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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시스템아키텍처변천사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 RDBMS에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아키텍처
• OLTP에 저장된 데이터를 ETL/CDC 방식으로 수집 후 Data warehouse에
저장하고 분석

• 만약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요구가 많을 경우 그 부서에 필요한 데이터만
Data Mart라는 형태로 별도의 공간에 저장하며, 현업은 DM을 활용해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

• 테이블과 같은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 분석에 유리
• 데이터 소스로부터 배치 형태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공급받음
• 데이터 신뢰도 높음
• 특정 벤더에서 제공되는 솔루션 기반으로 구축되며, RDBMS의 특성 상
스케일 아웃 형태의 확장에 한계가 있음

• 상용 소프트웨어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증된 고성능 하드웨어 필요 -> 
가격이 비쌈 / Oracle Exadata

데이터 웨어하우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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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레이크(Data Lake)

•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유형이 다양해짐(정형 + 비정형 + 반정형) 
•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데이터 레이크
• 데이터 웨어하우스와는 다르게 비정형 데이터 저장과 분석을 지원하며, 

JSON과 같은 반정형 데이터도 지원함

데이터 레이크 개념

• 테이블과 같은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 분석에 유리
• 스트림이나 이벤트 로그와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처리가 가능

•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해서 분석하거나 DM으로
넘겨 사용자에게 제공

• 데이터 신뢰도 낮음
• Hadoop/Spark 기반으로 구축해 HDFS에 저장 후 Hadoop/Spark로 분석

/ 실시간 스트리밍은 Kafka 활용

데이터 레이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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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레이크의문제점

• 분석하려는 영역의 지식은 현업 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음

•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는 주어진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데에 집중,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진 데이터인지는 잘 모름

• 그래서 현업과 커뮤니케이션 시도하지만 분석가 한명이 여러 부서의 현업
담당자를 상대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지속성이 떨어짐

• 신속하고 깊이있는 분석이 어려움

문제점 1. 분석가의 데이터 도메인 지식 부족

마케팅

영업

재무

데이터 분석
• 현업과 데이터 분석팀은 서로 다른 부서임, 그래서 각자의 업무를 이해하기
어려움

• 회사에서 차세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분석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할 경우, 분석팀은 데이터 수집 + 분석 요구사항 수집에
집중

• 하지만 현업은 일단 자기가 속한 부서의 우선순위에 집중함

• 때문에 데이터 분석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

문제점 2. 타 부서의 관심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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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레이크의문제점

•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화 되어있음

• 따라서 단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일화된 분석 기술 활용

• 그런데 데이터 도메인 특성 상 분석에 유용한 솔루션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음(마케팅 분석이나 트래픽 분석에 특화된 솔루션이 있는 것 처럼)

• 이 경우 기존의 단일화된 기술 체계를 사용하는 분석 시스템이 이러한
도메인 별 특화된 기술을 수용하기 어려움

문제점 3. 서로 다른 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마케팅

영업

재무

데이터 분석
• 데이터 분석팀은 수익창출 부서가 아닌 비용집행 부서(연구조직에 가까움)

• 독자 수익을 내기 어려우며,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정 데이터
도메인 영역의 현업 부서의 예산을 가져와 구축을 시도함
(외부 투자와 지원이 절실)

• 만약 해당 데이터 도메인 영역의 현업 부서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데이터
분석 장비와 인력에 투자하기 어려워짐 -> 데이터 분석 성과 저조

문제점 4. 예산 및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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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시스템아키텍처변천사

기존의데이터분석시스템은모놀리식아키텍처

• 현업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 부서 별로 분석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려 함

• 예산이 충분하고 데이터 도메인 지식도 많을 경우 자신의 부서를 위한 분석
시스템 구축 시도

• 이러다 보니 현업 별로 개별적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됨

부서 별로 각기 다른 상황

마케팅

영업

재무

데이터 분석

마케팅

영업

재무

마케팅 영업

재무

모놀리식(중앙 집중식)
데이터 분석 시스템

전달 활용

수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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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시스템아키텍처변천사

데이터메쉬(Data Mesh) : 분산형데이터분석아키텍처

• 부서별로 독립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팀 + 현업 사용자를 하나로 묶어 요구
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고 독립된 예산을 활용해 필요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는 아키텍처

• 해당 데이터 도메인에 적합한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적인 최적화도 가능

• 데이터 도메인별로 팀과 시스템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데이터 메쉬 개념 및 특징

마케팅 데이터 분석 마케팅

마케팅

마이크로서비스(분산형)
데이터 분석 시스템

전달 활용수집

분석

데이터 분석

전달 활용수집

분석
영업 영업

영업

데이터 분석

전달 활용수집

분석

재무

재무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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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메쉬(Data Mesh) : 분산형데이터분석아키텍처

• 데이터 도메인 별로 별도로 구축된, 전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

• 타 부서 데이터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 접근 권한 필요

• 타 부서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도구가 다를 수 있고, 도구의
UI도 달라서 타 부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데이터 메쉬에서는 타 부서 시스템의 데이터 조회가 어려움

마케팅 데이터 분석 마케팅

마케팅

마이크로서비스(분산형)
데이터 분석 시스템

전달 활용수집

분석

데이터 분석

전달 활용수집

분석
영업 영업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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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메쉬(Data Mesh) : 분산형데이터분석아키텍처

• 데이터 도메인 별로 구축된 분석 시스템은 각각 다르나, 이 데이터를 실제
분석해서 활용하기 위한 시각화 도구나 쿼리 도구는 통합된 하나의 도구를
사용해서 해결

• Tableau가 많이 사용됨

타 부서 데이터 활용 방안 1. 통합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마케팅 데이터 분석 마케팅

마케팅

마이크로서비스(분산형)
데이터 분석 시스템

전달 수집

분석

데이터 분석

전달

활용

수집

분석
영업 영업

영업

통합
데이터
시각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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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메쉬(Data Mesh) : 분산형데이터분석아키텍처

• 데이터 페더레이션 : 보유한 데이터셋을 타 부서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로
공유해주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서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이것이 가능해야 서로 다른 도메인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 보다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음

• 분석 사례 : 마케팅 + 영업 데이터를 연결해 마케팅 캠페인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타 부서 데이터 활용 방안 2. 데이터 페더레이션

마케팅 데이터 분석 마케팅

마케팅

마이크로서비스(분산형)
데이터 분석 시스템

전달 수집

분석

데이터 분석

전달

활용

수집

분석
영업 영업

영업

통합
데이터
시각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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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시스템아키텍처변천사

전사통합데이터 분석플랫폼

• 데이터 메시 아키텍처를 활용해 부서 별로 각기 다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함

• 하지만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기술, Hadoop, Kafka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데이터 카탈로그도 구축하고 시각화 도구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운영할 하드웨어 인프라도 준비해야 함

• 부서 별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작업은 반드시
필요, 회사 전체로 보면 부서 별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셈

• 따라서 데브옵스 팀에서 이러한 인프라와 솔루션은 플랫폼 형태로 구축해서
부서에 제공

• 각 부서는 이 플랫폼 위에서 셀프 서비스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
로직을 만들어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함

데이터 메쉬를 위한 데브옵스의 필요성

마케팅

마케팅

운영 및 관리

수집 분석

전달 활용

영업

영업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데브옵스

전달

수집 분석

Streaming
Queue

Streaming
Analytics

Data
Catalog

Data
Storage

Analytics
Engine

Visualization

활용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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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축적하고있습니다. 보유하고있는
데이터를어떻게분석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사용자가뭘해야할지몰라도데이터만있으면가치
있는데이터를만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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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인재를뽑는게좋은가요? 아니면기존
IT인력을교육시켜진행하는게좋은가요?

데이터분석관련해서전문가를고용해야할까요? 
데이터사이언티스트라는분들의이력서가꽤오는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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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관리가잘되고있다는측정은어떤관점으로
할수있을까요?

경영진에게어필할수있는활용방법을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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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딜레마는향후분석을염두에두고당장불필요해보여도
데이터를미리축적할것인가아니면그때가서축적을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분석관점이나틀이어떻게바뀔지모르다보니, 지금까지잘
분석하고있었어도관점이바뀌어서새데이터가필요하게되면
미리수집을안하다보니충분한데이터가없는경우가많았습니다. 

이에대한전문가의의견이궁금합니다.



세션 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IT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양한데이터관련솔루션중가장효과를본솔루션은무엇인지? 

해당솔루션을선택한이유와도입이후시행착오는없었는지…

IT 담당자관점에서후회했던 case 살펴보기

대표적성공사례나실패사례(나이거했다가 3년동안죽을뻔
했다)를좀길게이야기하는것도좋을듯합니다.



세션 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IT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데이터관리를잘활용하려면팁이나노하우를알려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질문을 다루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