타 프로세스

관리

사용 통계 정보스케줄

부가 정보 1

DB 성능 정보IT 자원 정보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추가 기능

부가 정보 2

비정형 정보PMS 정보

...... ...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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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정의 - 데이터관리 프레임워크 기준

메타데이터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전략에 대한 텍스트 정보, 데이터 표준 및 구조, 데이터의 연계 및 흐름, 

데이터 품질에 대한 기능을 지원한다.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원칙
평가
모형

데이터관리목표

변화
관리

기능 조직 프로세스

DBMS METADATA TOOL

제약조건

데이터
표준

정보요건

데이터
연계

데이터
구조

데이터
분산

데이터
보안

데이터
성능

데이터
품질

데이터
권한

데이터
Value

데이터
흐름

메타에서 구현

메타에서 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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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정의 - 데이터관리 업무기능 기준

메타데이터 시스템은 주로 데이터 관리 서비스와 운영업무 기능을 지원한다.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F2.1 데이터 관리 체계

F2.2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F3.2 표준 관리 F3.3 품질 관리

F1 데이터 기획 업무 F3 데이터 관리 서비스 업무

F2 데이터 아키텍처 및 관리 체계 업무 F5 비 상시 데이터 지원 업무

F5.2 타 조직 데이터 업무 지원

F4.1 데이터 변경(작업) 관리
(서비스데스크)

F4.2 구성 관리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영)

F5.1 교육/훈련

F4 데이터 관리 운영 업무

F3.1 구조 관리

F3.1.2흐름 관리F3.1.1 모델 관리 F3.1.3 변경영향도 관리

F1.1 사업 계획

F1.2 프로젝트 관리

IT 운영 업무

DB 설계 DB 구축 DB 장애관리 DB 성능관리 DB 접근통제

DB 백업 및 복구 관리 DB 자원 현황관리

업

무

개

발

/

운

영

업

무

DBA 업무
시스템 관리

컴퓨터 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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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데이터 모델

• 데이터베이스 객체

• 논리 데이터 모델

• 개념 데이터 모델

• (데이터 표준)

• 전사 데이터 영역

모델

• (데이터 원칙)

데이터 아키텍처

• 기술자원 목록

• 제품 목록
• 프로그램 목록• 업무 매뉴얼

개발자

(물리적)

• 기술 아키텍처 모델• 컴포넌트 모델• 프로세스 모델
설계자

(논리적)

• 표준 프로파일
• 어플리케이션 모델

• (어플리케이션 표준)
• 업무기능 모델

책임자

(개념적)

• 전사 기술영역 모델

• 기술참조모델

• 전사 어플리케이션

영역 모델

• (어플리케이션 원칙)

• 전사 사업 모델

• 조직 모델

• (비즈니스 전략)

계획자

(개괄적)

기술 아키텍처APP 아키텍처비즈니스아키텍처

뷰

관점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정의 - 매트릭스 기준

광의의 메타데이터는 아키텍처 매트릭스 상의 모든 셀 정보를 포함한다. 셀 영역별로 다양한 관리 도구가

존재한다. 전사 메타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바탕으로 구축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키텍처 매트릭스 기준의 각종 도구의 지원 영역 예

BPM BPM 도구도구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관리 도구도구((PMS), PMS), 요구사항요구사항 관리관리 도구도구

데이터모델링데이터모델링 도구도구 APP APP 모델링모델링 도구도구

협의의협의의 메타데이터메타데이터 영역영역

포트폴리오
관리도구

광의의광의의
메타메타

데이터데이터
영역영역

IT자원
관리
도구

품질
정보

품질
정보

EE
AA
MM
SS
영영
역역

자동
변환

자동
변환 ....

……

……

……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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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정의 - 연결관계 기준

EAMS를 비롯한 광의의 메타데이터 관련 각종 도구들이 상호간의 인터페이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도구들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한다.

도구들간의 연계관계 예

UML모델링
도구

데이터모델링
도구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EA Repository

프로젝트
관리도구
(PMS)

BPM 도구
IT자산관리

(ITMS)

포트폴리오

도구

요구사항
관리도구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OLAP 도구DBMS ETL/EAI
변경관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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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 구조 선택

메타데이터 아키텍처의 형태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

메터데이터
통합계층

Model ETL

중앙집중구조(Centralized)

DBMS

사용자

..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

메터데이터
통합계층

Model ETL

분산구조(Decentralized)

DBMS

사용자

..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

메터데이터
통합계층

Model DBMS

복합형구조(Hybrid)

ETL

사용자

EAMS

메타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혼란
우려

통합적인 정보 제공 어려움

통합정보 필요시 사용하기 불편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복사해주어야 함. 대 용량화

단점

메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
선택 가능

상세 정보 조회 가능, 복제 기능 불 필요.

메타 영역별로 독립적, 자치적으로 관리

통합적인 정보 제공 용이장점

메타 영역에 따라 복사 또는 직접
접근이 혼합된 형태

메타 영역별 데이터를 직접 접근함

전사 메타 레파지토리에 공유하는 메타
데이터와 영역별로 분산되는 것 동시 존재

메타데이터가 중앙에
복사되어 일괄 관리됨

특징

복합형구조(Hybrid)분산구조(Decentralized)중앙집중구조(Centralized)구분

메타데이터 아키텍처의 형태 비교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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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 구조 선택 – 메타 분산 방식

메타데이터 분산 방식

메타데이터의 분산은 접근방식에 있어 데이터의 분산전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분산 자체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어떤 분산 정책을 수립하고, 메타데이터의 정합성과 통합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공개

공유

공유 메타데이터 : 전역과 지역에 저장되는 메타데이터

공개 메타데이터 : 지역에만 저장되나 전역이나 타지역에서 볼 수 있음

지역 메타데이터 : 지역에서만 저장되고 관리되고 활용되는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분산 방식

•참조 : David Marco – Managed Meta Data Environment Full Life Cycle Roadmap

지역

공개

공유

지역

공개

공유

지역

공개

공유
지역

메타

중앙

메타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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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 구조 선택 - 메타 생성 방향

메타데이터 생성 방향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

2.추출/검증2.추출/검증

Model ETL

메타 추출 방식

DBMS

1.원천

작업

..

통제기능 미약 : 메타데이터에 대한 품질 점검
사후적으로 이루어 짐.

구현 용이 : 원천의 메타 발생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 함. 

메타 거래 발생 시 원천(모델링도구, DBMS 

등)에서 등록 작업이 이루어 지고, 이후에 메타

레파지토리로 데이터가 집결되는 방식

메타 추출 방식

절차 변화 큼 : 원천 도구의 작업방식에 변화 필요. (메타 원천

도구에서 레파지토리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면서 갱신 시점에

검증/승인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

통제기능 강력 : 메타 레파지토리에 등록되어 사전에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 메타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됨

메타 거래 발생시 메타 레파지토리에 먼저 공유될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검증/승인을 받은 후 원천(모델링 도구, DBMS 등)에

등록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직접 등록 방식

단점

장점

특징

구분

3.메타

사용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

2. 검증/적용2. 검증/적용

Model ETL

메타 직접 등록 방식

DBMS

3.원천

작업

..

4.메타

사용

1.메타

등록

검증

결과

공유 메타메타

발생

메타

발생

공유

메타

(자동 적용 가능)

메타데이터 등록 방향 비교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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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지표

메타데이터 관리지표 (KPI, 성과지표)

메타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성과지표.

관리지표의 측정을 통해 현상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가능하며, 베이스라인 설정하고, 개선의 정도

확인하여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하여 지속적 개선을 수행함.

관리지표 및 산정방안 예

메타데이터 구축효과(ROI) 참조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ROI 지표에 대한 측정치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기여도

사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설문기능
추가 고려.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편리성, 운영성(가용성), 
활용성(필요정보 존재) 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이용하여 집계

메타데이터 값의 충실도(항목에 대한 설명 존재여부), 
표준 준수도(명명규칙 준수여부), 최신성(변경사항 최신
반영여부), 증감율/추이 등

메타데이터의 품질 수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정보 집계(메타 시스템 제공)

총 메타데이터 관리 정보수(테이블,  용어, 코드 등), 

메타데이터 관리 종류 수, 관리 비율, 증감율/추이 등

메타데이터 관리 정보 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접속이력을 집계(메타 시스템 제공)

총 사용 횟수, 사용 비율, 증감율/추이

메타 종류별 사용횟수, 사용 비율, 증감율/추이 등

메타데이터 이용도

산정 방안설명 (KPI 예)메타데이터 관리 KPI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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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구축 효과 (ROI)

정보시스템 전반적 관리기능의 개선

정보시스템의 대응속도 향상

표준 준수도의 향상

IT 직원교체/직무순환 시 지식전달 용이

작업결과에 대한 타팀에의 전달 효과 증대

정보시스템의 활용현황 파악 용이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을 줄임

IT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음

데이터 관리 개선으로 데이터 보안 위협 감소

정보시스템 감사기능 개선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정의 및 이해 촉진

데이터에 대한 현업의 신뢰성 증가

비즈니스 사용자와 IT 전문가들 사이의 갭을 줄임

데이터 분석가들이 보다 가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부정확한 결정을 감소시킴

정보 접근의 편리성 증대

데이터의 일관성 증가

IT 시스템에 대한 현업의 신뢰성 증대

정성적 효과

IT 정보 검색시간 단축

정보시스템 개발 생산성 증대

비생산적인 작업 감소

재작업 감소

데이터 중복 감소

중복 프로세스 감소

비즈니스 정보 검색시간 단축

직원 훈련 비용의 감소

데이터 품질의 개선
정량적 효과

기술 메타데이터의 효과 (ROI 지표)비즈니스 메타데이터의 효과 (ROI 지표)구분

메타데이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용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의 구축 효과의

기준의 정립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메타데이터 관리시스축 구축 효과 (ROI 지표) 예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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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구축 효과 (ROI) - 산정 방법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ROI 산정 방법 예

개발자 시간의 50%가 ‘검색’에 사용된다고

가정 (예: 변경의 영향도 파악,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이해 등)

검색 시간 50%의 20% 시간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고
가정

상황 (가정)

개발자 수 :      100

연평균보수 :   $75,000

검색시간단축비율 :         10%

---------------------

총 감소 비용 / 년 : $750,000

ROI 계산 방법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ROI 산정 실제 예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사용자 수 :     1,100

연평균보수 :   $75,000

단축비율 :         5%

---------------------

총 감소 비용 / 년 : $4,125,000

Major Financial Company - New York, NY

참고 : Stu Carty – MetaData Management 2005

[사례 1]

검색횟수 :     50,000

시간당보수 :          $60

---------------------

총 감소 비용 / 년 : $3,000,000

[사례 2]

Major Banking Company - Toronto, NY

직원들이 “데이터 정의와 데이터 위치”를 찾기 위해서

평균 1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

직원들이 1년 동안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검색”을 50,000 정도를 수행하고 있음(시스템으로의

검색시간은 0으로 가정)

계산결과

계산결과
ROI 지표 : IT 정보 검색시간 단축 예ROI 지표 : IT 정보 검색시간 단축 예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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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구축 시 고려사항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Stove Pipe” 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키텍처(EA) 관점의 접근 필요하며, 항상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한다.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은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프로세스에 가깝다. 
“Big Bang” 보다는 점진적으로 구축하며, 관리체계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비즈니스 또는 기술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다

변화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사용 촉진 (Promotion)

사용자들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내부적인 광고(PR)를 하라. 사용자의 작업과 연계하여 어떻게 유용한지를 보여주라.

누구도 따르지 않을 원칙을 만들지 말라. 일단 정의된 원칙은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라.
비즈니스 메타는 ‘덤불 속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가치 있지만 인식하기 어렵다 - Bonnie O’Neil

메타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데이터의 품질도 보장될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메타데이터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메타데이터의 품질보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메타데이터의 미래 - David Marco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대세이다

메타데이터 도구의 시장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메타데이터 관리와 EA(Enterprise Architecture)는 통합될 것이다(Convergence)
한동안, 메타데이터라는 섬 ‘Island of Meta Data’이 양산될 것이다.

Terabyte 규모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메타데이터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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