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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t of GIS DB in Korea is distributed and integration for decision making is difficult. 

Therefore, the SDW is needed to improve the problems and enhance efficiency. The SDW is used 

for making decisions about various problems by integrating scattered spatial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business activity of a local government and plan the data cube to implement 

spatial OLAP for an efficient decision making.

1. 서 론

부분의 GIS DB는 업무별 는 지역별로 개발되어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통합 인 

자료의 확보를 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를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

여 SDW(Spatial Data Warehouse)를 구축(Inmon, 2005)하고, 공간 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통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노력하 다(김학

열 등, 2003 ; 박지만 등, 2005 ; 진희채 등, 2000). 한 이 연구에서는 SDW를 구축하여 단

순한 통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SDW의 활용성을 높이기 하여 Spatial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 기술을 용(Bédard 등, 2001 ; Bernier 등, 2009 ; Spatial 

OLAP, 2010)하고자 기업 활동 지원을 한 데이터 큐 를 설계하고자 한다. 

  

2. 기업정보 리 의사결정을 한 방법

2.1 기업정보 리 요구조건 분석

지자체의 지역경제과 등에서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재 운

 인 기업의 황을 조회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설립을 한 입지조건의 

타당성을 악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강주 , 2004). 이를 해 실질

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악한 후 이에 해당하는 기업 활동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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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스템을 구축하는 요하다. 이에 기업정보 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되는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기업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며 사업장 면 이 10k  이상인 지역의 종사자 수는 몇 

명인가?

어느 지자체에 해당하는 기업의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상 계는 어떠한

가?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 오염도가 낮은 지역은 어디인가?

2.2 지자체 SDW를 활용한 데이터 마트 설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일부 지역의 SDW를 활용하여 기업정보 리 애 리 이션 목 에 

맞는 데이터 마트를 설계하 다. 이는 SDW 에서 기업정보에 필요한 DB의 테이블들을 

일부 용한 것으로 도시계획 리 시스템 DB와 환경 리 시스템DB로부터 해당하는 테이블 

정보를 추출하 다.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사업별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 값을 사용하 는데 이는 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이용 가능한 형태

로 되어 있다(통계청, 2010). 아래 [그림 1]은 여러 부서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추출, 가

공, 변환하여 하나의 통합된 SDW를 구축하 고, 이를 기업정보에 맞는 데이터 마트를 구축

하 다. 최종 으로 구축된 데이터 마트를 활용하여 기업정보에 필요한 데이터 큐 를 설계

하 다.

[그림 1]  구축되어 있는 SDW를 활용하여 기업 활동 지원을 한 데이터 마트 설계 

  

2.3 기업정보 리 Spatial OLAP 데이터 큐  설계

우선 으로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데이터 큐  형태의 다차원 모델을 정립

해야 한다. 데이터 큐 는 차원과 Measure를 구성요소로 갖으며, 차원(Dimension)은 큐 의 

축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계에 따라 계층분석을 할 수 있다. Measure는 여러 가지 다

차원 요소를 용하여 최종 인 결과물로 산출되는 숫자 형태의 값으로 큐  안의 셀에 포

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 활동 련 부서에서 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로토타입으로 기업의 

설립 황정보(업체, 업종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규모, 사업장 면 , 매출액 규모)와 기업 

설립의 여건 등을 고려하기 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정보와 환경정보를 토 로 데이터 큐

를 설계하 다. 이에 차원은 총 5개로 공간차원, 시간차원, 산업분류차원, 토지이용차원, 환

경정보차원으로 나 었고, Measure는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장 면 으로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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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기업정보 리를 한 차원과 Measure 설계

[그림 2]와 같이 기업 활동 지원을 하여 차원과 Measure를 설계하 으며, 첫 번째로 

공간 차원의 설계는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 상으로 행정구역으로 나 어 창원시 일 를 

읍, 면, 동으로 계층화하 는데 이는 Spatial OLAP을 구성하기 한 필수 요소로 공간 인 

치에 따라 기업정보 리에 필요한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는데 용하고자 하 다. 두 번째

로 시간 차원의 설계는 10년 단 (1980년부터 2010년까지)로 시간을 구분하 고, 질의하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했을 경우 해당 년도의 데이터를 즉시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를 

통해 SDW의 비휘발 인 특성에 따라 과거와 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한 동향을 분석할 

때 시간 인 분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산업 차원의 설계는 산업의 범 에 따라 2000년에 개정되어 한국표 산업분류

에서 제시한 20개의 산업별 분류구조(국가표 인증종합정보센터, 2010)  일부를 실험 용

하여 6개의 산업(농업  임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

회보장 행정)을 선정하여 분류하 다. 네 번째로 토지 이용 차원의 설계는 기업의 입 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로 국토용도,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지역으로 구분하 다. 마지

막으로 환경정보 차원의 설계는 보다 깨끗한 작업환경을 원하는 요구에 따라 새롭게 입 을 

원하는 기업의 치를 결정짓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오염원에 따라서 기, 

토양, 수질 환경 요소로 나 었고, 각각의 오염원을 일으키는 발생요인 따라 세분화하 다. 

  그리고 기업정보 리를 한 Measure 설계는 기업정보 리와 새로운 기업 입  치 등

에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 고, 통계청으로부터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사용(통계청, 2010)하

으며, 사업체 면 을 Measure를 설정하 다. 

[그림 2]  기업 활동의 계층  분석을 한 차원과 Measure 설계

3. 결 론

SDW는 부서별 간의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하여 구축된 데이터 장소로 양

이 방 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의 필요성에 맞는 재설계과정이 필요하 고, 이 연구에서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한 목 에 따라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가공하여 데이터 마

트를 설계하 다. 그리고 여러 차원과 Measure 등을 고려하여 기업 정보에 필요한 의사결

정을 체계 으로 지원하기 하여 데이터 큐 를 설계하 다. 추후 에서 설계된 데이터 

큐 를 실제 용하여 기업정보 Spatial OLAP을 구축하고, 다차원 분석을 통하여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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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으로 의사결정에 용될 수 있는지 실험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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