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BeWAY Meta V9

2021.01

Simple Smart Speedy Safe Service

The sure WAY of achieving To-Be



2

Enterprise Data Management 전문회사

1. ToBeWAY : Enterprise Data Management Expert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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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웨이는 2001년 설립 이후 기준정보관리(MDM), 데이터 품질관리(DQM) 등의 기업데이터관리(Enterprise 

Data Management) 분야에서 기업고객에게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 ToBeWAY : 주요 사업 내용

㈜투비웨이

• 설립 : 2001년 12월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판교

• 직원 : 65명 (’20년 12월 현재)

• 대표 : 오세창

파트너쉽

회사 소개

Enterprise Data Management & Analytics

• 표준화 컨설팅
• MDM 컨설팅
• 데이터 정제 및 보강

• Enterprise MDM

• Operational MDM

• Data Quality

• Cleansing Toolkit

• DI, ETL

• EAI

• B2Bi

Meta/Catalog
솔루션

MDM/DQM
솔루션

Integration

솔루션/컨설팅

Digital/
IoT

데이터
컨설팅

Big Data
• SAP to Data Lake 

Integration

• Digital Twin

• Schedule Simulation

• IoT Monitoring

• Meta Data 

• Data Catalog

• Data Governance



ToBeWAY Meta V9 Ⅰ. 솔루션 개요

Ⅱ. 솔루션 장점

Ⅲ. 솔루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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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WAY는 기업 데이터 관리 (EDM: Enterprise Data Management) 분야에서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솔루션과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ToBeWAY Meta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솔루션입니다.

1. ToBeWAY EDM 솔루션 Line-up Ⅰ. 솔루션 개요

ToBeWAY Meta V9

전사 DQM
(Enterprise DQM)

전사 MDM
(Enterprise MDM)

EDM
메타데이터

(MetaData Mgmt.)

데이터 거버넌스
(Data Governance)

운영 MDM
(Operational MDM)

데이터 통합
(Data Integrator)

참조데이터
(Ref. Data Mgmt. )

표준화툴킷
(Cleansing Toolkit)

ToBeWAY Cleansing Toolkit

ToBeWAY MDM V9 

ToBeWAY DI V9

ToBeWAY DQM V9

ToBeWAY ODM 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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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WAY Meta는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구조 관리, DB 스키마 관리, 데이터 흐름 분석 등의 기능을 통하여

메타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2. ToBeWAY Meta 개요 Ⅰ. 솔루션 개요

ToBeWAY Meta

추
출

/ 표
준

화

DB 스키마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업무 용어

Native

활
용

Apps 

/ Cloud

DBMS 

/ EDW

Flat/XML

Files

경제적 TCO

메타데이터

품질 제고

개발/운영

생산성 향상

Benefits

Excel

Runtime

문서
라이브러리

데이터 흐름

메타
관리자

모델러/

개발자
메타데이터
요청 및 조회

메타데이터
승인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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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WAY META는 서버(OS), 미들웨어(WAS), DBMS에 종속성 없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프라 S/W를 지원합니다.

3. ToBeWAY Meta 지원 환경 Ⅰ. 솔루션 개요

지원 가능 서버 OS

■ Linux : SUSE Linux(for SAP), Oracle Linux, 

Red Hat, Ubuntu

■ Microsoft Windows server

■ Unix : HP HP-UX, Oracle Solaris, IBM AIX

지원 가능 DMBS

■ SAP HANA DB

■ Oracle Database

■ TmaxData TIBERO Database

■ PostgreSQL, Microsoft SQL Server 등

지원 가능 미들웨어

■ Tomcat

■ Jboss Application Server

■ TmaxSoft JEUS

■ Oracle WebLogic Server

지원 가능 Web Browser

■ Google Chrome

■ Microsoft Edge

■ Apple Safari

■ Mozilla FireFox

Cloud 환경 지원

■ AWS EC2 + PostgreSQL 

■ GCP(Google Cloud Platform)

■ 기타 Private Cloud

OS

Middleware(WAS)

Web Server

OS

DBMS

ToBeWAY Meta 

AP Server DB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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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환경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통합개발환경, 소스형상관리, 빌드/배포관리, 
이슈관리를 수행합니다.

4. ToBeWAY Meta 기술 환경 Ⅰ. 솔루션 개요

통합개발
환경

▪ Eclipse IDE
(IDE :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형상관리
환경

▪ Apache™ Subversion (SVN)

빌드/배포
관리환경

▪ Jenkins

프로젝트/

이슈
관리환경

▪ Redmine

고객지원
관리환경

▪ Freshdesk

개발언어
▪ Java

▪ JSP(Java Server Pages)

▪ JavaScript

프레임워
크

▪ Spring Framework

▪ J2EE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JavaScript

프레임워
크

▪ Sencha Ext Js

Chart 

Diagram

▪ GoJS

▪ D3.js

▪ Fusion Chart

Report▪ Jasper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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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사업 실적입니다.

5. 구축 사례 : Meta Data 관리 최근 실적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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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프로젝트명 From To 비고

SKC Data Lake Data Bridge 구축 2020/11 2021/01

SKC Digital Factory 분석플랫폼 구축 2020/08 2020/12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2020/05 2020/12

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부 통합생산시스템 구축 – Embedded ODM 2020/05 2021/06

SK실트론 APS(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기준 정보 구축 2019/07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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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솔루션 장점 Ⅱ. 솔루션 장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추출

•매핑 정의서와 ETL 매핑 비교 및 적용

• DDL 제공 및 테이블 생성

데이터 거버넌스체계적인 정보자산 관리

Data Lake 확장 연계 자동화

• AWS Glue Catalog 연동

• AWS S3 파일 업로드

• Elastic Search 인덱싱

•데이터 표준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사용 강제

•결재 프로세스에서 승인된 데이터만 등록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비교

•개별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통합관리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위치 검색 및 활용 용이성

•유지 보수 및 변경 관리 효율화



ToBeWAY Meta V9 I.   솔루션 개요

II.  솔루션 장점

III. 솔루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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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판 Ⅲ. 솔루션 주요 기능

데이터 입력 현황, 전자결재 승인상태, 표준 준수율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 기반으로 제공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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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 검색 Ⅲ. 솔루션 주요 기능

메타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간편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키워드 검색 및 태그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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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용어사전 Ⅲ. 솔루션 주요 기능

업무 용어와 비표준 용어, 유의 용어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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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표준 Ⅲ. 솔루션 주요 기능

표준용어, 표준단어, 데이터 엘리먼트, 데이터 도메인을 전자결재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등록하고, 조회합니다. 

데이터 엘리먼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AP ERP의 표준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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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구조 Ⅲ. 솔루션 주요 기능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 데이터 모델, 주제 영역, 엔터티, 테이블 구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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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B 스키마 Ⅲ. 솔루션 주요 기능

시스템 별 DBMS에서 DB테이블, 컬럼, 뷰, 제약, 인덱스, 트리거 등의 DB 스키마 정보를 수집하고, 각각의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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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흐름 Ⅲ. 솔루션 주요 기능

EAI 또는 ETL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의 매핑 정보 등을 포함하는 연계 정의서.

SAP Data Services의 매핑 정보와 연동하여 Export, Import, Compare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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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서 라이브러리 Ⅲ. 솔루션 주요 기능

메타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표준 문서와 프로젝트 산출물 저장.



Enterprise Data Management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 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DM / ODM / DQM / DI / Meta / Cleansing Toolkit

sales@tobeway.com

www.tobew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