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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DF(EN-CORE Data Framework)?

• DATA Architect hopes

• Current problem 

Ⅰ1



01DATA Architect hopesDATA Architect hopes



02Current problem 1/2Current problem 1/2

1. Silo 1. Silo 방식방식 데이터데이터 관리관리 체계체계1. Silo 1. Silo 방식방식 데이터데이터 관리관리 체계체계

1. 메타데이터관리에서 모델링 신청을 해야 하는가?

2. 데이터 품질관리에서 프로파일링을 해야 하는가?

3. 응용 영향도 관리는 별도의 프로그램인가?

4. 데이터흐름관리는 테이블간의 매핑이나 ETL정보를 갖고 올 수 밖에 없는가?



03Current problem Current problem 2/22/2

2. 2. 데이터데이터 관리관리 범위범위2. 2. 데이터데이터 관리관리 범위범위

1. 데이터모델은 통제대상이 아닌가?

2. 현행 데이터모델을 관리해야 하는가?

3. 데이터흐름은 통제대상이 아닌가?

4. 데이터베이스 성능과 데이터이행은 관리대상이 아닌가?



What’s EDF?

• Think about it

• Data structure management idea

• EDF is

Ⅰ2



04 Think about itThink about it

시스템시스템? ? 단순단순 vsvs 통제통제시스템시스템? ? 단순단순 vsvs 통제통제

the minimum number of points you have to touch in order to have an impact on the whole system
the Chioce, Eliyahu M. Goldratt 2010. 

Simple?Simple? Complexity?Complexity?



05Data structure Data structure management ideamanagement idea

QualityQuality↑↑,, CostCost↓↓,, TimeTime↓↓QualityQuality↑↑,, CostCost↓↓,, TimeTime↓↓

자동구현자동구현

자동검증자동검증

결과보완결과보완

자동검증자동검증결과분석결과분석



06EDF isEDF is

Policy Layer

Method. Layer

Function Layer

Solu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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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method.

ENEN--CORE CORE Data Data FrameworkFrameworkENEN--CORE CORE Data Data FrameworkFramework



EDF Strategy – Vertical method.

• Effective Roles

•• Model Model VerificationVerification

•• Impact Impact AnalysisAnalysis

•• Table implementation & Verification Table implementation & Verification 

•• 데이터데이터 구조구조 기반기반 품질품질

•• 품질품질 보완보완 관계관계

•• 코드코드 관리관리

Ⅰ3-1



07Effective Effective RolesRoles

모델러와모델러와 DADA관리자의관리자의 솔루션별솔루션별 역할역할 분할로분할로 작업능력작업능력 향상향상모델러와모델러와 DADA관리자의관리자의 솔루션별솔루션별 역할역할 분할로분할로 작업능력작업능력 향상향상

No

NoNo

No



08Model VerificationModel Verification

모델링모델링 툴에서툴에서 자동자동 검증하므로검증하므로 정확성향상과정확성향상과 작업시간작업시간 단축함단축함모델링모델링 툴에서툴에서 자동자동 검증하므로검증하므로 정확성향상과정확성향상과 작업시간작업시간 단축함단축함



09 Impact AnalysisImpact Analysis

데이터흐름과데이터흐름과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통합통합 영향도를영향도를 분석해야분석해야 리스크를리스크를 줄인다줄인다..데이터흐름과데이터흐름과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통합통합 영향도를영향도를 분석해야분석해야 리스크를리스크를 줄인다줄인다..



10 Table Table implementation & implementation & VerificationVerification

자동자동 테이블테이블 생성생성 및및 물리물리--DB GAP DB GAP 비교비교자동자동 테이블테이블 생성생성 및및 물리물리--DB GAP DB GAP 비교비교

11

22

33

55

44



11데이터데이터 구조구조 기반기반 품질품질

명확한명확한 도메인관리를도메인관리를 통한통한 데이터데이터 품질품질 검증검증명확한명확한 도메인관리를도메인관리를 통한통한 데이터데이터 품질품질 검증검증

고객번호고객번호

계좌고객번호계좌고객번호

22

22

22

주문주문일자일자
주문주문고객번호고객번호

주문금액주문금액

11

33



12품질품질 보완보완 관계관계

데이터구조와데이터구조와 데이터데이터 값의값의 품질품질 보완보완 관계관계데이터구조와데이터구조와 데이터데이터 값의값의 품질품질 보완보완 관계관계



13코드코드 관리관리

코드관리를코드관리를 제대로제대로 할할 수수 있는있는 체계를체계를 갖춰야갖춰야 품질이품질이 높아진다높아진다..코드관리를코드관리를 제대로제대로 할할 수수 있는있는 체계를체계를 갖춰야갖춰야 품질이품질이 높아진다높아진다..

ü 공통코드/목록성코드에 대한 명확한 관리

ü 코드 유사도 / 영향도 분석

ü 코드테이블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구현

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참조 무결성 검증



EDF Strategy - Horizontal method.

• Data Migration Framework

•• 매핑매핑 관리관리 유형유형

•• 데이터데이터 구조구조 매핑매핑 관리관리

•• 매핑매핑 정의정의 검증검증

•• 코드코드 매핑매핑 관리관리

•• 체계적인체계적인 이행이행 프로세스프로세스

•• 통합통합 데이터데이터 흐름관리흐름관리 확장확장

Ⅰ3-2



14Data Migration FrameworkData Migration Framework

Plan

Do

See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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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매핑매핑 관리관리 유형유형

ü 테이블이 1:1로 전환

ü 테이블의 일부 또는 UNION, JOIN 등으로 전환

ü 코드 마스터의 인스턴스를 매핑

ü 컬럼에 사용된 코드값 종류별로 매핑



16데이터데이터 구조구조 매핑매핑 관리관리

ASAS--ISIS현행화와현행화와 매핑정보의매핑정보의 정보화가정보화가 변화에변화에 빠르게빠르게 식별하는식별하는 핵심핵심ASAS--ISIS현행화와현행화와 매핑정보의매핑정보의 정보화가정보화가 변화에변화에 빠르게빠르게 식별하는식별하는 핵심핵심

ü 매핑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AS-IS와 TO-BE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다.

엑셀엑셀 매핑정의서매핑정의서

ü AS-IS도 모델신청/승인 체계를
도입하면 사전에 영향도를
판단하고 제어 할 수 있다.



17매핑매핑 정의정의 검증검증

매핑매핑 검증을검증을 통해서통해서 정확성과정확성과 일관성을일관성을 획기적으로획기적으로 증대증대매핑매핑 검증을검증을 통해서통해서 정확성과정확성과 일관성을일관성을 획기적으로획기적으로 증대증대

AT1 사원번호 -> TT1 사원번호 MP_EMP

AT2 사원번호 -> TT2 사원번호 단순복사

AT3 사원번호 -> TT3 사원번호 ‘E’||사원번호



18코드코드 매핑매핑 관리관리

코드에코드에 대해서대해서 체계적으로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관리하여야 데이터품질을데이터품질을 높일높일 수수 있음있음코드에코드에 대해서대해서 체계적으로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관리하여야 데이터품질을데이터품질을 높일높일 수수 있음있음

AS-IS TABLE COL1

코드 코드명 구분

0 미혼 기존

1 기혼 기존

2 이혼 사용

# 정제

AS-IS 결혼구분코드

코드 코드명 구분

0 미혼 기존

1 기혼 기존

2 이혼 추가

TO-BE  결혼구분코드

코드 코드명 구분

A 미혼 기존

B 기혼 기존

C 이혼 추가

AS-IS TO-BE 매핑정
보

AS-IS코
드

TO-BE코
드

0 A

1 B

2 C

TO-BE TABLE
COL1

코드 코드명 구분

A 미혼 기존

B 기혼 기존

C 이혼 기존

100 오류

ü 코드간 매핑이 기본

ü 테이블간 매핑도 존재 가능

ü 코드와 사용테이블간 검증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19체계적인체계적인 이행이행 프로세스프로세스

모델모델 변경체크변경체크 및및 자동소스생성을자동소스생성을 통한통한 획기적인획기적인 프로그램프로그램 생산성생산성 증대증대모델모델 변경체크변경체크 및및 자동소스생성을자동소스생성을 통한통한 획기적인획기적인 프로그램프로그램 생산성생산성 증대증대



20통합통합 데이터데이터 흐름관리흐름관리 확장확장

Data Governance Area(Meta Repository Area)

Real System Area

ETL (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 )

개념모델개념모델

논리모델논리모델

물리모델물리모델

DB CatalogDB Catalog

개념모델개념모델

논리모델논리모델

물리모델물리모델

DB CatalogDB Catalog

Data Governance Area(Meta Repository Area)

개념모델개념모델

논리모델논리모델

물리모델물리모델

DB CatalogDB Catalog

개념모델개념모델

논리모델논리모델

물리모델물리모델

DB CatalogDB Catalog



27/29

EDF EffectⅠ4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운영 사례

• EDF ( En-core Data Framework )

• EDF-현행

• EDF-목표

•• 진정한진정한 정보화정보화



21차세대차세대 시스템시스템 구축구축 운용운용 사례사례

AS-IS Database Documents

• 구조분석(엔터티,속성,관계)
• 데이터 표준 분석
• BR(Business Rule)분석

신규 데이터
요건

신규 데이터
요건

데이터 통합
요건

데이터 통합
요건

데이터 품질
요건

데이터 품질
요건

데이터 보안
요건

데이터 보안
요건

목표 데이터
모델 반영

목표 데이터
모델 반영

리버스모델링①

개념모델개념모델

논리모델논리모델

물리모델물리모델

개념모델개념모델

논리모델논리모델

물리모델물리모델

Data
Dictionary

Data
Dictionary

TO-BE Database

11

22

33 44

55

66

77

88



22EDFEDF--현행현행

ü 목표 데이터모델 작성시 중요한 현행분석자료

ü 데이터품질 점검으로 목표데이터 품질 향상

ü 데이터모델 변경 통제를 통한
차세대 프로젝트 변경 영향도 관리

ü 운영팀의 업무지원 중복 방지 및 협업 원활화

현행현행 DADA구축구축 프로세스프로세스 현행현행 DADA구축구축 기대효과기대효과

현행현행 DA DA 구축구축 작업을작업을 반드시반드시 시행시행 할할 것것현행현행 DA DA 구축구축 작업을작업을 반드시반드시 시행시행 할할 것것



23EDFEDF--목표목표

ü 목표 데이터 품질 관리

ü 목표 모델 변경관리 절차를 통한
영향도 관리

ü 현행/목표 데이터모델 매핑을
통한 완전성 관리

ü 물리모델/DBMS 자동 적용관리

ü 전사 데이터 아키텍처 뷰 제공

목표목표 DADA의의 완벽성을완벽성을 유지하라유지하라목표목표 DADA의의 완벽성을완벽성을 유지하라유지하라



24진정한진정한 정보화정보화

DADA담당담당 정수욱정수욱 차장차장

분석설계 부터 코드정리, 컨버전까지…

컨버전 결과 부터 컨버전 데이터 검증까지…

모든 일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은
IT부서가 꿈꾸던 진정한 기업의 정보화였습니다. 

엔코아의 방법론과 시스템이 결합된 “EDF”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문서도 없이 개발자와 Communication 된다는 것이 놀라웠죠. 

프로젝트가 진행 될 수록 그 놀라움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