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Objects Data Integrator
전략적 BI를 위한 정보 인프라 제공

Business Objects
Data Integrator

기업은 IT가 운영 효율성 개선, 고객 만족 향상, 매출 증대 및

Data Integrator 제품은 이기종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익성 향상과 같은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추출해 변형한 다음, 이를 다시 데이터 마트와 웨어하우스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IT 팀은 이

로드합니다. 엔터프라이즈급 Data Integrator을 통해

와 같은 기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주요 자산인

일괄 및 실시간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져, BI 배치 시간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customer

단축하는 것은 물론 메타데이터 관리와 BI 환경 전반에

relationship management), SCM(supply chain

걸친 영향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management)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론 기타 엔터프라이즈
정보 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 부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와 같이 수 많은 이기종 데이
터 소스 특성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정확하고, 이해

드가 가능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 요구하는 시간 단위가

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히스토리, 동향, 월간, 일별, 심지어 실시간이건 관계 없이, 최

점입니다.

종 사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성과를 효과적으로 추적, 파악 및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BusinessObjects™ Enterprise 6의 핵심 구성 요소인
BusinessObjects Data Integrator를 사용하면, 여러 시스

민첩한 인프라

템의 데이터를 통합해 고성능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및 로

Data Integrator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기업은 민첩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 메타데이터 관리 및 BI 플랫폼 전반에 대한 영향 분석
▶ 복잡한 통합을 간소화하는 고성능 데이터 웨어하우징

제품 제공
▶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Data Integrator
▶ 대기업 IT 인프라 지원

Data Integrator를 통해 IT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급 성능과
사용 용이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
든 기능들을 사용해, BI(business intelligence)를 더욱 신속
하게 배치하고 총소유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Dashboard까지
BusinessObjects Data Integrator를 통해, 보고서, 분석 애
플리케이션, 관리 대시보드 및 성과표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Business Objects 제품 라인은 업계 최고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메타데이터 관리를 일괄 및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통합 엔드 투 엔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따라 BI 플랫폼을 즉시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고성능

“유니버스(universe) 개발 기능을 통해

Data Integrator를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자는 항상 필요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의 배치 시간을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대폭 단축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배치 프로세스의 거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고서를 보여줄 수 있으며,

Data Integrator는 소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요소, 데이터

이를 통해 데이터 구성과 BI 배치를 효과적으로

통합 오브젝트 및 최종 사용자 리포트를 포함해 모든 데이터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 및 BI 플랫폼 요소 간의 영향 분석을 통해서 메타데이터
관리를 한 차원 끌어올립니다.: Business Objects의 엔드 투

센스 사(Sense Corp) 회장, 피터 시겔(Peter Siegel)

엔드 BI를 통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변화의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IT 조직의 생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니지, 매핑 및 변환과 같이 기존의 메타데이터 추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소스와 사용자 보고서에 나타나
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수작업으로 문서화해야 하는 시간 소
모적인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or를 사용하면,
GUI(graphical user interface)환경에서 직접 Business
Objects 유니버스를 생성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 유니버스는 데이터베이스 요소에서부터
자체 공통 비즈니스 의미에 이르는 데이터 매핑을 제공하는
특허를 획득한 Business Objects 의미론적 계층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의미론적 계층은 통합 메타데이터를 활용
해 클래스, 객체및 테이블 조인을 일관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Data Integrator 환경 내에 상호명과 설명을 포착함
으로써 유니버스 설계자의 작업을 최소화하고 BI 툴과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신속한 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손쉬운 변경 관리

데이터 소스

비즈니스가 변화하게 되면, 최종 사용자는 새로운 데이터 소
스에 액세스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사용자는 더 많은 정보

BusinessObjects Data Integrator는 데이터 소스에서 일반 사용자 보고서 또는
관리 대시보드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메타데이터 통합을 제공합니다.

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 구매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ata Integrator는 Business Objects 유니버스
로의 점진적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이는 유연하고 원활한
변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우선 순위가 변화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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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강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유지 보수 비용은 IT 프로젝트의 총 비

올 인 원(All-in-One) 설계 환경

용의 최고 60%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변경 및

Data Integrator는 요구 사항이 가장 많은 데이터 웨어하우

문서화 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장

징 프로젝트의 복잡한 데이터 통합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포

기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웨어하

괄적인 고성능 ETL 툴입니다. Data Integrator는 액세스하

우스의 설계와 구현을 더욱 신속하게 수행하고 더욱 손 쉽게

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유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배치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프로젝트에 대한 ROI를 단축함으

(예, SAP R/3의 경우 ABAP, PeopleSoft의 경우 최적화된

로써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QL, J.D. Edwards 및 Oracle 애플리케이션의 Flexfields
의 경우 자동 데이터 유형 변환 등.).

기업 인식 확산: SQL 스크립트를 사용해 데이터 웨어하우스
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 그래픽 툴을 사용해 일괄

Data Integrator Designer를 사용해 데이터 분석가들은 단

추출, 변환 및 로딩(ETL)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일 작업장에서 테이블, 뷰, PeopleSoft 트리, SAP R/3 계층

비용 효과적이라고 지적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

구조, XML 스키마 등과 같은 데이터 오브젝트를 사용해 일괄

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툴을 제공할수록, 직원들의 생산성은

및 실시간 데이터 플로우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Data

더욱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Integrator의 강력한 비주얼 매핑 및 변환 로직은 엔터프라이
즈 시스템 전반에 걸친 데이터 통합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비저니어(Visioneer)
주도적인 데스크탑 스캐너 제조업체인 비저니어

Data Integrator는 또한 데이터 통합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Visioneer)는 Best Buy, Ingram Micro, OfficeMax,

프로젝트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필수적인 광범위한 사전 패키

Sam’
s Club, Staples, Wal-Mart와

지된 기능 및 변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같은 자사의 전략적 채널 파트너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비저니어는 Data Integrator를

데이터 복잡성의 단순화

사용해 포착 시점의 판매 정보, 물류, 리베이트 및

Data Integrator는 수 많은 공통의, 그렇지만 복잡한, 변환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팅 시스템과 관련해

기능을 단일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채널 파트너로부터 받은 정보를 입력하고 통합함으로써,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월”데이터는 행

다음과 같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으로 저장되어 있는 반면,“어카운트”데이터는 열로 저장되
어 있는 금융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소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리버스 피봇(reverse pivot) 변환을 통해 데이

▶ 재고 가격 보호를 통해 단일 분기에 3백만 달러

터의 위치를 손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어카운트 코

이상 절감

드를 행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Business Objects 유니버

▶ 정상적인 상환율을 초과했던 리베이트에서 1백

스 내의 측정 단위로) 저장할 수 있게 되며, 결국엔 1개 행의

만 달러 이상 절감

월별 데이터만을 결과값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

▶ 판매고는 2배로 증가했지만 판매 주문 관리 비용

환 기능을 이용하면, SQL 기반 질의 시 정보를 더욱 손 쉽게

은 50%이상 감소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 재고 수준이 30%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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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정보 통합

이중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SAP

PeopleSoft

Data Integrator의 성능 최적화 기능이 소스나 대상 데이터

J.D.

Siebel

베이스까지 실행됨으로써, 또는 작업을 적절한 고유 엔진으로

EdwardsOracle

할당함으로써, 순수 데이터베이스 기능(예, 선택, 삽입, 벌크
로드, 단순 조인 및 함수 기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됩니
다. 이를 통해, Data Integrator가 변환과 기타 복잡한 다중

성능 최적화

단계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ata Integrator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s) 전반
에 걸친 동적 병렬 파티셔닝은 물론 다중 머신 및 업무 서버

사전 패키지된 데이터 통합

간의 로드 밸런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과 같이 나

BusinessObjects Rapid Marts는 SAP, PeopleSoft 및

날이 증가하는 데이터 양과 줄어드는 야간 데이터 로드 윈도

Siebel과 같은 벤더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속의 ETL 성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도메인 지
식 및 사전 패키지된 Data Integrator 등을 통해, 신속하게

Data Integrator의 첨단 성능 최적화 기능은 다중 작업 환경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단일 CPU 환경에

소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서도 병렬 실행이 가능합니다. Data Integrator는 다중 서버
및 작업, 하드웨어 메모리, RDBMS 등 기본 기술의 모든 가용
자원에 적정량의 작업을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지능적 병렬화
Data Integrator는 산업별 지능적 Threading을 제공함으로
써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병렬화를 지원합니다.

▶ 단일 데이터 변환 동안, 수행 중인 변환의 복잡성 정

도에 따라 병렬 구조로 Multi-Thread를 동적으로 게
시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작업 동안, 다중 변환 및 작업 단계를 병렬 구조

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Data Integrator 작업 엔진의 다중 인스턴스를 통해

OLAP

다중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ERP, CRM, SCM 레거시 데이터

기타 애플리케이션 로컬 데이터

웹

BusinessObjects Rapid Marts는 도메인 지식과 최상의 데이터 통합 실행 방법을 결합해,

▶ 다중 작업 서버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또한

사전 구축된 데이터 모델, 변환 로직 및 데이터 추출을 제공합니다.

풀링 클러스터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폴트
톨러런스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용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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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강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전사적 차원의 데이터 통합

지원 DBMS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와의 통합
Data Integrator가 웹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일괄

IBM

Oracle

또는 실시간 통합 작업을 웹 서비스로 게시할 수 있을 뿐만 아

Informix

Sybase

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Microsoft

Teradata

여타 웹 서비스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Data Integrator 작업

ODBC

에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소스의 데이터에 손쉽
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ata Integrator는 데이터와 모든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요소

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의 상호 이동 및 변환을 지원합니다. Data Integrator가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지원

기술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직원의 기술은

하기 때문에, IBM Tivoli, HP OpenView 또는 BMC Patrol

물론 기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설

과 같은 Third-Party 시스템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데

계팀이 필요할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를 위해,

이터 통합 환경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SNMP 제품을 사

Data Integrator의 다중 사용자 체크 인(check-in) 및 체크

용하지 않을 경우, Data Integrator의 웹 기반 중앙 관리 기

아웃(check-out) 오브젝트 리파지토리는 여러 명의 분석가
들이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

테이블을 로드하는‘데이터 플로우(data flow)’
라는
재사용가능한 오브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개발합니다.

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에서 ETL 오브젝트를
표준화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미리보기 및
프로파일링
Data Integrator는 SQL 및 ABAP을 표시하고, 작업 실행 진
전 상황을 보여주며, 오류 메시지를 드릴 다운하고, 중간 데이
터흐름 오브젝트에 대한 데이터 결과값을 표시함으로써, IT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Data Integrator의 디버
깅 및 작업 진단 환경은 데이터 미리보기 및 프로파일링 기능
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모든 적격한 요소를 미리
보고, 데이터플로우에서 변환 전후의 데이터를 분류 필터 및
분류하는 것은 물론, 이기종 오브젝트에서 데이터를 병렬로
볼 수 있습니다. 공통 설계 환경 내에서, 사용자는 소스, 대상
및 변환 오브젝트에 있는 물리적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는 것
Data Integrator는 데이터 미리보기(preview) 및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능을

은 물론, 행 특징을 프로파일링 및 분석하고, 데이터 플로우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우 생산적인 단일 환경입니다.

2개의 데이터 세트를 병렬로 비교합니다.

서 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 개발된 재사용가능한 변환 기능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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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웨어하우스 내 실시간 데이터 통합

XML 데이터 소스 통합
“이제 고객들은 우리 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공급 업체나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정기적으로 XML-

제출하고 주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반 정보를 받을 경우, BI 제품 및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그 배후에서는 Data Integrator가 데이터를 입수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정보 저장 위

XML로 변환하고, 이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토대로

치는 바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내부입니다.

검증한 다음, 배송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됩니다.”

Business

Objects의 데이터 통합 제품은 강력한 XML 데이터 속성 기
반 프 로 세 싱 을 위 해 XML DTD(Document Type

헌터 더글러스(Hunter Douglas)의 정보 시스템 서비스

Definitions) 와 XML 스키마를 기본 지원합니다.

담당 과장, 아크 반 레우벤(Aart Van Leeuwen)

긴축 예산; 높은 기대치
BusinessObjects Enterprise 6의 데이터 통합 및 웨어하

단일 환경 내 실시간 및 일괄 데이터

우스 제품을 사용하면, 기업 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

의사 결정 사이클이 계속 단축됨에 따라, 일괄 및 실시간 데이

략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실현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터 전달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 역시

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ETL 툴은 데이터를 오직 일괄 모드
로만 전달할 수 있을 뿐이며, 실시간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합

Business Objects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니다.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기술은 여

www.businessobjects.com에서 제공됩니다.

러 애플리케이션 간의 트랜잭션 라우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만, 다양한 변환 기능, 벌크 추출, 엔터프라이즈급 ETL 툴 로
딩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지원 기술 표준 및 트랜스포트

Data Integrator는 ERP 및 CRM 시스템, 웹 서비스 애플리
케이션, EAI 제품, 데이터베이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CWM

SNMP

실시간 이벤트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rstLogic

SOAP

Data Integrator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트리클 피드

플랫(flat) 파일

TIBCO

(trickle-feed)하는 것은 물론, 관리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하

HTTP/SJMS, JCA, J2EE

Trillium

거나, 광범위한 다른 통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QSeries

웹 서비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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