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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업무의 다양함과 자료의 증가로 운영시스템의 유

형이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는 여러 운영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집계 및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 복잡함과 

통계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여러 운영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데이

터를 추출 및 정제(Cleansing)하여 데이터 마트

(Data Mart)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BI(Business

Intelligence)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교육기관의 

학사, 행정, 연구관리의 데이터들에 대해 BI 시스템

을 설계하고 구축하였다. 구축한 BI 시스템은 교육기

관에서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들로

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큐브(Cube)를 

만들어, 주제별로 통합적이고 가치 있는 고급 정보로 

가공해 다차원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돕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BI 시스템의 개념과 이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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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여러 기술 요소들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BI 시스템 설계를 위한 여러 테이블 간의 매핑 설계

와 요소 설계를 설명한다. 4장에서 BI 시스템을 학교 

행정 시스템에 맞도록 구현한 결과를 기술하고, 5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이론적 배경 및 관련기술의 고찰

2.1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개념 및 특징

BI는 기업(Business)의 수익창출과 경쟁력 향상

을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을 도

울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한 기술들을 일컫는다[1]. 기

업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Fig. 1과 같이 

수집되고 가공되어 정보(Information)로 만들어지

고, 생성된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Knowledge)으로 만들어진 후, 이 지식

이 의사결정자에게 활용되면 이를 지능(Intelli-

gence)이라 하며, 이 지능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

어 기업의 활동(Action) 내용이 만들어진다. 이 기업 

활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이 데이터가 

다시 수집되어 사용되는 순환 가치 사슬을 만들어낸

다[2].

BI는 Fig. 2와 같이 데이터 웨어하우스(DW)와 데

이터 마트(DM) 및 OLAP(OnLine Analytical Pro-

cessing)으로 구성된다[3]. Fig. 2의 첫 단계로 나오

는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는 산업

체에서 데이터 입력이나 거래조회 등을 위해 사용하

는 트랜잭션 지향의 프로그램이다. 이 OLTP를 통해 

DB가 형성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DB에서 효율

적으로 추출⋅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주제별로 요약, 통합, 관

리하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유도된 데이터의 저장소로서, 단일 

주제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이

다. 따라서 데이터 마트는 영업팀이나 재무팀 등 단

일 부서의 지식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진다. OLAP

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데이터 접근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최종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

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

용하는 과정이다[4]. OLAP은 다차원적으로 데이터

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OLAP 데이터

는 다차원 DB에 저장된다.

BI 분석 기법으로는 기술분석, 예측분석 및 최적

화방법이 있다. 기술분석은 과거 데이터로부터 현재 

상황의 패턴을 찾는 것이고, 또한 주어진 기간 동안

에 어떤 사건이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자주, 어디

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다. 과

거나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 

기술을 하거나, 그 이면에 존재 할 수 있는 요인 혹은 

징후를 찾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측분석

은 과거 데이터나 사건으로부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이나 사건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의사 결정을 지

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최적화방법은 주어진 가능

한 결과들을 평가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수준의 최적화 모형은 다양한 가

정에 대한 시나리오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확률적 기법

과 통계적 기법 및 기술 모형, 예측 모형을 병합하여 

Fig. 1. Value Chain of Business Intelligence.

Fig. 2. Components of Business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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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2.2 ETL(Extract, Transform, Load)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웨

어하우스를 정기적으로 로드(load)해 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하나 이상의 소스 시스템(source system)

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extract), 데이터 웨어

하우스로 복사해(copy) 가져온다. ETL은 Extract

(추출), Transform(변환) 및 Load(저장)를 의미하지

만, 사실상은 이 세 개의 단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고, 조직 내외부의 복수의 소스 시스템들로부터 데

이터 분석을 위해서 ODS (Operational Data Stor-

age)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로 이동시키는 전체 

처리 과정을 일컫는다.

2.3 데이터 분석을 위한 OLAP 유형

다차원 분석을 위한 OLAP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데이터 접근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이며[3,

4], MOLAP(Multidimensional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ROLAP(Relational OLAP)으로 구분

할 수 있다[5, 6]. MOLAP은 다차원 DB를 기반으로 

한 OLAP 아키텍처로서, 다차원 데이터의 저장과 처

리를 위해 다차원 DBMS가 사용된다. 다차원 배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목의 발생에 따른 

저장 구조의 낭비와 긴 데이터 로드 시간의 단점을 

갖는다. 또한 다차원 DB에 저장된 데이터 조회 속도

는 빠르나 원천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용이하지 않

다. ROLAP은 관계형 DB에 기반한 OLAP 아키텍처

로 팩트(fact) 테이블과 디멘젼(dimension) 테이블로 

구성된다. 데이터의 차원 모델링을 활용함으로써 조

인(join)의 횟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확장성과 유연성에는 제한이 있다.

2.4 다차원 모델링

다차원 모델링은 비즈니스를 표현하는 가장 자연

스러운 형태이며, 분석 목적에 맞도록 사용자의 관점

에서 설계된다. 다차원 모델링의 기본적인 요소는 차

원과 항목(member 또는 element)이고[5], 다차원 모

델링으로는 스타 스키마(Star Schema)와 스노우플

레이크 스키마(Snowflake Schema)가 사용된다[3].

스타 스키마는 하나의 팩트 테이블과 다수의 디멘젼 

테이블로 구성되는데 팩트 테이블의 각 튜플(tuple)

은 각 디멘젼에 대한 포인터이고 디멘젼 테이블은 

각 디멘젼의 속성(attribute)에 해당하는 열(column)

들로 구성된다. 스타 스키마는 다차원 정보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속성들의 계층 구조를 표현하지는 못한

다.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는 디멘젼 테이블들을 정

규화 함으로써 스타 스키마를 더 상세히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비정규화된 구조인 스타 

스키마가 디멘젼들을 브라우징하는 데에는 더 적합

하다.

스타 스키마에서 특정 쿼리에 대해 미리 처리한 

결과를 데이터 큐브(OLAP 큐브라고도 불림)로 저장

해 놓을 수 있는데 큐브의 각 세그먼트가 하나의 미

리 처리된 쿼리 결과에 해당한다. 이 큐브를 통해 사

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여러 쿼리들에 대한 결과를 받

아 볼 수 있다. Fig. 3은 3차원 데이터 큐브를 그림으

로 보인 한 예이다[7]. 그러나 차원이 높아지면 가시

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Fig. 3. A Three-Dimensional Data Cube with Time, Pro-

duct and Sales Unit Dimensions.

3. 학교행정을 위한 다차원 분석용 BI 시스템  

설계

대학교의 관리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학사와 행정 

관련 데이터를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에 특허나 

논문 등의 서로 다른 소스 시스템에서 검색해야 하는 

여러 연구관리 데이터까지 통합하면, 자료를 찾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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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자료를 만들어 내는 데에 많은 시간과 인

력이 드는 복잡한 일이 되며, 행정적 의사결정을 돕

기 위한 분석 자료를 유효한 시간 내에 만들어 내는 

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대학교의 행정시스템을 위한 BI 시

스템을 구축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3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다차원 모델링을 이용

하여 학사행정용 BI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과정들

을 기술한다.

3.1 업무 대상 한정 및 DB 구축 기본 방향 설계

본 논문에서 구축하는 대학 행정 BI 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업무 대상으로는 학사행정 

시스템 정보, 연구⋅일반 행정 시스템 정보 그리고 

특허 및 논문관리 시스템 정보로 한정하였다.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엑

셀(Excel)로 업로드가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은 소스 시스템 서버에 주제

별로 뷰 테이블을 작성하여 BI 시스템의 대상 테이블

과 1:1로 매핑하여 정제 없이 소스 시스템 데이터를 

우선 그대로 ODS(Operational Data Storage)에 저

장하도록 구성하였다. 엑셀 업로드 방식은 사전에 양

식을 정하여 각 지표 별 화면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 후 

업로드 하게 하여 정제를 한 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

로 가져온 데이터와 병합하도록 하였다.

3.2 데이터 프로세스 흐름도 설계

데이터 프로세스 흐름도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ODS를 

만들고, ODS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생성하며,

그로부터 큐브를 구축한 후, 여러 다차원 분석을 위

해 reporting 서비스와 같은 UI 까지 제공하도록 설

계하였다. 소스 시스템에 있는 모든 의미 있는 데이

터들에 대해 이 흐름에 맞춘 매핑과 테이블 관계 등

을 정의하는 일이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주요 작업이

다. Fig. 4는 많은 데이터 프로세스 흐름 중 학생정보

와 학적변동정보 두 가지에 대한 흐름을 예로 보인 

것이다.

3.3 소스 시스템과 ODS간 매핑 정의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ODS로 이체하기 위해서 소스 시스템과 ODS 테이블

간의 매핑관계를 모두 1:1로 정의하였다. Fig. 5는 연

구 수탁계약 현황 DB에 대한 ODS로의 매핑에 대한 

설계 예이며, 소스 시스템인 연구_O_수탁연구계약

고현황 테이블이 ODS 팩트 테이블로 1:1매핑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3.4 ODS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계 매핑 설계

ODS 테이블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팩트 테이블은 

1:1 또는 n:1 관계이다. ODS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팩트 테이블에 그대로 저장하

거나 변환되어 저장되게 하였으며,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는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 기

Fig. 4. Design Example of Data Process Flows.

Fig. 5. Mapping between Source Table and OD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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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에서 설계하였다. Fig. 6은 교육 부문 전체 ERD

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팩트 테이블인 교육

_F_수강성적과 디멘젼 테이블 교육_D_수업유형, 공

통_D_학기, 공통_D_학위과정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

음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음을 볼 수 있다. 테

이블 이름에 들어간 F는 팩트 테이블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D는 디멘젼 테이블임을 나타내기 위한 

명명으로 사용하였다.

3.5 디멘젼 기반의 큐브 설계

각 그룹 유형별로 ERD를 만든 후,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큐브를 설계하였다. 큐브 대상 

업무는 차원별로 분석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

였으며, OLAP 다차원 분석을 위하여 강좌 큐브, 수

강성적 큐브, 신분 변동 큐브, 휴직 연구 연가 큐브 

등 19개의 큐브를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강좌 큐브에 사용된 팩트 테이블은 교

육_F_강좌와 교육_F_강좌_교과목의 두 개 테이블이

고, 연관되는 디멘젼 테이블은 공통_D_학기, 교육

_D_교과목 등 12개에 달한다. 강좌 큐브는 갱신주기

를 1일로 지정하여 업데이트되게 설계하였으나, 필

요에 의해 수정 가능하다.

4. 시스템 구현

대학의 학사행정 시스템 정보, 연구와 일반 행정 

시스템 정보, 그리고 특허 및 논문관리 시스템 정보

를 통합하여 분석 자료를 만들어 주는 대학 행정 BI

시스템  구축의 설계 과정을 3장에서 기술하였다. 본 

4장에서는 이 BI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설

명한다.

4.1 시스템 개발 환경

BI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적으로는 DB 서

버 1 Set와 웹 서버 1 Set를 사용하였으며, 소프트웨

어적으로 DBMS는 MS SQL Server를, 개발 툴은 

MS SQL Server 2008 R2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 

자세한 사양을 기술하였다.

4.2 시스템의 물리적⋅논리적 구성도

구현된 시스템의 물리적⋅논리적 구성도는 Fig.

7과 같다. 외부의 소스 시스템과 엑셀 파일들을 ETL

Fig. 6. ERD Desig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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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접 업로드를 통해 DB 서버에 데이터 웨어하우

스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분석 데이터를 주제별로 구

분하여 OLAP 큐브를 생성하여 역시 같은 물리적 위

치에 적재시켰다. 사용자의 분석을 돕는 각종 기능은 

웹 서버에 위치시켰으며, 이를 위해 분석 데이터를 

지표별로 분석할 수 있는 리포팅 서비스와 분석 기능 

등을 구현하였다. 리포팅 서비스 구현에는 SSRS

(SQL Server Reporting Service)를 이용하였으며,

그래픽 기반의 분석 보고서 작성 구현에는 PPS(Per-

formance Point Service)를 활용하였다.

4.3 ODS 저장 주기 지정 기능

일정 주기로 소스 시스템 DB로부터 자료를 가져와

서 ODS에 저장하기 위해 주기를 지정할 수 있게 하

였다. Fig. 8은 작업일정의 세부 사항을 정의하는 화

면을 보인 것이다. 작업 빈도를 일별 수행으로 지정

하고, 일별 수행 주기를 1번으로 지정한 예이고. 수행

시간은 오전 4시, 시작일자는 2013년 12월 3일이다.

4.4 큐브 구축

3장에서 설계한 바와 같이 각 그룹 유형별로 만들

어진 ERD를 기반으로 다차원 분석을 위한 19개의 

큐브를 구축하였다. 연관되는 팩트 테이블과 디멘젼 

테이블들이 설계대로 모두 구현 시 반영되었으며,

Table 1. Implementation Specifications

Items Type Description

DB Server

Model HP DL580 G7

OS Windows 2008 R2 Enterprise

CPU Intel Xeon 2.2GHz 6Core × 4EA

Memory 32GB

Disk 1.5T (300G × 6EA)

RAID Type RAID 5

Web Server

Model Intel

OS Windows 2008 R2

CPU Intel Xeon 2.13GHz(Quad Core) × 2ea

Memory 16G

Disk 300G (300G × 2EA)

RAID Type RAID 1

Development Tool MS SQL Server 2008 R2

DB MS SQL Server

Fig. 7. System Configuration. Fig. 8. Refresh Period Setting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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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의 (a)는 한 예로 강좌수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

_F_강좌 팩트 테이블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매핑

되어 있는 예제이다. 강좌 수는 개설소속 최초코드의 

합으로 구해진다. 교육강좌 큐브의 디멘젼 내역은 

Fig. 9의 (b)에 보는 바와 같다.

4.5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은 엑셀 기반의 문서로 만

들거나 그래픽 기반으로 보여주도록 구현하였다. 엑

셀 기반의 경우 익숙한 형태의 테이블 형태로 보여준

다. Fig. 10의 (a)는 엑셀 기반의 수강 성적 큐브 데이

터 분석 보고서의 예이다. 2014년과 2015년의 강좌개

설학점 전체와 강좌 주당 강의 시간, 주당 실험실습 

시간 등의 결과를 보기 쉽게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의 (b)는 그래픽 기반의 보고서 생성 예

이다. 20명 미만의 수강 인원을 갖는 824개의 교과목

이 있고, 20∼50명 미만의 수강 인원을 갖는 567개의 

교과목이 있음을 표와 함께 막대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4.6 구현된 BI 시스템의 효용성

구현된 BI 시스템의 효용성을 알기 위해, 각 소스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에 익숙한 엔지니어

를 기준으로 BI 시스템 없이 분석하는 것과 BI 시스

템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

였다. 학사시스템강좌 DB 14만 건과 논문실적관리

시스템 DB 약 29만 건의 데이터에 대해 분석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 드는 시간과 자료 집계시간, 그리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서 “Without BI” 열은 BI 시스템 없이 처리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With BI” 열은 구축한 

BI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a) Cube with Fact Table (b) Dimension Contents

Fig. 9. Implementation of a Cube (Example).

(a) Excel-based Reporting (b) Graphic Reporting

Fig. 10. Analytic Report Creati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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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의 “ratio” 열은 (With BI 시간) / (Without

BI 시간)의 백분율을 보인 것이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축한 BI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상대적으

로 매우 적은 시간 안에 분석 리포트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일차원 분석에 비해 다차원 분석을 해

야 하는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분석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학의 학사행정, 연구 일반 및 논

문⋅특허 등의 관리 데이터를 다차원으로 효율적으

로 분석하기 위한 BI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였다. 데

이터 웨어하우스의 팩트 테이블과 디멘젼 테이블들

을 설계하고, 각 그룹 유형별로 ERD를 만든 후,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19개의 큐브를 설계 

구현하였다. 행정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분석 자료

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짐으로써, IT 개발부서는 보고서 구축에 들어가는 시

간을 절약하고 큐브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없는 항

목을 추가하거나 DB 구성의 변경과 성능 개선에 집

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데이터 분석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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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nalysis time between with BI and without BI system

Action

1 Dimension Multi Dimension

Without BI With BI ratio Without BI With BI ratio

Create Data for Analysis 2 days 4 hr 8.33% 7 days 30 min 0.30%

Integrate Data 1 min 10 sec 16.67% 8 hr 30 secs 0.10%

Analysis Reporting 48 hr 4 hr 8.33% 168 hr 8 hr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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