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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론

DATA
MANAGEMENT

많은 조직들은 그들의 데이터가 필수적인 기업 자산(Vital 

Enterprise Asset)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데이터와 정보는 

고객,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 제공한다. 이는 

그들의 혁신과 전략적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거의 없다(Evans and 

Price, 2012). 원래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에서 우연하게 가치가 

도출되지 않으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조직화하여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데이터 매니지먼트(Data Management)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데이터 및 정보 자산의 가치를 전달, 제어, 보호 및 향상시키는 

계획, 정책, 프로그램 및 실행을 개발, 실행 및 감독하는 것이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모든 측면(전 생애주기에 걸쳐 데이터의 기술적 

매니지먼트에서 데이터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활용되도록 보장)

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는 고도의 

기술자(예: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네트워크 매니저,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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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전략적 비즈니스(예: 데이터 담당자, 데이터 전략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활동은 광범위하다. 여기에서는 데이터에서 전략적 가치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능력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배치 및 성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는 기술적 및 비기술적(즉, ‘비즈니스’)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책임은 비즈니스와 정보통신기술 역할 간에 공유되어야 하며, 

조직의 전략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 두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와 정보는 조직이 미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정보는 또한 대부분의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그것들은  

‘Currency(통화)’, ‘Life Blood(생명의 피)’, 심지어 정보경제의 ‘New Oil(새로운 석유)’로도 불려왔다.1 

조직은 분석에서 가치를 얻든 얻지 못하든 데이터 없이는 비즈니스를 처리할 수조차 없다. DAMA 

International (The Data Management Association)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The DAMA Gudie to the Data Management Body of Knoledge 

(DMBOK2)를 도출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한 일련의 원칙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원칙의 준수와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안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식 영역 내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를 설명한다.

1.1 비즈니스 동인(Business Driver)
정보와 지식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고객, 제품,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보유한 조직은 데이터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는 조직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실패는 예산 매니지먼트 실패와 비슷하다. 

이것은 낭비를 초래하고 기회를 잃게 만든다.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주요 동인은 금융 및 물리적 

자산의 효과적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정부가 데이터 자산으로부터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데이터 자산으로부터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 목표

한 조직 내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목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고객,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 이해 및 지원

. 데이터 자산의 무결성 습득, 저장, 보호 및 보장

. 데이터 및 정보의 품질 보장

. 이해관계자 관련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성 보장

. 데이터와 정보의 무단 또는 부적절한 액세스, 조작 또는 사용 방지

.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기업에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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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ogle ‘data as currency’, ‘data as life blood’, and ‘the new oil’, for numerou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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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개념

2.1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오랜 정의는 세상의 사실들을 표현하는데 있어 데이터의 역할을 강조한다.2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데이터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로도 이해된다(데이터는 디지털화된 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데이터 매니지먼트 원칙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문서에서 포착된 데이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자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주소, 

생년월일, 토요일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가장 최근에 구입한 책과 같이, 이전에는 ‘데이터’라고 

불리지 않았을 많은 것들까지도 ‘데이터’라고 부른다.

개인에 대한 일련의 사실들은 종합되고, 분석되고, 이윤을 창출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광범위한 사건 및 활동(빅뱅의 파장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심장박동에 이르기까지)을 측정하고, 이전에는 데이터로 생각하지 않았던(비디오, 사진, 

녹음파일, 문서) 것들의 전자화된 버전을 수집, 저장, 분석하는 우리의 기술 역량은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정보로 합성하는 능력을 능가하는데 근접했다.3 양과 속도에 압도되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실행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터가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에 대한 진실의 한 형태이며, 그 

사실이 서로 들어맞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사실’이 항상 간단하거나 직설적인 것은 아니다. 

데이터는 표현의 수단이다. 이것은 그 자체 이외의 것을 나타낸다(Chisholm, 2010). 데이터는 

데이터가 나타내는 객체와 해석해야 하는 객체에 대한 해석이다(Sebastian-Coleman, 2013). 이는 

데이터가 의미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맥락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문맥은 데이터의 대표 

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통 어휘와 요소들 간의 일련의 관계를 포함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의 관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4 

이러한 규약은 흔히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특정 종류의 데이터에 문서화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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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defines data as ‘facts and statistics collected together 
for analysis.’ The American Society for Quality (ASQ) defines data as ‘A set fo collected facts’ and 
describes two kinds of numerical data: measured or variable and counted  or attribut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defines daata aas ‘re-interpretable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 in a formalizaed manner suitable for communication, interpretation, or processing; 
(ISO 11179). The definition emphasizes the electronic nature of data and assumes, correctly, 
that data requires standards because it is managed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That said, it does not speak to the challenges of formalizing data in a consistent way, across 
disparate systems. Nor does it account well for the concept of unstructured data.
3 http://ubm.io/2c4yPOJ (Accessed 20016-12-04). http://bit.1y/1rOQkt1 (Accessed 20016-12-04).
4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constructed-ness of data see: Ket, Data and Reality (2012) 
and Dev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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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개념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개념이라도 

다른 표현방식을 만든다.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데이터는 다른 형태를 취한다.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개념인 달력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의 범위를 생각해 보자. 이제 더 복잡한 개념(예: 시민 

또는 서비스)을 고려해 보자. 여기서 표현해야 할 세부사항의 세부사항과 수준이 항상 자명하지는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정보를 매니지먼트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진다.

단일 조직 내에서도 같은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 

아키텍처, 모델링, 거버넌스, 매니지먼트,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품질 매니지먼트의 필요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직 전체에서 다중성 문제는 

다중성을 배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업계 수준의 데이터 표준이 

요구된다. 조직은 항상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해야 했지만, 기술의 변화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바뀌면서 이러한 매니지먼트 요구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로 조직은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창출하고, 조직의 성공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 캡처 및 채굴할 수 

있는 인적 능력의 증가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매니지먼트해야 할 필요성을 더 심화시켰다.

2.2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에 관한 많은 글들이 존재한다. 데이터는 ‘정보의 원재료’라고 불리고 정보는  

‘문맥 속의 데이터(Data in Context)’라고 불리기도 한다. 흔히 데이터(가장 아래), 정보, 지식, 

지혜(맨 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층을 이룬 피라미드를 사용합니다. 피라미드는 데이터를 잘 

매니지먼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 데이터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를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 데이터에서 정보, 지식, 지혜를 통한 선형적 순서를 기술함으로써, 애초에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 데이터와 정보는 별개의 것이라고 암시하는데, 실제로는 두 개념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정보의 한 형태이며 정보는 데이터의 한 형태이다.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대치에 대해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보와 데이터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 지난 분기의 판매 

보고서가 있다[정보]. 이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데이터]. 다음 분기에 

이러한 결과[데이터]는 분기별 성과 측정[정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데이터와 정보를 

다양한 목적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데이터와 정보는 모두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중심 원칙을 형성한다. 두 가지 모두 사용되는 모습 및 고객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매니지먼트된다면 더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식 체계 전체에서 

이 용어는 서로 교환하여 사용될 것이다. 

2.3 조직 자산으로써 데이터

자산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거나 산출하는 경제적 자원이다. 자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데이터를 자산으로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방법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1990년대 초, 일부 단체들은 영업권의 가치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제 ‘영업권의 가치’는 흔히 손익계산서

(P&L)에 항목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데이터의 수익화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손익계산서의 항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조직은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데이터 자산에 의존한다.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을 이해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통제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정부기관, 교육기관, 비영리단체도 운영, 전술, 

전략적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조직이 점점 더 데이터에 의존함에 따라 

데이터 자산의 가치는 더욱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다. 

많은 조직이 스스로를 ‘데이터 중심적’이라고 인식합니다.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직감이나 

본능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중단하고, 대신 이벤트 트리거(Trigger)를 사용하고 분석 및 적용하여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 데이터 중심화에는 비즈니스 리더십과 기술 전문지식을 두루 익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해야 한다는 인식이 포함된다. 

더욱이 오늘날 비즈니스의 속도는 변화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붕괴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LOB(Line-of-Business)와 함께 일하는 기술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정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 그들은 사업 전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고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포지셔닝해야 한다.

2.4 데이터 매니지먼트 원칙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그림1]과 같이 다른 형태의 자산 매니지먼트와 특성을 공유한다.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와 조직이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파악한 

다음, 조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데이터 자산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작업이 함께 

포함된다. 다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요구와 운영상의 요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특징을 인식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실행을 안내하는 일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데이터는 고유한 속성을 가진 자산임: 데이터는 자산이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방식으로 다른 자산과 다르다. 이러한 속성 중 가장 명백한 것은 

데이터가 사용될 때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데이터는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자산이다.

. 데이터의 가치는 경제적 용어로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되어야 함: 데이터를 자산으로 부르는 

것은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질적, 양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법은 

있지만, 아직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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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저품질 데이터의 비용과 

고품질 데이터의 이점을 모두 측정해야 한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란 데이터의 품질을 매니지먼트하는 것을 의미함: 데이터가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주요 목표이다. 품질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해 조직은 

품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해야 

한다.

.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데 메타데이터가 필요함: 자산을 매니지먼트하려면 해당 자산에 

대한 데이터(직원 수, 회계 코드 등)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고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형태의 정의와 지식이 

필요하다. 메타데이터는 아키텍처, 모델링, 스튜어드십, 거버넌스, 데이터 품질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 IT 및 비즈니스 운영, 분석을 포함한 데이터 생성, 처리 및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비롯된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에는 계획이 필요함: 소규모 조직도 복잡한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환경을 가질 수 있다. 데이터는 여러 곳에서 생성되며, 사용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거쳐간다. 

최종 결과(End Result)와 업무 과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구조 및 프로세스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림1] 데이터 매니지먼트 원칙

.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상호 기능적이며, 다양한 기술과 전문 지식이 필요함: 단일 팀이 조직의 

모든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할 수는 없다. 데이터 매니지먼트에는 기술 및 비기술적 지식과 

협업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에는 기업의 관점이 필요함: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부서별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효과를 가능한 한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전체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전사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데이터 거버넌스가 얽혀 있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함: 데이터는 유동적이다.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용되는 방식과 그것을 사용하는 데이터 소비자의 트랜드를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수명주기 매니지먼트임: 데이터에는 수명주기가 있고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려면 수명주기를 매니지먼트해야 한다. 데이터로 말미암아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기에 데이터 수명주기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할 수 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원칙에는 

데이터 수명주기를 고려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 데이터 유형마다 수명주기 특성이 상이함: 그리고 이 때문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원칙도 

다르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원칙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수명주기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에는 데이터 관련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포함됨: 자산이 되는 것 외에도 

데이터는 조직에 대한 위험도 나타난다. 데이터는 분실, 도난 또는 오용될 수 있다. 조직은 

데이터 사용의 윤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관련 위험은 데이터 수명주기의 일부로 

매니지먼트해야 한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 요건은 정보 기술 결정을 이끌어야 함: 데이터와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정보 

기술 및 정보 기술 매니지먼트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데이터를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기술이 

조직의 전략적 데이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장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효과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에는 리더십이 필요함: 데이터 매니지먼트에는 효과적인 조정, 

협업 및 헌신이 필요한 복잡한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기술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리더십에서 오는 비전과 목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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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관한 과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데이터 자체의 속성에서 파생된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과제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2.5.1에서 2.5.13까지에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난제들 중 많은 것들이 하나 이상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2.5.1 데이터는 다른 자산과 상이함6

물리적 자산은 가리킬 수 있으며 만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다. 금융자산은 대차대조표상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르다. 데이터는 실체가 

없다. 그러나 데이터는 영속성이 있다; 오래될수록 데이터의 가치는 변하지만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는 복사하고 전송하기 쉽다. 그러나 잃어버리거나 파괴되면 재생산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사용할 때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고도 도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동적이며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물리적 또는 금융 자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많은 데이터 사용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조직은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셋(Data Sets) 간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데이터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금전적 가치 없이는 

데이터가 조직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데이터 소유권 

정의, 데이터 사용량 재고 매니지먼트, 데이터 오용 방지, 데이터 중복과 관련된 위험 매니지먼트, 

데이터 품질 표준 정의 및 시행과 같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데이터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터가 실제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조직의 데이터는 그 자체로 특별하다. 조직적 내 고유한 데이터(예: 

고객 목록, 제품 재고 또는 청구 기록)가 손실되거나 파괴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들 것이다. 데이터는 또한 조직이 스스로를 알 수 있는 수단이다(그것은 다른 자산을 

설명하는 메타자산이다). 그만큼 데이터는 조직의 통찰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조직 내부와 조직 간에는 업무 수행에 데이터와 정보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운영 업무 거래는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정보는 전자적으로 교환되어 데이터 흔적을 만든다. 이 데이터 추적은 

발생한 교환을 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의 한 예시이다.어떤 조직에서든 데이터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데이터를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이 장은 Redman, Thomas.의 Data Quality for the Information Age (1996) pp. 41-42, 232-36;와 Data Driven 
(2008), Chapter One. “The Wondrous and Properties of Data and Information.”을 참고했다.

2.5.2 데이터 가치평가

가치는 물건의 원가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의 차이이다. 주식과 같은 일부 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쉽다. 이는 매입 당시 주식 원가와 매각 대금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계산은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비용도 이익도 표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조직의 

데이터는 그 자체에만 고유하기 때문에, 데이터 가치평가에 대한 접근법은 조직 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비용 및 이익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샘플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비용

. 데이터 손실 시 교체 비용

.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

. 데이터 관련 리스크 완화 비용 및 잠재적 리스크 비용

. 데이터 개선 비용

. 고품질 데이터의 이점

. 경쟁사가 데이터 비용으로 지불하는 액수

.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

. 혁신적인 데이터 사용으로 예상되는 수익

데이터 자산 가치평가에 대한 일차적인 어려움은 데이터의 가치가 문맥상(한 조직에 가치 있는 것은 

다른 조직에 가치가 없을 수 있음)이며 종종 일시적(어제 가치 있었던 것은 오늘날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이라는 것이다. 즉, 조직 내에서 특정 유형의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정보를 참조하라. 고객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됨에 따라 고객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하여, 조직은 일관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측면에서 자산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적 가치를 데이터와 연관시키는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초가 된다. 데이터 평가 

과정도 변화 매니지먼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와 자신이 지원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작업의 재정적 의미를 이해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조직이 자체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5.3 데이터 품질

데이터가 고품질인지 확인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핵심이다. 조직은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한다. 만약 그들이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수집, 저장, 보안,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은 낭비된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가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소비자와 협력하여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요구를 

정의해야 한다. 

주로 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매니지먼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후고려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IT팀은 종종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를 무시하곤 했다. 그는 아마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면 쓰레기통이 비워지듯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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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처음 관찰한 프로그래머였을 것이고 그는 이를 그냥 내버려둬야 하냐는 의심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품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이를 의심할 이유가 있을 

때까지 데이터를 신뢰한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이를 되찾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데이터 사용에는 그러한 학습을 적용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의 습관을 이해하고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 또는 

더 나은 사업 전략 등을 개발하기 위한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질 낮은 데이터는 

이러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낮은 품질의 데이터는 어떤 조직에도 그저 많은 비용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조직이 수익의 10-30%를 데이터 품질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IBM은 2016년 미국의 불량 품질 데이터 비용을 3조 1천억 달러로 추산했다. 품질 불량 

데이터의 많은 비용은 숨겨져 있고, 간접적이며, 그러므로 측정하기 어렵다. 벌금과 같은 다른 비용이 

직접적이며 계산하기 쉬운 것과 대조된다.

비용은 다음에서 발생한다:

. 스크랩 및 재작업

. 해결 방법 및 숨겨진 수정 프로세스

. 조직의 비효율성 또는 낮은 생산성

. 조직 갈등

. 낮은 직무 만족도

. 고객 불만족

. 혁신 불가능을 포함한 기회 비용

. 컴플라이언스 비용 또는 벌금

. 평판 비용

고품질 데이터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고객 경험개선

. 생산성 향상

. 리스크 감소

. 기회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 매출 증대

. 고객, 제품, 프로세스 및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 얻은 경쟁력

이러한 비용과 편익이 시사하듯이 데이터 품질 매니지먼트는 일회성이 아니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려면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품질을 구축하는 계획, 헌신,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모든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은 좋든 나쁘든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은 작업을 실행할 때 이를 설명해야 한다.

2.5.4 더 좋은 데이터를 위한 계획 수립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도출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직이 어떻게 데이터를 얻고 생성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만약 그들이 데이터를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간주한다면, 

그들은 데이터에 관해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다.

. 데이터가 서로 별개로 보일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방법

.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이를 지원하는 기술 간의 관계

. 시스템 및 시스템의 생성 및 저장 데이터의 설계 및 아키텍처

. 데이터가 조직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방법

더 나은 데이터를 계획하려면 아키텍처, 모델링 및 기타 설계 기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계획은 비즈니스와 IT 리더 간의 전략적 협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별 프로젝트 

및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 또한 중요하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에 관한 지속적인 압력을 비롯한 조직의 압력이 더 나은 계획의 수립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조직은 전략을 실행할 때 장단기 목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더 나은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2.5.5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매니지먼트

조직은 데이터를 자산으로 매니지먼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메타데이터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기술 및 운영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모델,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통합 표준 및 

데이터 운영 프로세스에 포함된 메타데이터 또한 포함된다. 

메타데이터는 조직이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떻게 분류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용을 통해 어떻게 진화하는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품질인지 등을 기술한다. 데이터는 추상적이다. 문맥에 대한 

정의와 다른 설명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 통해 데이터, 데이터 수명주기,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메타데이터 또한 데이터의 한 형태이기에 데이터와 동일하게 매니지먼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를 잘 매니지먼트하지 못하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전혀 매니지먼트하지 

않는다.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반의 개선을 위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2.5.6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기능 횡단적(Cross-functional)이다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수명주기의 다른 단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팀에 의해 조직 내의 다른 장소에서 관리된다.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시스템을 기획할 

수 있는 디자인 역량, 하드웨어 매니지먼트 및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고도의 기술 역량, 문제를 

이해하는 데이터 분석 역량, 데이터를 해석하는 분석 역량, 각 개념의 정의와 분석 모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언어적 역량과 더불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탐색하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이끄는 전략적 사고 역량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범위의 기술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할 때, 그들이 서로 잘 협업할 수 있도록 서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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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전사적 관점 수립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려면 조직 내에서 데이터의 영역과 범위를 이해해야 한다. 데이터는 영업, 

마케팅, 운영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거나 넘나들어야 하는 조직의 ‘수평적 요소’ 중 하나이다. 데이터는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나 조직의 다른 하위 부분에 대해서도 고유하게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는 단순히 운영 프로세스의 부산물(예: 판매 거래 기록이 판매 프로세스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항상 즉각적인 필요에 따라 계획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조차 데이터는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데이터는 조직 내의 여러 곳에서 생성된다. 

부서마다 동일한 개념(예: 고객, 제품, 공급업체)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데이터 통합 

또는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증언할 수 있듯이, 대표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미묘한(또는 노골적인) 차이는 조직 전체에 걸쳐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데 

있어 난제를 야기한다.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목표 또한 일관성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비자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조직이 수직적 데이터로 데이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2.5.8 다른 관점에 관한 설명

오늘날의 조직에서는 내부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와 외부 소스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들은 국가 및 산업 라인에 걸쳐 서로 다른 법적 및 규정 준수 요건을 설명해야 한다.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다. 데이터의 잠재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데이터 수명주기에 대한 더 나은 계획과 더 나은 품질의 데이터를 위한 

더 나은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데이터도 오용될 수 있다. 이 위험 역시 미리 설명하면 오용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2.5.9 데이터 수명주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에도 수명주기가 존재한다. 데이터 자산을 효과적으로 매니지먼트하기 

위해 조직은 데이터 수명주기를 이해하고 계획해야 한다. 잘 관리되는 데이터는 조직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매니지먼트되는 데이터이다. 전략적 조직은 

데이터 콘텐츠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데이터 매니지먼트 요구사항도 규정한다. 여기에는 사용, 품질, 

제어 및 보안에 대한 정책과 기대, 아키텍처와 설계에 대한 전사적 접근법,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개발 

모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 포함된다. 데이터 수명주기는 제품 수명주기에 기초한다. 이는 

시스템 개발 라이프사이클과 혼동되면 안된다. 개념적으로 데이터 수명주기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림2 참조).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얻는 프로세스, 데이터를 이동, 변환, 저장하여 유지.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프로세스, 폐기하는 프로세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는 정리, 변환, 병합, 강화 또는 통합될 수 있다.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명주기 내에는 다이어그램에는 표시되지 

않는 내부적인 반복 단계도 존재한다. 데이터는 정적인 경우가 드물다. 이에 데이터 매니지먼트에도 

또한 데이터 수명주기에 맞춰 상호 정렬되고 연결된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데이터에는 수명 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통(즉, 데이터 체인(Data Chain)이라고도 함)도 있기 때문에 특정 조직 내에서 

데이터 수명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데이터 계통을 이해하려면 데이터셋의 

출처를 문서화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셋이 사용될 때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셋의 이동과 변환이 

필요하다. 수명주기와 데이터 계통이 교차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직이 데이터의 

수명주기와 계통을 더 잘 이해할수록 데이터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수명주기에 대한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초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생성과 사용은 데이터 수명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데이터 생성 및 

획득 방법과 데이터 사용 방법을 이해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생성은 비용을 수반한다. 

데이터는 소비되거나 적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 

.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매니지먼트되어야 함: 데이터 품질 매니지먼트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중심이다. 낮은 품질의 데이터는 가치보다는 비용과 위험을 내포한다. 

조직들은 종종 데이터의 품질을 매니지먼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는 종종 비즈니스 운영 과정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고, 조직 또한 

품질에 관한 명시적인 표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품질은 수명주기 이벤트의 

범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품질은 데이터 수명주기의 일부로 계획되어야 한다.

. 데이터 수명주기를 통해 메타데이터 품질을 매니지먼트해야 함: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한 

형태고, 조직이 다른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해 메타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품질은 다른 데이터의 품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니지먼트되어야 한다.

. 데이터 보안은 데이터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매니지먼트되어야 함: 데이터 매니지먼트에는 

데이터의 보안과 데이터 관련 리스크의 완화가 포함된다.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는 생성부터 

폐기까지 수명주기 전체에 걸쳐 보호되어야 한다.

[그림2]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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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매니지먼트 작업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에 집중해야 함: 조직은 많은 데이터를 

생산함에도 실제로는 그 중 많은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명주기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ROT(중복(Redundant)되고 구식(Obsolete)이며 사소한(Trivial) 데이터)를 

최소화해야 한다(Aiken, 2014).

2.5.10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수명주기 매니지먼트 요구사항이 각기 다른 다양한 데이터 유형이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더욱 복잡해진다. 모든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관리되는 객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데이터 

유형(예: 트랜잭션 데이터, 참조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 메타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리소스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상세 트랜잭션 데이터) 또는 콘텐츠(예: 데이터 도메인, 주제 영역) 또는 데이터에 

필요한 보호 수준별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는 저장 방법과 장소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데이터 유형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리스크가 서로 다르며,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많은 툴은 분류와 통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ryce, 2005). 

예를 들어, 마스터 데이터는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트랜잭션 데이터와 다른 

매니지먼트 사항을 요구한다. 

2.5.11 데이터와 리스크

데이터는 가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위험을 나타낸다. 저품질 데이터(정확하지 않음, 불완전함 또는 

구식)는 분명히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나타낸다. 그러나 데이터는 오해와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조직은 최고 품질 데이터(사용 가능, 목적적합, 완전, 정확, 일관성, 

시기적절, 사용 가능, 의미 및 이해)로부터 최대의 가치를 얻는다. 하지만,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위해, 

우리는 정보격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정보 격차는 운영 효과와 수익성에 잠재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부채를 

나타낸다. 고품질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는 조직은 규제 및 윤리적 문화 프레임워크 내에서 데이터와 

정보의 품질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 

걸친 조직 자산으로서의 정보의 역할 증가는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에 의해 정보의 잠재적인 사용과 

남용에 관한 이목을 집중시켰다. Sarbanes-Oxley(거래에서 대차대조표까지의 금융거래 데이터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부터 Solbanes-Oxley(보험 부문의 위험 모델과 

자본적정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계통 및 품질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광범위한 산업과 관할권에 걸친 사람에 대한 데이터 처리 

포함)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에 정보를 자산으로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규제 환경은 적절한 완화 및 통제가 적용되는 위험 항목에서 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점점 더 기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더 잘 알게 되면서 프로세스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정보 보호와 사생활에 대한 존중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로서 전략적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범위가 전통적으로 그랬을 

수 있는 범위보다 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매니지먼트의 대차대조표 영향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리스크가 매니지먼트되지 않고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로 투표하고 규제당국이 

벌금이나 영업제한을 부과하고 고객이 지갑을 가지고 투표할 때 너무 자주 발생한다.

2.5.12 데이터 매니지먼트 및 IT

서론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활동은 광범위하며, 기술력과 비즈니스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술은 

기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초기부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개념은 기술 매니지먼트와 깊이 얽혀 

있었다. 이 같은 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많은 조직에서,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려는 추진력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열망 사이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마치 이 둘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했던 것처럼 말이다. 

성공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기술 매니지먼트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와는 같지 않다. 조직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유혹이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대신, 비즈니스 전략과 일치하는 데이터 요구사항은 기술에 대한 결정을 촉진해야 

한다.

2.5.13 효과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리더십과 커미트먼트를 필요로 함

리더스 데이터 매니페스토(The Leader’s Data Manifesto, 2017)는 “조직의 유기적 성장을 위한 

최선의 기회는 데이터에 있다(Organization’s best opportunities for organic growth lie in 

data)”고 밝혔다. 대부분의 조직이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데이터 중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많은 이들은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은 데이터와 정보 기술을 혼동하고 둘 다 잘못 관리한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일을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조직의 성공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 즉 헌신적인 리더십과 

조직의 모든 수준의 모든 사람의 개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 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은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한다.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쉽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다. 하지만 이를 잘 하는 조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기회의 

원천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비전, 계획, 변화의 의지가 필요하다.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의 역할을 옹호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고유한 과제를 제시하며 

성공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IT가 아닌 비즈니스 중심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CDO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조직이 데이터 자산을 활용하고 이들로부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CDO의 역할은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다. 

그는 또한 조직이 데이터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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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

전략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행동 과정을 함께 도표화하는 일련의 선택과 

결정을 말한다. 체스 게임에서의 전략은 체크메이트가 이기거나 교착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다. 전략 계획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행동 과정이다. 데이터 전략에는 

정보를 경쟁 우위에 사용하고 기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에 내재된 데이터 요구사항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에는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조직이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신뢰성을 보장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략에는 데이터 품질, 데이터 무결성, 접근 및 보안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전략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전략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알려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많은 조직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은 CDO가 소유하고 유지하며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팀을 통해 제정된다. 종종 CDO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책임과 거버넌스 

확립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의지를 얻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초기 데이터 

전략과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을 입안한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의 구성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력한 비전

.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한 요약 비즈니스 사례(선택한 예 포함)

. 원칙, 가치 및 매니지먼트 관점 안내

.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미션 및 장기적인 방향 목표

. 성공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해 제안된 조치

. SMART(구체적인(Specific), 측정가능한(Measurable), 실행가능한(Actionable), 

현실적인(Realistic), 시간이 정해져 있는(Time-bound))한 단기(12-24개월) 데이터 

매니지먼트.프로그램 목표 설정

. 데이터 매니지먼트 역할 및 조직에 대한 설명과 책임 및 의사결정 권한 요약

.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

. 업무 제한을 가진 우선순위 작업 프로그램

. 프로젝트 및 실행 항목이 포함된 로드맵 초안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 차터(Charter): 전체적인 비전, 비즈니스 사례, 목표, 지침 원칙, 성공의 

척도, 중요한 성공 요인, 인식된 리스크, 운영 모델 등

. 데이터 매니지먼트 범위 설명: 개별 계획(보통 3년)의 목표 및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책임이 있는 개별 리더와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 데이터 매니지먼트 구현 로드맵: 특정 프로그램, 프로젝트, 작업 할당 및 전송 마일스톤 식별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은 조직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지식 영역(Data 

Management Framework Knowledge Areas)을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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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Data Management Framework)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각각의 목표, 활동 및 책임을 갖는 일련의 상호의존적 기능을 

포함한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는 전략적 및 운영 목표, 특정 비즈니스 및 기술 요구사항,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데이터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데이터가 높은 자격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상충되는 이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상적 기업 자산에서 가치를 도출하는 데 내재된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추적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구성요소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 이 때 도움이 된다. 기능은 서로 의존하고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든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다른 측면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조직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이끌어내려면 협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추상화 수준에서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은 전략을 명확히 하고 로드맵을 개발하며 팀을 구성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아이디어와 개념은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조직의 접근방식은 산업, 데이터 사용 범위, 문화, 성숙도 수준, 전략, 비전, 그리고 해결 중인 

특정 과제와 같은 주요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보고 제시된 개념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야를 제공한다. 

. 첫 번째 두 가지인 전략적 정렬 모델(Strategic Alignment Model)과 암스테르담 정보 

모델(Amsterdam Information Model)은 조직이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수준의 관계들을 보여준다. 

.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식 체계 프레임워크(DAMA 휠, 육각형 및 문맥 다이어그램)는 DAMA

에서 정의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식 영역을 설명하고 시각적 표현 방법을 보여준다. 

. 마지막 두 가지는 DAMA 휠을 출발점으로 삼고, 각 부분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각 부분들을 재배열한다.

[그림3] 전략적 연계 모델(Strategic Alignment Model, Adapted by Henderson and Venkat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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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략적 연계 모델(Strategic Alignment Model)
전략적 연계 모델(Henderson and Venkatraman, 1999)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모든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동인을 추상화한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가 있다. 정보는 사업 전략 

및 데이터의 운영적 사용과 가장 밀접하고 자주 관련되어 있다. 데이터는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물리적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정보 기술 및 프로세스와 관련된다. 이 개념을 둘러싸고 전략 

선택의 4대 기본 영역인 비즈니스 전략, 정보기술 전략, 조직 인프라 및 프로세스, 정보기술 인프라 

및 프로세스 등이 있다. 완전하게 연결된 전략적 정렬 모델은 그림 3에 나타낸 것보다 더 복잡하다. 

각 코너의 육각형에는 고유의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전략과 IT 전략 모두에서 범위, 

역량,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영은 인프라, 프로세스 및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조각들 

간의 관계는 조직이 다른 요소들의 전략적 적합성과 조각들의 기능적 통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묘사는 데이터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림4]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주요활동

[그림5]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DAMA Wheel)

[그림6]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DAMA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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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지식 영역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3.2 암스테르담 정보 모형(The Amsterdam Infomation Model)
암스테르담 정보 모델은 전략적 제휴 모델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및 IT 제휴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Abuwer, Maes, Truijens, 1997), 9-cell로 알려져 계획과 아키텍처를 포함한 구조와 

전술에 초점을 맞춘 중간층을 인정한다. 더욱이 이 모델은 정보 통신의 필요성(그림 4의 정보 거버넌스 

및 데이터 품질 축으로 표현)을 인식하고 있다. SAM과 AIM프레임워크의 작성자는 수평적(비즈니스/

IT전략)과 수직적(비즈니스 전략/비즈니스 운영) 관점에서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한다. 

3.3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식 체계 프레임워크
     (DAMA-DMBOK Framework)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식 체계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전체적인 범위를 구성하는 지식 

영역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세 가지 시각적 묘사는 

아래와 같다:

. DAMA 휠(The DAMA Wheel, 그림5)

. 환경 요인 육각형(The Environmental Factors Hexagon, 그림6)

. 지식 영역 컨텍스트 다이어그램(The Knowledge Area Context Diagram, 그림7)

DAMA 휠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식 영역을 정의한다. 이 모형은 기능 간의 일관성과 균형을 위해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활동의 중심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둔다. 다른 지식 

영역(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모델링 등)은 휠을 중심으로 균형을 이룬다. 이 모두는 성숙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조직의 요건에 따라 다른 시기에 구현될 수도 있다(그림5 

참조). 

환경 요인 육각형은 사람, 프로세스, 기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지식 영역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이 모형은 목표와 원칙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실행하고 성공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그림6 참조). 

지식 영역 컨텍스트 다이어그램(그림7 참조)은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지식 영역의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사용되는 SIPOC 다이어그램(공급자

(Suppliers), 입력값(Inputs), 프로세스(Processes), 출력값(Outputs) 및 소비자(Consumers)

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결과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활동을 중심에 둔다. 

각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은 지식 영역의 정의와 목표로 시작한다. 목표(중심)를 추진하는 활동은 계획

(Plan), 개발(Develop), 운영(Operate), 제어(Control)의 4단계로 분류된다. 왼쪽에는 (활동으로 

유입되는) 입력값 및 공급자가 있다. 우측(활동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에는 출력값과 소비자가 있다. 

참가자는 활동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아래에는 지식 영역의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 기술 및 

평가지표가 있다.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의 목록은 전체적이지 않고 예시적이다. 각 항목은 조직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높은 수준의 역할 목록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만 포함된다. 각 조직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패턴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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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정의(Definition): 이 절에서는 지식 영역을 간결하게 정의한다.

2. 목표(Goals)는 지식 영역의 목적과 각 지식 영역 내에서 활동의 수행을 안내하는 기본 

원칙을 설명한다.

3. 활동(Activities)은 지식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과제이다. 일부 

활동은 하위 활동, 과제 및 단계에 대해 설명한다. 활동은 계획(Plan), 개발(Develop), 운영 

(Operate), 통제(Control)의 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a. (P) 계획 활동(Planning Activities)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전술적 과정을 설정한다. 기획활동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b. (D)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System Development Lifecycle; SDLC)를 중심으로 개발 

활동(Development Activities)을 조직한다.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준비 및 배치). 

c. (C) 제어 활동(Control Activities)은 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과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의 무결성, 신뢰성 및 보안을 보장한다.

d. (O) 운영 활동(Operational Activities)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사용, 유지보수 및 개선을 지원한다.

4. 입력값(Inputs)이란 각 지식영역의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가시적(Tangible)인 

것이다. 많은 활동은 동일한 입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지식을 입력으로 요구한다.

5. 출력값은 지식영역 내 활동의 산출물(Deliverables)로서, 각 기능이 생산을 담당하는 

가시적인 것이다. 출력값은 그 자체로 종료되거나 다른 활동에 투입될 수 있다. 몇 가지 주요 

출력값들은 여러 기능에 의해 생성된다.

6.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nsibilities)은 개인과 팀이 지식 영역 내의 활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한다. 역할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요구되는 역할 그룹에 초점을 두고 개념적으로 

설명된다. 개인의 역할은 기술과 자격 요건에 따라 정의된다. 정보 시대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SFIA)는 역할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많은 역할들이 교차 기능할 것이다.

7. 공급자(Suppliers)는 활동에 대한 투입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8. 주요 산출물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소비자(Consumers)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활동에 

의해 생성된다.

9. 참가자(Participants)는 지식 영역의 활동을 수행, 매니지먼트 또는 승인하는 사람이다.

10. 도구(Tools)는 지식 영역의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기술이다.

11. 기법(Techniques)은 지식 영역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절차이다. 기법에는 공통 규약, 모범 사례 권고사항, 표준 및 프로토콜, 해당되는 경우 

새롭게 등장하는 대안적 접근법 등이 포함된다.

12. 평가지표(Metrics)는 성능, 진행률, 품질, 효율성 또는 기타 효과의 측정이나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평가지표 섹션은 각 지식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측정 가능한 측면을 

식별한다. 개선이나 가치와 같은 추상적인 특성도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

DAMA 휠은 지식 영역 세트를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는 반면, 육각형은 지식 영역 구조의 구성요소를 

인식하며, 상황도는 각 지식 영역 내에 세부 사항을 제시한다. 기존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의 

어느 부분도 서로 다른 지식 영역 간의 관계를 기술하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음 

두 섹션에 설명되어 있는 DAMA 프레임워크의 개혁을 이끌었다.

3.4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식 체계 피라미드
    (DMBOK Pyramid; Aihen)
만약 질문을 받는다면, 많은 조직들은 그들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 그들은 고급 기술(데이터 마이닝, 분석 등)들을 활용해 황금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는 사실 더 큰 구조의 꼭대기에 불과하며 기초 위의 작은 첨탑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조직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대부분 최적 조건보다 낮은 조건에서 그러한 능력을 지향한다.

피터 아이켄(Peter Aiken)의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지식 체계 내 기능적 영역을 사용하여 

많은 조직들이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을 탐색할 수 있는 경우를 묘사한다. 조직은 이를 사용하여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보유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조직들이 유사한 논리적 단계를 거친다  

(그림8 참조).

[그림8]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수용력

(Golden Pyramid figure copyright Data Blueprint, us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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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조직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한다. 이는 조직이 데이터 

모델링/설계, 데이터 스토리지 및 데이터 보안(예: 일부 사람을 들여보내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스템이 그들의 환경 

내에서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와 함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상호운용성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 2단계: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문제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와 일관된 데이터 

아키텍처에 달려 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해준다.

. 3단계: 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및 아키텍처 매니지먼트를 위한 규율화된 실행에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활동을 위한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는 문서 및 컨텐츠 매니지먼트, 참조 데이터 매니지먼트, 마스터 데이터 관리, 데이터 

웨어하우징,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같은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여 황금 

피라미드 내에서 고급 기술의 구현을 완벽하게 가능하게 한다.

. 4단계: 조직은 잘 관리되는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하고 향상된 분석 기능을 누리게 된다.

[그림9] 기능 영역 의존성(DAMA Functional Area Dependencies)

[그림10]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 프레임워크

(DAMA Data Management Func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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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en의 피라미드는 DAMA 휠에서 파생되며 지식 영역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알려준다. 이 관계는 

모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종류의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피라미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개의 동인이 있다. 첫째는, 기초 위에 설계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는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각 부분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이와는 모순되는 생각인데 

각 부분들이 임의의 순서로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3.5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의 확장

Aiken의 피라미드는 조직이 어떻게 더 나은 데이터 매니지먼트 실행을 위해 발전하는지를 설명한다. 

DAMA 지식 영역을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 사이의 의존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Sue Geuens

가 개발한 그림 9의 프레임워크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분석 기능이 다른 모든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에 종속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이들은 마스터 데이터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에 직접 

의존하며 궁극적으로 공급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에 의존한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데이터 

설계 및 데이터 상호운용성 실행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토대가 된다. 또한, 이 

모델 내에서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보안, 데이터 아키텍처 및 참조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다른 모든 기능이 의존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DAMA 휠에 대한 세 번째 대안은 그림 10에 나와 있다. 이것은 또한 DAMA 지식 영역 사이의 일련의 

관계를 제안하기 위해 아키텍처 개념을 끌어낸다.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지식 영역의 

내용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지침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다. 조직이 다른 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자산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므로, 데이터 라이프사이클과 

관련된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이 다이어그램의 중앙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위한 계획 및 설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유지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및 기능 확립,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석 및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섹션에서는 데이터의 전통적인 사용(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문서, 컨텐츠 

매니지먼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설계 및 운영 기능(모델링, 아키텍처, 저장 및 

운영 등)을 설명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데이터 활용(데이터 사이언스, 예측 분석 등)을 지원하는 신흥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빅데이터 스토리지)도 포함한다. 데이터가 자산으로 진정으로 매니지먼트되는 

경우, 조직은 데이터를 다른 조직에 판매함으로써(데이터 수익화) 자신의 데이터로부터 직접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라이프사이클 기능에만 집중하는 조직은 기초 및 감독 활동을 통해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는 조직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데이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품질 관리와 같은 기초적인 활동은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있다. 이들은 설계 결정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것들이 잘 실행되면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데이터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이를 사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데이터 생산과 사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적인 활동이 규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조직들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형태로 감독을 확립한다.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조직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전략과 지원 원칙, 정책 

및 스튜어드십 실행을 시행함으로써 조직이 데이터 중심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조직을 교육하고 데이터의 전략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직 변화 매니지먼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조직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실행을 성숙시킬 

때 문화 변화의 필요성은 데이터 거버넌스 책임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는 또한 거버넌스의 엄격성 내에서 라이프사이클과 사용 활동에 둘러싸인 핵심 활동을 

DAMA 휠의 발전으로 묘사할 수 있다(그림11 참조). 

이 그림에는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품질 매니지먼트, 데이터 구조 정의(아키텍처) 등 핵심 

활동이 프레임워크의 중심에 있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활동은 계획 관점(위험 매니지먼트, 모델링, 데이터 설계, 참조 데이터 

매니지먼트)과 지원 관점(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기술 개발, 데이터 통합 및 상호 운용성,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스토리지 및 운영)에서 정의될 수 있다.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활동 전반에서 일어나는 활동인 마스터 데이터 사용, 문서 및 컨텐츠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 과학, 예측 분석, 데이터 시각화 중 다수는 기존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하거나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한다. 데이터 수익화의 기회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 활동은 전략, 원칙, 정책 및 매니지먼트 책임을 통해 감독 및 봉쇄를 제공한다. 

이들은 데이터 분류와 데이터 평가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의 다른 시각적 묘사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데이터 지식 매니지먼트 

체계에서 제시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관점과 개방적인 논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커뮤니티 내에서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커뮤니티와 우리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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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지식 매니지먼트 체계
(DAMA and the DMBOK)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 새롭게 등장한 것은 거의 

없다. 적어도 1980년대 이후, 조직은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해왔다. 

또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려는 능력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실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들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원한다.

. 지침 원칙, 널리 채택된 실행, 방법 및 기법, 기능, 역할, 결과물 및 측정 기준을 포함한 기업의 

전사적 데이터 매니지먼트 업무 구현을 위한 기능 프레임워크 제공

. 데이터 매니지먼트 개념에 대한 공통 어휘를 확립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모범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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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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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P(공인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가; Certified Data Management Professional) 및 

기타 인증 시험의 기본 참조 가이드 역할 수행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의 11가지 지식 영역(DAMA 휠, 그림5 참조)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공통 구조를 따른다.

1. 소개

비즈니스 동인, 목표와 원칙, 필수 개념

2. 활동

3. 도구

4. 기법

5. 실행 지침

6. 데이터 거버넌스와의 관계

7. 평가지표

지식 영역은 일련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활동의 범위와 맥락을 설명한다. 지식 영역에는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기본 목표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는 조직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식 영역 활동은 서로 교차하고 다른 조직 기능과도 교차한다.

1.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는 기업의 요구를 감안한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권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방향과 감독을 제공한다.

2. 데이터 아키텍처(Data Architecture)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는 전략적 데이터 요구사항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직 전략에 맞추어 데이터 자산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청사진을 

정의한다.

3. 데이터 모델링 및 설계(Data Modeling and Design)은 데이터 모델이라 불리는 정확한 

형태로 데이터 요구사항을 발견, 분석, 표현, 전달하는 과정이다. 

4. 데이터 저장 및 운영(Data Storage and Operations)은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장된 데이터의 설계, 구현, 지원을 포함한다. 운영은 데이터 계획 수립부터 폐기까지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한다. 

5.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이 유지되고, 데이터가 침해되지 

않으며, 데이터에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6. 데이터 통합 및 상호운용성(Data Integration and Interoperability)은 데이터 저장소, 

애플리케이션 및 조직 간의 데이터 이동 및 통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7. 문서 및 콘텐츠 매니지먼트(Document and Content Management)는 특히 법률 및 

규정 준수 요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문서 등 다양한 비정형 미디어에서 발견된 데이터 및 

정보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에 사용되는 계획, 구현, 통제 활동을 포함한다.

8. 레퍼런스 및 마스터 데이터(Reference and Master Data)에는 핵심 중요 공유 데이터의 

지속적인 조정 및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어 필수 비즈니스 실체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전 시스템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9. 데이터 웨어하우징 및 서비스 인텔리전스(Data Warehousing and Service Intelligence)

에는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고 지식 근로자가 분석 및 보고를 통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수립, 구현, 제어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10. 메타데이터(Metadata)는 데이터 및 데이터 생성, 유지, 액세스에 중요한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고품질의 통합 메타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 구현 및 제어 

활동을 포함한다.

11. 데이터 품질(Data Quality)은 조직 내에서 사용할 데이터의 적합성을 측정,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한 품질 매니지먼트 기법의 계획 및 구현을 포함한다. 

특정 조직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데이터의 목표, 크기, 리소스 및 복잡성과 더불어 데이터가 

전체 전략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기업은 각 지식 영역에 설명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면 조직은 

이러한 관련 기능 내부 및 전체에서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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