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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ing AI-driven
• Agile Data Fabric for AI Era

•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

• 고급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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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례 소개
• 국내 : 신한은행, 국내 반도체 H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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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About TIBCO

TIBCO Software unlocks the potential of real-time data for making faster, smarter decisions. Our Connected Intelligence 
Platform seamlessly connects any application or data source; intelligently unifies data for greater access, trust, and control; 
and confidently predicts outcomes in real time and at scale. Learn how solutions to our customers’ most critical business 
challenges are made possible by TIBCO at www.ti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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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를 위한 데이터 아키텍처

http://www.ti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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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ing AI-dr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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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Super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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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atson Jeopardy 최강자전 우승
(2011년)

Google Alpha Go 이세돌 대결
(2016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TIBCO can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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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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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세부 영역에 집중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5년 전 현재

AGI Practical AI
자연어 처리 자율 주행

질병 진단 및 치료 기타 고급 인지 활동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새로운 비즈니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예측 / 분류 모델

Out-sourcing
외부 조직에 대한 의존
업무와 직접 관련 적음

In-sourcing
조직 내 데이터 역량 향상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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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중요한 것은 Big Data? Goo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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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ource : Anaconda State of Data Science (2020)

분석을 위한 Good Data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4년 간 34% (= 매년 8.5%) 감소

Source : Forbes, Cleaning Big Data (2016)

79%

Andrew Ng

I feel like we need shift in mindset 
from BIG data to GOOD data.

- MIT Technical Review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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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중요한 것은 Big Data? Goo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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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ata란?
1. 기술적인 오류가 없는 데이터 (결측, 아웃라이어, 입력 및 연산 오류 등)

2. 분석가의 가설 (or 의도) 가 정확하게 반영된 데이터

Source : Business Broadway 2015

45% • 다양한 데이터 활용 + 데이터 유통 효율 향상
à 배치성 정형 데이터 +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

• 반복되는 검증 과정 = 반복되는 가설의 변경
= 반복적인 분석 데이터 셋의 변경
à 손쉽고 빠른 다양한 원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 분석가의 가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분석가
à Self-service analytics

Agile Data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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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 Data Fabric
for AI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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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CO Agile Data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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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화면 구성
• 빠르게 더 빠르게!
• 추출된 과거 데이터만 활용/분석

Data Warehouse

원장 업무 외부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시각화

부분 추출

1일

Agile Data Fabric

• 가용한 데이터 자원 최대 활용
• 데이터 지연 시간 최소화
• 빠르고, 자유로운 데이터 접근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à Built for AI

원장 업무 외부
Web App 콜센터

…

Data Warehouse Data Service 
Layer

부분 추출

• 데이터 사이언스에 적합 = AI에 적합
• 가설 à 데이터로 검증 à 해결책
• 빠른 반복으로 검증과 개발 용이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실시간 데이터 이동
주기적 데이터 이동

논리적 참조

즉시 참조 실시간

고급 데이터 분석
시각화 OLAP

2 1

3

Data Quality

Data Catalog

Access Control

Encryption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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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CO Agile Data Fabric

데이터 가상화

핵심 데이터 자원

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사이언스

실시간 처리

실시간 배포

실시간 연계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 고급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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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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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cience

TIBCO Agile Data Fabric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

고급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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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Agile Data Fabric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 고급 데이터 분석

Agile Data Fabric

•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점에 즉시
수집 / 정제 / 처리 / 배포

• Data-in-motion에 특화

•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예측

• 분산되고 고립된 데이터 자원에
대한 빠르고 안전한 접근

• 논리적 참조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 전사 데이터 자원의 통합 창구

• Market leading 시각화 분석
플랫폼

• ML/AI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end-to-end support

Self-Service
Analytics

Business 
Intelligence

Data Warehouses
& Marts

Operational 
Stores

Transactional 
Applications

Dashboard,
Portals

SaaS
Applications

“Big Data”
& NoSQL

Analytic 
Stores

Web
Services

TIBCO Data Virtualization
Abstract Federate Cache

Real-time Smart Enterprise

비즈니스 실시간 가시성 확보 손쉬운 데이터 연계 및 통합 AI를 활용한 예측 및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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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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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1 Hour

1 sec

1 Hour

1 Day

1 sec WINNER!

Being a Fast Fish

16

Event

Event Process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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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데이터 아키텍처의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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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한다.

• 데이터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야 한다.

• 유입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 유입 데이터의 순서가 지켜져야 한다.

• 실시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Event Processing

Messaging

Streaming

Visual Analytics

Data Science

Event Process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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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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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발생하는 지점
•센서 등으로 이벤트 감지
•감지결과 전송(=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수집
•수집 데이터 1차 처리
•다운스트림으로 전송

•이벤트 데이터 수집 후
이벤트 처리 레이어로 전송
•Messaging queue 기반

•유입된 대량의 이벤트 데이터를
고속으로 정제/통합/변환/적재
•메모리 기반 병렬 확장성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실시간 대시 보드
•ML 기반 실시간 예측 대응

Micro-Batch 기반 (준 실시간)

Flogo Messaging Streaming SpotfireTIBCO 
Event Processing

실시간 업데이트

Source Edge Messaging Processing Analytics

Event Processing1

Event Data



19

제안 데이터 아키텍처 (= Lambda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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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cience

Event Process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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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데이터 아키텍처 (= Lambda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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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PLC / OSI Pi

MES
JDBC / ODBC

실시간 업데이트

주기적 업데이트

TIBCO Messaging

ADAPTER

Streaming

RULES STREAM 
PROCESSING

Distributed Transactional Memory

JAVA / .NET / 
C++ / PYTHON

In-memory 
Fabric

ADAPTER

PLC / OSI Pi Any protocol

Any format
FDS

YMS

Real-time Dashboard
Real-time Prediction

TIBCO 
Data Science

Model development
Model managementSpotfire

Model deploy

Batch Layer

Streaming Layer

Event Process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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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서비스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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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및 리포팅 위주였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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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요건에 맞춰
보기 좋게 설계된

대쉬보드

대쉬보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행

데이터 요건 수용성보다
화면의 성능과 안정성

데이터와 화면의
긴밀한 조합데이터와 화면의 강결합 구조

안정적인 성능 경직성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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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언스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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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 원천 연결성

데이터 추출 및 정제

표준화 및 품질관리

유연한 데이터 모델데이터 원천과
데이터 소비자 사이의
N-to-N 연결성

툴에 종속되지 않는
보편적 기술요소 기반
(SQL, Xquery 등)

직관적인 UI 환경에서
손쉽게 필요한 데이터의
모델링 및 배포

분석 목적의 데이터에
대한 통합 접근제어 및
품질관리 등 거버넌스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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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계 데이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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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영업

마케팅

• 경직된 데이터 아키텍처
ETL 변환 및 정제 작업,
DW 데이터 모델은 한 번
셋업되면 변경이 매우 어려움
à 정형 리포트, 대쉬보드 적합
à 고급 데이터 분석 부적합

• 변환 이력에 대한 가시성 부족
(Data Lineage)

• 필요한 데이터 탐색 어려움
(Data Catalog)

실시간 데이터 이동
주기적 데이터 이동

논리적 참조

마케팅 DB

Data 
Warehouse

원장 DB

영업 DB

ODS

현업 A

임원

분석가

현업 B

현업 C

Data
Mart

Data 
Mart

Data 
Mart

X
• 부서 별 원천 데이터 접근권한
제한 (데이터 이기주의)

• 물리적 데이터 고립

• 서로 다른 데이터 관리 주체

• 타 부서의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 부재

• 전체 데이터 자원의 활용성 저하

1일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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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시각화에 적합한 데이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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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요건

PIMS 담당자 ETL 담당자 DW 담당자 DM 담당자 시각화 담당자

분기 1회

매일 수차례

적합

부적
합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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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rvic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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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원본 데이터의 정제 및 변환
자동화 (정제/변환 view 생성)

• 논리적 참조 기반의
유연한 데이터 아키텍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셋 (=뷰)
을 필요한 시점에 쉽고 빠르게
개발 à 데이터 분석 효용성 ↑

• 하나의 솔루션으로 구현해
운영 관리 / 비용 효율 향상

• 분석가들이 직접 원하는 데이터
셋을 개발 à Self-service

• 원천 DB의 부하 최소화 및
쿼리 성능 최적화 메커니즘

• 캐쉬를 통한 원천 부하 해소

MIS

회계

영업

마케팅

단점
• 대용량 데이터 조회 시 성능
저하의 폭이 더 클 수 있음

• 데이터 가상화라는 새로운 기술
요소에 대한 경험 부족

Logical Data Warehouse

T

T

T

T

V

V

V

V

V

V

V

S

S

S

JDBC
BW adaptor

정제/변환 조합 서비스연결

JDBC

REST

JDBC

T

T

T

T

V VCache DB

JDBC

JDBC

JDBC

분석 & 시각화

실시간 데이터 이동
주기적 데이터 이동

논리적 참조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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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시각화 모두에 적합한 데이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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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회계

영업

마케팅

Logical Data Lake

T

T

T

T

V

V

V

V

V

V

V

S

S

S

JDBC
BW adaptor

정제/변환 조합 서비스연결

JDBC

REST

JDBC

T

T

T

T

VCache DB V

JDBC

JDBC

JDBC

적합

적합

V S
JDBC

T VT
JDBC S

JDBC

실시간 데이터 이동
주기적 데이터 이동

논리적 참조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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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정보계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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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데이터의 정제 및 변환 자동화

• Physical, Logical의 시너지

• Physical : 반복적이고 변하지
않는 D-1 데이터 셋 처리
(시각화용)

• Logical : 분석을 위한 자유로운
D-0 데이터 셋 개발 (분석용)

• Logical에서 효용이 입증된
데이터 셋을 Physical에 반영

• 데이터 소비자의 요건의 성격에
따라 Physical or Logical
유연 대응 가능

회계

영업

마케팅

단점
• 시스템 복잡도 상승

• 구축 비용 증가 (ETL, DW, DV)
• D-1과 D-0의 차이로

Physical과 Logical의 데이터
부정합 가능성 존재

Logical Data Lake

T

T

T

T

V

V

V

V

V

V

V

S

S

S

정제/변환 조합 서비스연결

JDBC

REST

JDBC

V VCache DB

Physical
Data Lake

Data Model
ETL

JDBC

JDBC

ETL
검증된 데이터 셋 promotion

실시간 데이터 이동
주기적 데이터 이동

논리적 참조

현업 A

임원

분석가

현업 B

현업 C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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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평가

Enterprise Data Virtualization (Forrester Wave)Trust Radius

Gartner Peer Insights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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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illion 
Increase in 
Revenue

$9 Million in 
Revenue 

Acceleration

60% Reduction 
in R&D Project 

Delays

$1.7 MM 
Reduction in Cost

60% Reduction 
in Infrastructure 

Costs

글로벌 고객사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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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아키텍처 (= Lambda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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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cience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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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아키텍처 (= Lambda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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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원천 #1

DB원천 #2

DB원천 #3

DB원천 #N

…

Data
Lake

MES

FDS

Others

Oracle

Vertica

Postgres TDV Studio

BI tool

SQL tool

TDV Server

Cach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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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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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분석가

TIBCO Messaging

ADAPTER

Streaming

RULES STREAM 
PROCESSING

Distributed Transactional Memory

JAVA / .NET / 
C++ / PYTHON

In-memory 
Fabric

ADAPTER

실시간 업데이트

주기적 업데이트

데이터 조회

Data
Scientists

Batch 
Layer

Streaming 
Layer

Serving 
Layer

Data Service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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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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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 Market Leader

Business Sphere

Data Science3



TIBCO의 Predict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단순 시각화 및 리포팅에서부터 실시간 대쉬보드, 실시간 데이터 사이언스, 딥러닝, AutoML,
ModelOps까지 데이터 분석의 모든 스펙트럼을 지원하며 이를 Hyper-Converged Analytics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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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CO Hyper-Converged Analytics Data Science3



PMML
Market Data

Kafka

Connect Any 
Stream

Transform, 
Aggregate

Streaming 
Data Science

Live Tables

Automation

Events

����� 	��


Business Intelligence 

➔ S

➔ ,� � , ,

➔ D

������

➔ S A I

� , �

,�: , � : �

Alerts

➔ �

➔ B D

➔ S D

Model Ops

Data scientists, data 
analysts, data stewards, 
governance

EvenFlow and 
Rules

��� �����

IoT

GPS

Weather

Location 
Data

Transactions

Log 
Updates

Database

Queues

Streaming Analytics

Python

Tensorflow

R Models

Java

H2o.ai

Authoring, Testing, 
Simulation, Debugging

�����

Data in motion fuels automated, 
intelligent, predictive, continuous 
intelligence systems

유입되는 데이터의 전처리를 위한 변환 / 필터링 / 통합 등 일반적인 이벤트 프로세싱을 위한 모든 기능은 물론, 데이터가 유입되는 시점에
즉각 반응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한 실시간 예측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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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 Converged Analytics Concept

Visual Analytics
(Spotfire)

Streaming Analytics
(TIBCO Streaming)

Data Science
(TIBCO Data Science)

Data Scienc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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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System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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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IBCO

TIBCO Software unlocks the potential of real-time data for making faster, smarter decisions. Our Connected Intelligence 
Platform seamlessly connects any application or data source; intelligently unifies data for greater access, trust, and control; 
and confidently predicts outcomes in real time and at scale. Learn how solutions to our customers’ most critical business 
challenges are made possible by TIBCO at www.ti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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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사례

http://www.tib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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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System (since 2016)

2019 IDC Information Visionary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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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벤트 기반 추천/오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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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1000 (since 2021)

Customer Segmentation Demo

• 각 지사 및 다양한 부서의
Self-service analytics

• CoE 기반의 중앙 집중형
분석 조직 구성

• Spotfire 
à 신한은행의 핵심 분석

플랫폼

• 현재 전 직원 대상 Spotfire
교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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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1000 (since 2021)

Analytics
Center of Excellence

Sales Strategy Field Office Customer Care Marketing

Distribute Feedback

Develop & UpdateAnalytics Specialist

Business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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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away : Spotfire = Analytics

VA BD1000

Land & Expand

• Center-piece of analytic activities

• Internalized analytic capability

• Familiarized user base

• Tangible outcome and performance

• Heightened positive perception

• Company-wide analytic culture

• CoE-driven analytic organization

• Grassroot data-driven decision making

• Company-wide enablement on-going

• Data science at CoE level

Shinhan and TIBCO Go Together!!



Event-Driven Platform
수많은 장비에서 발생하는 Event를 실시간으로 수집/가공/집계/분석/저장하는 Event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Factory Full Automation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2000-2021 TIBCO Software Inc.        45

장비 가동률 극대화

연 1조원 이상
생산 증대 효과

실시간 의사결정 서비스

실시간
스마트 팩토리

실시간 장애 예측

AI 기반 예측 정비

이벤트
데이터 생성

이벤트 데이터
수집 / 처리 / 분배

(Event-Driven 
Platform)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 활용



전사 데이터 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거버넌스를 위한 DG&V 플랫폼

K사는 전사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데이터 아키텍쳐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10가지 이상의 이기종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빠르고 손쉬우면서도

암호화된 안전한 데이터 엑세스를 위한 DG&V (Data Governance & 

Virtualization) 플랫폼을 TIBCO Data Virtualization으로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이상, 500TB 이상의 이기종 데이터 소스 통합

국내 통신사

K*

Oracle

Vertica

Postgres TDV Studio

BI tool

SQL tool

TDV Server

Cach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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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분석가

Benefits

➔ 빠른 iteration으로 데이터 분석

효용성 향상

➔ 데이터 카탈로그 확보

➔ 데이터 통합 비용 및 자원 절감

➔ 관리자 업무 생산성 향상

➔ Data as a Service 구현

➔ 데이터 자원에 대한 메타 데이터

관리, 접근제어, 민감정보 통제,

암호화 등 거버넌스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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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up : TIBCO Agile Data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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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화면 구성
• 빠르게 더 빠르게!
• 추출된 과거 데이터만 활용/분석

Data Warehouse

원장 업무 외부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시각화

부분 추출

1일

Agile Data Fabric

• 가용한 데이터 자원 최대 활용
• 데이터 지연 시간 최소화
• 빠르고, 자유로운 데이터 접근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à Built for AI

원장 업무 외부
Web App 콜센터

…

Data Warehouse Data Service 
Layer

부분 추출

• 데이터 사이언스에 적합 = AI에 적합
• 가설 à 데이터로 검증 à 해결책
• 빠른 반복으로 검증과 개발 용이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실시간 데이터 이동
주기적 데이터 이동

논리적 참조

즉시 참조 실시간

고급 데이터 분석
시각화 OLAP

2 1

3

Data Quality

Data Catalog

Access Control

Encryption

시각화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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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BCO : Agile Data Fabric for AI

•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 Data-in-motion 활용 = Fast fish
- 이벤트 발생 시점에서 최종 소비까지 소요되는 지연 시간 최소화
-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end-to-end 솔루션
- Event processing을 위한 total solution

•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
- 분산 고립된 데이터 원천에 대한 쉽고 빠르고 안전한 접근
- 솔루션 : 물리적 이동이 아닌 논리적 참조에 기반한 데이터 아키텍처
- 핵심 데이터 자원에 대한 정합성 보장

• 고급 데이터 분석
- 단순 시각화, 실시간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융합한 분석 플랫폼
-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모든 활동 지원

48

TIBCO는 데이터 기반 혁신에 필요한 핵심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축 경험과 역량까지 갖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Real-time 
Smart Enterprise

비즈니스 실시간
가시성 확보

손쉬운 데이터
연계 및 통합

AI를 활용한
예측 및 자동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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