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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META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 시스템 구현

왜 SMETA인가? 비투엔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은 공공기관 및 기업이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얻은 통찰력에 높은 수준의 확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관 
시스템 연동

품질관리시스템과 API 기반의 표준사전 및 테이블 정보 연동
ER-Win과 같은 모델링 도구 연동
범정부 메타 시스템 연동 지원3.

체계적인
표준관리

표준사전, DBMS 오브젝트, 모델의 효율적 관리
영향도 분석을 통한 데이터 정합성 보장
역할별 신청/승인 결재선 관리 및 프로세스 제공1.

표준/구조 검증 및 
변경이력 관리

표준 준수율 및 적용율 분석
DBMS vs. 표준관리시스템 vs 모델 간 GAP 분석
표준 변경 이력 관리 및 버전 별 비교2.

데이터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단어, 도메인, 용어와 같은 표준사전과 데이터모델, 

DBMS 오브젝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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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비투엔의 데이터 표준화 컨설팅 경험과 
기술력이 집약된 솔루션

개방 경험 비투엔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 제정 및 품질 확보 전략 로드맵의 수립부터 참여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 DB성능 개선,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수립 등 표준 분석모델을 정립한 다양한 개방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 

솔루션인 SMETA는 비투엔의 공공데이터 개방 경험과 기술력이 집약된 솔루션입니다.

신뢰성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비투엔의 차별화된 기술서비스

공공기관 및 기업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비투엔의 전문 컨설팅 지원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데이터 품질 체크

데이터 표준 및 품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교육 지원

기술서비스

GS인증 1등급 획득

데이터 전문 컨설팅 지원
표준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데이터 품질 측정

데이터 관리 체계 내재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표준화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 물품 등록

물품분류번호 : 43232304
세부품명번호 : 4323230401
물품식별번호 : 2380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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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최근 신청/승인 목록 조회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 및 다양한 통계 Chart 제공

Key
Features

종합 대시보드 기능 제공

SDQ, Erwin, DA#과 긴밀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 연동

표준사전을 기반으로 모델링 및 품질관리 일관성 유지

시스템 상관관계

관리기능

시스템 상관관계

표준관리

데이터 표준관리 SW로 ‘표준사전관리’, 
‘DBMS 오브젝트관리’, ‘모델 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 

표준 사전

데이터 모델

DBMS 오브젝트

품질관리

DB 품질관리 SW로 ‘값진단’,
‘표준진단’, ‘구조진단’을

통한 품질 오류 식별

※  SMETA와 연동하지 못하는 경우 표준용어와 
      테이블정의서를 엑셀파일로 SDQ에 업로드 
      하여 표준 및 구조진단을 수행할 수 있음

모델링

DB 모델링 SW로 논리모델과
물리모델을 생성

표준사전 및 테이블 정보
SMETA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사전과 
테이블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실제 물리DB에 대한 표준 및 구조를 진단

DA#

표준사전
SMETA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사전을
ERWin/DA#에서 조회하여 모델링 시 사용

데이터 모델
SMETA에서 ERWin/DA#의 주제영역과
엔터티 정보를 조회 및 등록



부여받은 기관 및 시스템 코드 입력

시스템 및 DBMS의 정보,

전송대상 여부 설정

전송할 DBMS의 테이블, 컬럼 세부 설정

검색 및 일괄적용 기능 지원

업무분류체계 정보 기본 제공

화면 단에서의 설정 및 엑셀 

다운&업로드 기능 지원

기관 시스템 DB 오브젝트 설정

즉시 실행 및 스케줄링을 통한 예약,       

반복 실행 기능 지원

기간 별, 유형 별 조회 가능

전송 완료 된 항목에 대한 이력 확인 가능

배치 실행 및 이력 확인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생성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 표준사전 정보 

참조를 통해 등록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 표준 별 속성 항목 

지원 및 표준유형별 개별 적용 기능 지원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 표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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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연계 관리

표준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 표준 기능 내장



|  SMETA  |  KEY FEATURES  /  6

Key
Features

웹표준 및 웹접근성 완벽지원

표준데이터, 모델, DBMS 오브젝트의 통합검색 기능 제공

검색 항목별 상세 정보 조회

통합검색 기능 제공

웹표준 지원

통합검색

Non-AcriveX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HTML5 코드 적용

3대 웹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지원

다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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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유/무상 지원

기술
지원

새로운 기능의 Upgrade 및 Patch 등 제품 차원의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운영 시스템 

환경의 품질 진단 개선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데이터 품질 인증심사원과 DB 컨설턴트 

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솔루션 사용자 교육을 상시로 지원하며 구매 최초 1년 동안, 요청 시 비투엔의 

전문 품질 심사원이 방문하여 전사 차원의 데이터 품질 교육을 2회 지원합니다.

컨설팅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비투엔의 데이터 전문 컨설턴트들이 

품질 진단을 통한 데이터 및 모델 통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요청/승인 프로세스 기반 일관성 관리

표준사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 등 유형별 독립 승인 프로세스 관리

유연한 승인 프로세스 단계 관리

Key
Features

승인 프로세스 기반 일관성 유지

일관성

요청/ 승인 목록 요청 상세 정보 조회

요청/ 승인 프로세스

승인

반려

요청

메타데이터
등록 및 조회 가능

물리 모델
등록 요청

논리 모델
등록 요청

표준 정보
등록 요청

업무 담당자,
개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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