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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DB 그랜드 컨퍼런스’성황
데이터 품질 관리 중요성 공감 형성
업계 관계자 300여명 참석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활발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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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2003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

퍼런스’가 지난달 11일�12일 이틀간에 걸쳐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데이터,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과‘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

관련 담당자 약 300여명이 참석해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와 활용이 큰 관심사임을

보여줬다. 

발표자들은 오늘날 잘못된 데이터 관리가 高비용 효율을 불러와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전사적인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



한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을 높여

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 으며, 특히 ISO/IEC

JTC1/SC32 의장인 버그마이어(B.Bargmeyer)의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 다. 

데이터 품질에 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이날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한 것으로 기

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 절감과 함께 상품 및 업무

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한 체계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박주석 경희 교수는 성숙도 모델을 통한 품질관리 방안에 해 소개했으며,

배상균 한국어센셜소프트웨어 이사는 데이터 품질 측정과 검증, 최적의 데이터 생성을

위한 방법론과 툴을 소개했다. 또 김홍식 SK 주식회사 부장은 고객정보의 품질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적 CRM 전략에 해 발표하고, 이재관 기업지식전략컨설팅

표는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와 역

할을 제시했다.

MDR 상호운용 요구 증

이와 함께 버그마이어(B.Bargmeyer) ISO/IEC JTC1/SC32 의장은 각기 다른 시스

템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를 설명하고, 시

멘틱 웹을 위한 의미론적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백두권 고려 교수는 MDR 상호운용

을 위한 표준 아키텍처 모델과 컴포넌트를 설명했다. 

데이터 모델링 및 데이터 아키텍처의 중요성 부각

이날 소개된 내용 가운데는 데이터 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방법론도 포

함됐는데, 특히 전사적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과 데이터 아키텍처의 중요

성도 크게 부각됐다. 

KAIST 문송천 교수는 전사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이터 지도 개발의 중요성과 방법

론에 해 소개했고, 이화식 엔코아정보컨설팅 표는 데이터 아키텍처 구현을 통한

데이터 구조의 체계화를 방안을 제시했다. 김인현 투이컨설팅 표는 데이터 통합을

위한 시스템 체계와 추진 전략에 해 발표했다. 

데이터 마이닝과 CRM 등 DB 활용 높아져

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 마이닝과 분야별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기

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있는 CRM 사례 발표와 최근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에서의 활용 전략이 상세하게 제

시됐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료는 DB품질평가사이트(http://dbQ.dpc.or.kr)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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