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소개

제품의 특장점

데이터표준, 데이터모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흐름 정보를 일관성 있게 관리합니다.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데이터표준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범정부 데이터플랫폼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데이터표준을 기반으로  
전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WiseMetaTM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데이터표준 정의부터 DB 반영까지 전 과정을 관리
논리모델과 물리데이터베이스의 갭을 최소화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표준화

탐색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 파악
표준화를 위한 도메인 자동 판별
유사도 분석을 통한 표준용어 추천

확장성

다양한 플랫폼(OS, 브라우저)을 지원하는 웹 기반 솔루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접근성과 호환성 제공
범정부 데이터플랫폼과 연계 자동화

편의성

데이터사전 통합검색, 엑셀 일괄등록 등 
사용자편의 기능 제공
다양한 현황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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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MetaTM

데이터표준을 기반으로 전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 구성도

기대효과

주요 레퍼런스

[솔루션 문의] http://www.wise.co.kr02) 6246-1400 contact@wise.co.kr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모델관리

영향도
분석

- 표준단어, 도메인, 유효값, 표준항목, 
   유사어와 금칙어의 데이터표준을 관리
- 시스템별 표준사전 관리

- 주제영역, 데이터모델 관리
- 인덱스, 파티션 정보 관리
- 모델링 도구 연계
- 데이터구조 품질 검증

- 매핑정의서, 데이터흐름 관리
- 메타데이터 간 활용도 분석
- 표준준수율, 표준/모델/DB 간 갭 분석

머신러닝 기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정보관리

범정부
플랫폼연계

- 도메인 자동 판별
- 유사도 분석을 통한 용어 추천
- 표준항목 자동분할 및 추천

- 데이터모델의 DB 반영 지원
- DB 반영 스크립트(DDL) 생성
- DB 스키마 정보 수집
- 개발, 테스트, 검증, 운영 DB 관리

- 기관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 중앙메타와 메타데이터 연계
- 원천데이터 제공 신청 및 추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농협중앙회, 대신증권,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병무청,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화재, 서울특별시청, 소방청, 수협은행, 신한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은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통계청, 특허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BC카드, DB생명,  IBK신용정보, 

IBK캐피탈, KAIST, KB캐피탈, KDB산업은행, SK증권

의사소통 향상
메타데이터의 통합관리로

설계자, 개발자, 운영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일관성 있는 데이터관리
데이터표준, 데이터모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일관성 있게 관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데이터구조와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영향도를 파악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데이터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흐름

범정부
플랫폼 연계

변경
영향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승인 요청 및 승인

데이터 관리자

DBMS
DB 반영

DB 스키마 정보

메타데이터

연계

메타데이터
수집

연계
- 모델링 도구
- 영향도분석 도구
- DB 카탈로그

모델러

개발자

주요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