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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의 
내일을 말하다

Pentaho

Pentaho는 오픈소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플랫폼으로, 다양한 데이터 배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

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징, 워크 플로우 

통합, 데이터 사이언스 적용, 데이터 탐색, 데이터 시각화, 보

고서 및 대시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Pentaho는 모든 기

업이 데이터 소스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Monetize

활용

처리

저장
Discover

Integrate

Orchestrate
Enrich

Classify

Catalog
Store

Manage

Protect

인프라

데이터 
비즈니스 

$
데이터의 수익화 
비즈니스 인사이트 및 
가치 기반 수익 창출

수익화

Maximize
Return on Data(ROD)

기업 내외의 필요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제공하여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에 도움을 드립니다. 

기업 내의 관련자 분들이 공통으로 데이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OPEN & EMBEDDABLE

데이터 접근/수집/처리
Data Preparation

통계분석 및 예측모형
Predictive Analytics

결과 모니터링 및 리포팅
 Visualization

데이터 통합 및 분석
Data Blending Machine Learning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
담당자

비즈니스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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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Data Stream Public/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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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ho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추출, 변환 및 적재할 수 있는 데

이터 통합 기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Advanced Analytics 기능을 제공

하는 Pentaho Data Integration(PDI), 그리고 Business Intelligence 

및 시각화를 제공하는 Pentaho Business Analytics(PBA)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 맞는 리포팅, 시각화, 분석, 예측 기능을 
지원하는 분석 솔루션입니다

PBA
Pentaho Business Analytics 

· 다양한 데이터 소스 및 시스템과의 연결

· 사용자 친화적인 GUI 방식의 통합 워크플로우 제공 

· 데이터 블렌딩과 머신 러닝의 유기적 통합

· UI 기반의 Machine Intelligence 기능 제공

· Pentaho Data Science Pack(R, Weka, Python) 제공

· 유연한 성능 확장을 위한 아키텍처

· 기업 레벨의 운영, 관리, 보안

·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고급 분석 

· 다양한 형태의 리포트 제공

· 고급 대시보드 기능(Ctools)을 기반으로 화면 디자인, 
	 차트 개발 기능을 통하여 고객 맞춤형 대시보드 구현 가능

·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유연한 Embedding 가능

모든 소스의 데이터를 수집 및 블렌딩하고 머신 러닝 기반의 
강력한 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입니다

PDI
Pentaho Data Integration

데이터 
통합

데이터형 
변경

컬럼분리 정렬

분석

Pentaho Machine Intelligence
(PMI) Data Science Pack

자동화

시각화

리포팅 알림

시간별/일별/주별/월별 작업 스케줄링

데이터
수집/적재/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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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 Transform

Data Mining

Load

Deep Learning

Business Analysis

Metadata Editor

Schema Workbench

Report Designer

Analytic 
Database Cloud Relational 

DatabaseNoSQLHadoop

Producer

Broker

Consumer

Data 
Integration

Business
Analysis Monitoring

Module #1 Module #2

통합

실시간

다양한 Messaging Protocol 지원



어플리케이션 문서 & 파일 관계형 DB 인터페이스
Hadoop NoSQL 분석형 

DB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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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ho는 기업의 현존하는 데이터 이외에도 Kafka, MQTT, JMS, AMQP와 같은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

를 분석 대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자체 엔진뿐만 아니라 Spark를 활용하여 실

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PDI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유의미한 시한 내에 처리하여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Pentaho의 PDI를 통해 현존하는 대부분의 Hadoop, Spark, NoSQL 계열의 데이터 소스를 추출, 변환, 적재

하고 통합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다양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

통합

Ingestion Processing Publishing Reporting

Data Sources

IoT Data

Web Logs

Traditional DB/DW 
and No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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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Analytics Architecture  Integrating Hadoop, No SQL and Analytic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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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ho는 데이터 분석가가 손쉽고 빠르게 각종 데이터 소스를 정제하고 자동으로 온보딩하여 Feature 

Engineering에 필요한 수고를 덜어줍니다. UI를 기반으로 머신 러닝 환경을 구현할 수 있어 예측모형의 훈련, 조

율, 구축 및 테스트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 적제에 따른 예측모형 업그레이드까지 

워크플로우로 생성하여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즉, 구현하는 시점에서의 최적의 예측 분석 모델

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 가장 높은 정확도의 모델을 찾아줍니다.  

Pentaho는 R, Python, Weka, Spark 등의 다양한 오픈소스를 지원하고 분석 라이브러리를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통계 분석 모델링부터 머신러닝 및 딥러닝까지 포함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챔피온 모델/

앙상블 모델 등을 적용한 최신의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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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반 예측모형을 하나의 Pentaho Workflow로 통합하여 End-to-End 자동화

Ready
for

Visualization
Data

Source Write

Pentaho Machine Intelligence(PMI)
머신러닝 알고리즘 내장 → No 스크립트, No 코딩 

Data Science Pack (DSP)
‘Bring your own’ model from:
오픈소스의 다양한 최신 알고리즘을 내부 기능처럼 활용

Pentaho 챔피언 모델 분석 알고리즘 - 카드 부적합 사용 적발 사례

비즈니스 
가치 창출 실시간 모델 업데이트

후보 모델 학습

모델 비교/평가

최적 모델 선정

모델 업데이트

데이터 전처리 특성 추출 모델링

모델 적용

모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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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Data

Sensor Data

Traditional 
Data

Message 
Queue

Kafka, JMS, 
MQTT

IoT Data
Refinery

Machine 
Learning

R, Python, 
Weka

Analytical
Database

LOB
Applications

Feedback
Loop Embedded

End-to-End Architecture

Pentaho
Data

Integration

Pentaho
Analyzer

Pentaho
Reports

Pentaho
Data

Integration

효성 베트남 공장에서 Pentaho를 통해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품 생산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설비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공정 단계의 주요 영
향인자를 도출하고 제품 불량, 고장 예측, 관리범위 이탈 문제를 사전 조치하였습니다. 

· Dashboard를 통한 실시간 공정 현황 모니터링

· 보고서 및 Alert을 통해 24/7 이상치를 예측하여 즉각 조치

· 유효인자를 발견 및 적용하여 불량률 사전 개선

· 현업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사용

연간 200대 이상의 기계가 600만 개의 부품을 생산하며 발생하는 40TB의 데이터를 STIWA
는 신속하게 수집, 처리 및 시각화하기 위해 Pentaho를 임베드했습니다. 예측 유지보수 문제 
해결과 다운타임 예방으로 생산성이 15% 증가, IT 인터페이스 비용은 35% 감소하였습니다.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예측 유지보수 가능

· 여러 대의 기계 및 서로 다른 제조 시설에서 데이터 추출 및 통합 가능

· 각 고객마다 상이한 보고서 양식에 대응 가능

· 여러 리포트를 통합한 대시보드를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 가능

스마트 팩토리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운송 및 판매하는 기업은 방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해

야 합니다. 특히 모든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계와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

으면 예측하지 못한 운영 비용과 매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Pentaho는 ERP 또는 

CRM 등 기존 데이터 자산과 함께 기계 및 센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블렌딩하여 혁신

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 운영 효율성 향상,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수익성 증대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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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ho를 활용하여 100억 건이 넘는 재무 정보 데이터와 수기로 작성된 보고서를 관리하
여 주식 시장에서 매달 더 나은 가격 모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예측 분석이 가능

· 시장 동향 파악 수준이 업계 최고로, 이를 통한 수익이 전체의 20%를 차지

매일 최대 5PB의 거래 데이터를 생성하는 약 4,250개의 증권 회사를 감독해야 하는 
Finra는 미국 증권 시장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고 위반자를 증권 
거래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Pentaho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5년 9,620만 달러의 위법 행위 적발

· 분석가가 IT팀의 서포트 없이 검색 알고리즘 작성을 직접 수행 

· 검색 속도가 10~100배 향상 (검색당 9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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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Analytics Architecture  AWS Cloud Example

Ingest Integrate Optimize Analyze

Sensors & Beacons
Notifications

Mobile Devices
Mobile App 
Events

Kinesis
Streams

Pentaho
Data 
Integration

Data Lake
QueryRedshift

Spectrum Athena

Pentaho
Business
Analytics

Server-less
Scripts

Glue Lambda

Pentaho
Data 

Integration

Pentaho
Data 

Integration
Analytic

DB

Redshift

Data Lake
S3

Refined
Data

S3

Data Lake
Query

EMR databricks

Optional, 
Transient. ETL, ML

Back Office
Business Systems

디지털 금융

모바일, 클라우드 등의 확대로 인해 금융 부정행위는 빈번히 발생하며 신속하게 탐지해

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버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블렌

딩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데이

터 과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블렌딩 등의 정리 작업을 위해 80%의 시

간을 소비하는데 비해, 데이터 분석에는 20%의 시간만을 할애합니다. Pentaho는 수동

으로 코딩하는 데이터 구문 분석 및 변환 프로세스를 줄여 잠재적인 모든 부정 거래에 

대해 대규모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과학자 및 분석가가 데이터 준비에 귀중

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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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브라우저 기반의 게임 회사로 게임 플레이어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게임 개발에 반
영하기 위해 Pentaho를 활용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다양한 
분석을 하여 게임의 질을 높였습니다.
 

· IT팀 지원 없이 쉽게 리포트 작성 가능

· 게임 플레이어의 성향을 단일 시스템에 기반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 가능

ETL 업무 프로세스를 Pentaho를 통해 GUI 기반으로 자동화하고, 실시간 대용량 스트리
밍 데이터 처리 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생산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현업 부서에서 개발팀 도움 없이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소스를 분석 시스템에 손쉽게 탑재 가능

·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 집계하여 통계 정보 제공 (시간당 1,200만 ~ 2,00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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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ho
Data

Integration

Pentaho
Business
Analytics

Repository

Data Scientist
Identify patterns 

and trends

Business Users
(CMO, COO) 

Leverage 
real-time reporting

게임

국내 디지털 게임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게임 플레이에 관련된 방대한 로그 데

이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입 경로 및 채널별 이용자 데이터, 이용자 프로필 및 행위 

데이터, 오류 데이터 등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Pentaho로 손쉽게 통

합하고 분석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이용자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업데이트 및 

게임 매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u
cc

es
s 

St
or

y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청담빌딩 5층  TEL 02-510-0300  FAX 02-547-9998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 타워 1303호  TEL 051-784-7811, 7813  FAX 051-463-7805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47 (신천동, 전문건설회관 3층)  TEL 053-426-9800  FAX 053-426-9830

서부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59 고운손빌딩 702호 TEL 042-485-4856  FAX 042-484-0366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비즈타워 3층  TEL 062-385-2193  FAX 062-385-2194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82-1 R7빌딩 3층  TEL 031-216-8717~8 FAX 031-216-8719

© 2019 Hyosung Information Systems. All Rights Reserved

2019년 3월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솔루션 사양은 인쇄일을 기준으로 

www.his21.co.kr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사양은 당사 영업대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솔루션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의 <제품문의>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Pentaho 
30일 무료체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