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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데이터 통합 플랫폼

“                 는 우리 회사의 통합 인프라를 위한 허브입니다.               를 사용하면 

응답성이나 확장성을 저해하지 않고도 데이터 통합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많은 프

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werCenter Release 8.5

 

이점

비즈니스에 시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첩성
향상

증대하는 데이터 규모와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동
적으로 확장 

개발자 생산성 증대로 
전달 시간 가속화 

                                                     은 사실상 모든 비즈니스 시스템 에서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검색, 액세스 및 통합하고 이 데이터를 기업 전체에 어떤 속도로든 
전달하기 위한 고가용성 및 고확장성 데이터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 통일된 단일 데
이터 통합 플랫폼은 최고의 성능, 확장성, 보안 및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에서의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위한 이상
적인 기반입니다.                    의 강력한 기능을 통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동기화, 마스터 데이터 관리 및 기업간 데이터 통합 등과 
같은 광범위한 데이터 통합 이니셔티브 전체에서 플랫폼을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rk Cothron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리자

Ace Hardware

PowerCenter SE 
PowerCenter SE  

(SOA) 

                                                의 새로운 상세 권한 및 허가 관리는
의 보안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기능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PowerCenter SE 8.5 Administration Console  ICC(Integration Competenc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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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매핑 템플릿으로 변환 로직을 
설계하고                매핑을 자동 생
성하여 반복 작업을 줄임으로써 최대
의 생산성을 달성합니다.

다양한 매개변수 값을 사용하여 동
일한                워크플로우의 여러 
인스턴스를 동시 실행함으로써 대용
량 작업 지원을 위한 확장성을 보장
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통해 파티셔닝 스키
마를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성
합니다.

                고유의 3계층 아키텍
처를 활용하여 여러 팀의 글로벌 
메타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대한 강
력하고 믿을 수 있는 액세스를 제
공합니다.

                       의 
주요기능

적시 광역 데이터 액세스

   조직에서는                    를 통해 사
실상 모든 기업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실시간, 배치, 또는 수요에 따른 데이터
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식으로 비
즈니스에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PowerCenter SE IT

     (예: 
                        

메인프레임 데이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예: 
문서 및        스프레드시트, 이메일,
바이너리 파일,      파일 등)

Microsoft Word
Excel

PDF

반정형 데이터(예: 
        등의 업계 고유의 형식)

HL7, ACORD, FIXML, 
SWIFT

ERP

관계형 데이터(예: 
                        

DB2, Oracle, 
Microsoft SQL Server)

메세지 대기열
                        

(Tibco, IBM MQ Series,
JMS, MS MQ)

파일 및       데이터
                        

XML

SAP, PeopleSoft, Siebel)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에서 업무에 중요한 
기업 전체 데이터 통합 실행

   조직                   의 최고의 성능, 
확장성, 보안 및 신뢰성을 통해 급증하
는 데이터 규모와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경제적이고 동적인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장 높은 서
비스 수준 합의      를 기반으로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인프라 자산
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통합 로직을 개발한 후에 
                 및       기반의 메인프레임
에서      , 그리드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
점에서나 즉시 해당 로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PowerCenter SEIT

Windows, UNIX Linux
SMP

(SLA)
IT

글로벌 팀 간 생산성 및 
직능간 협력 향상

   팀은                    를 통해 모든 플
랫폼과 프로젝트에서 정의를 간단하게 
표준화하고, 다시 코딩하지 않고도 재활
용할 수 있습니다.개발, 테스트 및 운영
주기 동안 지리적으로 분산된 팀원들이

PowerCenter SE

PowerCenter

PowerCenter
Visio

PowerCenter

CPU
IT

 단일 개발 환경을 사용하여 모든 데
이터 유형에 액세스하고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델링 
도구와 통합 가능하고 기존 데이터 
통합 매핑의      기반 업무 로직을 
활용하는 매핑 템플릿과 통합 관리 
및 상세 보안 권한 부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Java 

 ERP

배치, 실시간 또는 다양한 시스템
과 형식의 변경된 데이터에 대한 
단일 접근을 구현합니다.

소스 데이터 시스템과 형식이 변경
되고 확장된 경우에도 표준화되고 
재활용 가능한 데이터 변환 로직을 
유지합니다.

오류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정확하
게 순서대로 한번에 전달하는 믿을 
수 있는 실시간 전달을 보장합니다.

근거리 또는 광역 네트워크 전체의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호스트와
메타데이터를 교환하여 상호 운용
을 촉진합니다.

범용 데이터 액세스

코드 없는 객체 지향 개발 환경을 사
용하여 개발자의 생산성을 최대화합
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각적 디버거와 
더불어 내장된 병렬 처리 변환, 뛰어
난 변환 언어,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
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매핑, 세션 및 워크플로우 로
직 내에서 데이터, 매개변수 및 기타 
상태 변수와 함께 설계 및 런타임 메
타데이터에 액세스하여 복잡한 로직
의 개발을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시각적 개발 환경

포괄적인 변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여 프로그램에 독립적이며 재활용 가
능한 데이터 통합 객체를 생성, 확장 
합니다.

다양한 변환 객체

병렬로 세션을 실행합니다. 

그리드 환경의 단일 또는 다중 프
로세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간의 작업 리소스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작업 부하를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데이터 스마트 병렬 처리

정형, 비정형, 반정형, 관계형, 
메인프레임, 파일, 표준 기반 및 
메시지 대기열 형식 등, 사실상 거
의 모든 기업 데이터에 액세스합니
다.

파이프라인 파티셔닝 및 데이터 파티
셔닝을 통한 고성능 및 무제한적인 
확장성을 달성합니다.

               의      개발 환경을 통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여 다양한 
변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기 정의
된 변환식을 쉽게 확장, 활용합니다. 

PowerCenter GUI

      기반 변환에서 기존      코드를
 재활용하여 읽기/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va Java 

글로벌 메타데이터 서비스

PowerCenter SE



보안 관리       을 커스터마이즈하여 
권한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메타데이터 기반 아키텍처를 갖춘                 는 기업 내 데이터 통합을 위한 이상적인 기반이 되는 단일 통합 
플랫폼입니다.

강력한 디버깅으로 반복 개발을 가속
화합니다. 

설계 및 런타임 환경에 필요한 오류
복구 로직을 최소화합니다. 

시각적 디버거, 모니터링 및 
오류 복구

              및        를 사용하는 웹 
서비스 프로토콜을 통해       스택 
내에서 데이터, 메타데이터 및
                워크플로우에 액세스
합니다.

동적으로 확장 가능한 웹 
서비스

시각적 도구를 통해 트랜잭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데이터 소스 간
의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추
적합니다. 

시간 혹은 이벤트 기반의 강력한 내장 
스케쥴러를 통해 데이터 통합 프로세
스에 스케쥴을 걸고 실행하며, 비즈니
스 업무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그리드 환경의 여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동시 작업을 지
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서비스 배
포를 자동으로 확장합니다.

통합 워크플로우

PowerCenter

PowerCenter

XML, WSDL SOAP
SOA

단일 웹 기반 관리 콘솔에 액세스하
여                 응용 프로그램 전체의 
모든 서비스 업그레이드, 구성 및 모
니터링을 수행합니다.

PowerCenter

사용자와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또는                  내장 인증을 사용
하여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시스템
과 통합합니다.

PowerCenter

PowerCenter

Role

LDAP

상세 권한 부여로 데이터 및 메타데
이터 액세스를 제어하여 잠재적인 
보안 누수 위험을 줄입니다. 

개별 운영체제 프로파일을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다양한 부서 
사용자와 연결함으로써 파일 시스템 
리소스의 안전한 액세스를 보장하고
     에서의 부서 간 비용 청구를 위한 
사용 추적을 구현합니다.
lCC

내장된         편집기, 웹 서비스 
테스트 도구 및 
                            의 중앙 모니
터링 및 보고 기능을 통해 웹 서비
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합
니다.

PowerCenter 
Administration Console

 WSDL

통합 관리 및 기업 차원의 
보안



                  는 비즈니스가 기업 전체에 전달되는 믿을 수 있고 시기 적절한 데이터에 대
한 분석 및 운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직은                    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에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배치, 실시간 혹은 변경분만을 추출
할 수 있는 단일 접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고품질 실시간 데이터 액세
스는    조직이 비즈니스의 데이터 관련 질문에 답하고 비즈니스의 시기 적절한 의사 결정
과 신속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I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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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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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매티카는 고객 여러분들이                                  을 통해 기업 데이터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PowerCenter SE

비즈니스에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는 여러 직능이 포함된     팀은 물론 글로벌 개발 팀 및 비즈니스 분석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는  조직, 개발 팀 및 비즈니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입
니다. 또한                   는 반복적 코딩과 매핑 작업을 줄이고 관리 작업을 단순화하고, 
구성 변경과 관리 작업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자 생산성을 높입니다. 이 플랫폼의 메타데이터 
기반 아키텍처는 팀이 작업과 결과를 간편하게 공유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과 배포 비용이 줄어듭니다. 

PowerCenter SE

보안, 확장성 및 성능에 대한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는 기업 전체의 데이터 
통합 이니셔티브를 위한 이상적인 기반이 됩니다.
   조직은 이 플랫폼을 통해 모든 기존 컴퓨팅 리소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경제적으로 
기업 전체의 데이터 통합 이니셔티브를 확대하여 증대하는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고 하드
웨어 비용을 절감하며 데이터 다운타임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는 개발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며 전달 시간을 가속화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급 보안 기능을 갖춘                   는 데이터 관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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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중요한 기업 전체의 데이터 통합 이니셔티브 이행

글로벌 팀 간 생산성 및 직능 간 협력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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