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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제적 여건이 많이 좋아진 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은 더욱 커진 지금 보건소가 질적으로 차별화된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보건소별 사업관리를 위해 각 보
건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보건의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

축 방안을 각각의 보건소별, 도별, 전체 단위로 제시하 다. 각 단위별 구축 
방법으로 분산형과 통합형 두 가지를 제시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통합형을 

기본 모델로 선정하 다. 통합형은 각 보건소마다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를 구축하지 않고 각 단위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건소 운 계 데이터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축출하여 도레벨 ODS를 설계하
으며 설계된 ODS를 바탕으로 도레벨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계하 다. 

전체레벨의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분석결과를 도별로 비교하기 위해 도레벨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도별코드차원 테이블이 추가된다. 데이터웨어하우스 
설계를 위해 Microsoft SQL Server 2000을 이용하 고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 온라인 분석 처리)을 위한 툴은 Microsoft Analysis 
Services를 이용하 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사용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와 스프래드쉬트를 이용하여 보건소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파일럿(Pilot)시스템으로 개발하 다. 웹페이지 구축에 사용된 언어는 ASP, 



HTML, Java Script를 사용하 으며, 웹컴포넌트 개발용으로 비주얼 베이직과 
Olectra 6.0 Chart Control을 사용하 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중앙관리 모델만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중앙관리 모델을 이용할 경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인력을 고려했을 때 지역 사회 차

원에서 도입이 더 용이 할 수 있다.
  향후 본 체계화된 시스템을 보건소의 정보화시스템에 도입해 봄으로써 단
지 쌓여만 있는 보건소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으로써 파

일럿시스템을 구축해 봄으로써 시행착오로 가져오게 될 막대한 의료자원의 

손실 또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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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１. 연구 배경 및 의의

  정보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가치 있는 지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다. 즉 대량의 데이터를 지식으로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 경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단순히 데이터나 정보를 입력․조회․출력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
으로 지속적인 업무지식을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지식 기반 경 시스템을 운

용할 수 있는 전사적인 지식 경 (knowledge management)의 비전 및 이의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에 걸쳐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
량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웨
어하우스(datawarehouse)가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대한 양의 데이
터로부터 함축적이며 잠재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지식 

탐사방법인 데이터 마이닝(data-mining),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에 대한 중요도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
와 마찬가지로 의료 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

축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가 보건정

책 결정에 반 되어야 한다.
각 분야의 전산화에 발맞추어 보건소도 보건정보시스템의 사용으로 내부 

전산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나, 축적된 데이터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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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서의 전산시스템과 보건정보시스템의 미연계로 인

해 사장되어 활용성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데이터로 축적됨에 따라 필요

한 정보를 찾아내어 가치 있는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

고, 대량의 데이터를 지식으로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 경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조성원, 1998). 경제적 여건이 많
이 좋아진 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보건소의 역

할은 더욱 커진 지금 보건소가 질적으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각 지역별 보건소에 축적된 데이터를 한곳에 취합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며, 이를 활용하여 다차원 분석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
여 정부내에 타기관과 보건소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업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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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보건소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 보건소
의 주요 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소 도시형 보건소인 

K시 보건소 자료를 기본적인 연구 모델의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가공 및 추
출, 요약 등을 통해 보건소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모델을 제시하여 전체 보
건소 사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소 운 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건소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보건소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 각 지역 보건소, 도별, 

전체 단위로 사용자들의 다차원 분석과 활용을 위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모델을 제시한다.
셋째, 구축된 모델에 근거한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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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１. 데이터웨어하우스

가.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정의

  데이터웨어하우스는 1980년대 중반 IBM이 자신의 하드웨어를 판매하기 위
해 처음으로 도입했던 개념으로, IBM은 인포메이션 웨어하우스(information 
warehouse)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이후 이 개념은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및 툴 공급 업체들에 의해 이론적, 현실적으로 성장하 으며, 1980년대 
후반 Inmon(1994)이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제 지향적으로 통합된 여
러 시간대의 갱신 삭제되지 않는 데이터의 집합'이라 정의하 다.  Poe(1996)
는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의 기초로 사용되는 읽기 전용의 분석적 데이터베
이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가 아니라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고 활용되는 하나의 환경으로 이해되어

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징(warehousing)이라는 단어가 사용
되기도 한다. Gardner(1998)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기업의 독립 및 상세정
보를 모으기 위하여 다양한 원본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따라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정의는 Inmon이 기술한 것
으로서 주제지향성, 통합성, 비휘발성, 시계열성의 성격을 지닌 데이터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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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를 의미한다. 데이타 웨어하우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리적으로 여러 곳
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에 대하여 하나의 논

리적인 뷰(view)를 창출하는 것이다.(Butler Group, 1999)

데이터웨어하우스는 경  분석을 위한 통합된 전사적인 과거의 정보

(Historical Information)를 제공함으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와 같은 정보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이전에 구축되었던 응용 프
로그램들, 즉 유산되어 계속 사용중인 시스템이나 계정(Operational 
Environment)의 통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기업 통합의 기반을 제시
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주제 지향
(Subject-Oriented), 시스템 통합(Integration), 시간에 따른 변이(Time 
Variant), 비휘발성(Non-Volatile)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지향성(Subject Orientation)
기업에서의 중요한 주제의 측면(Subject Area)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실제 

실행 시스템(Operational System)에서는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를 하게 되고,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는 기업의 중요한 주제별 분야를 설계하게 된다. 전통
적인 기능적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프로세스의 설계

의 양쪽에 모두에 집중하게 되고, 둘을 통합하며 진행하지만 데이터웨어하우
스는 데이터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집중한다. 프로세스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능의 설계는 데이터웨어하우스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분이 아니

다.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들
은 포함하지 않는데 반해, 실제 계정계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들은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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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계정계 정보는 현재
의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지

만, 반면에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데이터간의 많은 관계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
이의 패턴 등을 정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합성(Integration)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이 하나

의 내용에 각각 다른 형태의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각의 자료들을 

통합된 형태로 해석하거나 다양한 단위로 작성되어진 자료를 단일의 모델로 

통합한다. 즉, 기반이되는 자료들이 어떠하건 간에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저장
되는 자료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변이(Time Variancy)
계정계의 정보는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순간에 정확한 자료여야 한다.  

반면,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자료는 시간상의 한 시점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때문에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키는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시간(년, 월, 
일, 주)의 속성이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
에 한 번 정확하게 데이터웨어하우스에 데이터가 로드되면 다시 UPDATE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비휘발성(Non-Volatility)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트랜잭션 작업은 초기화 로드 작업과 데이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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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 두 가지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휘발성이 없는 비

휘발성의 상태로 항상 존재하게 된다.

나.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일반적인 구성

 Current Detail Data : 현 시점의 데이터
 Old Detail Data : 보조 기억 장치(테이프 장치 등)에 기록된 데이터
 Lightly Summarized Data : 작은 용량으로 요약된 데이터
 Highly Summarized Data : 큰 용량으로 요약된 데이터
 Metadata :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조를 저장하는 구조 정

보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계정계의 OLTP 시스템에서 데
이터웨어하우스 환경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메타데이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정보를 요약하는 중요한 논리적인 요소가 된다.

  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조

  보건소 내의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왔으므
로,  현재의 각각의 시스템간의 내용이나 데이터의 의미, 데이터베이스의 컬
럼의 의미 등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기반이 되는 OLTP 
시스템의 자료들이 통합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자료 

자체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불일치 자료들을 일치시켜 저장하
기 위해 ODS(Operational Data Store)를 거쳐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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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웨어하우스에 저장 될 때는 Fact table, Dimension table, summary 
table, meta data 형태로 나누어 저장된다. 구축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바탕
으로 통계분석을 하거나 분석에 필요한 부분만 재구성하기 위해 데이터 마

트를 구축,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지식축출, 4세대 툴을 이용한 어플리케이
션 개발등을 수행한다.(그림 1)

그림 1. 일반적인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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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방법

  

그림 2. 데이터웨어하우스 자료 흐름

1)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OLE DB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데이터원본은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기업에서는 주로 관계형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 ODBC는 이러한 관계형데
이터베이스에 대해 표준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ODBC는 데이터베이스 
콜-레벨 인터페이스(CLI)를 위한 표준화이므로 ODBC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웨어하우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비관계형 데이터원본으로의 표준화된 접근방법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부응으로 OLE DB가 탄생하 다. OLE DB는 COM 기반 
API로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OLE DB가 지원하는 
데이터원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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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프레임의 ISAM(Indexed Sequential Access Method)/VSAM(Virtual ․Storage 
Access Method), HDB(Hierarchy Database) 
․마이크로 익스체인지와 같은 E-mail 저장소 
․OLE DB 공급자를 제공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ODBC를 이용할 수 있는 임의의 데이터원본

2) 데이터변환서비스 (DTS: Data Transformation Services)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에 있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이다.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있을 
수록 통합 작업은 그 만큼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서로 다른 이 기종의 데
이터인 경우에는 바로 데이터웨어하우스로 옮기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통합
된 형태로의 저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의 가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DTS는 그러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위 전문적인 데이
터추출 도구(ETT : Extraction, Transformation and Transportation 또는 ETL 
: Extraction, Transformation and Loading)라고 불리는 제품들에 해당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DTS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이 기종의 데이터
원본으로부터 OLE DB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옮긴다. 개방성
을 제공하여 써드-파티 업체들이 DTS를 이용한 도구를 만들 수 있다.  
Microsoft Repository OIM((Open Information Model) 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DTS를 이용한 데이터 추출, 변형, 이동의 작업을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패키지를 스케쥴링하여 자동화 작업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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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nalysis Services와 관련해서 가장 매력적이 부분은 데이터의 추출, 정
제, 변환, 적재 과정과 연계하여 OLAP 및 데이터마이닝의 관리 작업까지 모
든 작업을 쉽게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 할 점은 DTS를 시중의 데
이터 추출 전용 도구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TS는 데이터 추출 
도구로서 보다는 워크플로우 관리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장
에서의 생산 라인을 보면 아주 복잡한 작업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공정별로 수행하여야 하는 독립적인 작업이 정해

져 있고 그러한 각 공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각각의 독립적인 공정이 순차적으로 또는 병렬적으로 처리가 된다. 
DTS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수행해야 할 모든 작업 공정을 패키지 안에 나열
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때 각 공정마다 적절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정의함으로써 데이터 추출 도구가 하는 작업을 수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DTS는 데이터 추출 전용 도구가 갖는 기능들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기능들을 구현할 수도 

있다.

3) Analysis Services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기존의 목적성 테이블의 데
이터와 유사하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여 쌓아
놓은 것이다. 따라서 운 시스템의 원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 원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관계형 데이터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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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기존의 리포팅 어플리케이션이 갖는 한계를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다.  Analysis Services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유연한 다차원 분
석 리포팅이 가능하도록 관계형 데이터와 리포팅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중

간자 역할을 수행한다. 즉, OLAP용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

4) 피벗테이블 서비스(PTS: PivotTable Service)

  피벗테이블 서비스(PTS: PivotTable Service)는 Analysis Services의 서버 구
성요소인 분석 서버(Analysis Server)에 대응되는 클라이언트-사이드 구성요
소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모두 설치된다. (Excel의 피벗테이블과 혼동하
지 말아야 한다.) 즉, 분석서버의 일부 기능을 클라이언트에서 대행한다.  클
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분석 서버에 바로 접속할 수 없다. 반드시 PTS를 
경유해야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Analysis Services의 데이터를 접근하
여 분석하려면 분석서버와 PTS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다. PTS의 역할은 다음
과 같다.

․Analysis Services로의 접근 경로를 제공
․데이터 및 쿼리 결과에 대한 지능적인 캐시 관리기능을 제공
․MDX(Multidimensional eXpressions) 수식 엔진
․로컬 큐브 생성, 이동 사용자의 다차원 분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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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게 HTTP로 요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단계를 거쳐 
웹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HTML형식의 PivotTable형태로 값을 반환한다.  이
를 PTS라고 한다.

그림 3. PT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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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온라인 분석처리

가. 온라인 분석처리의 정의

  온라인 분석처리(onLine analytical processing, OLAP)라는 용어는 1968년 
12가지의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원칙을 발표후 
25년만인 1993년에 12가지 OLAP의 원칙을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
했고 온라인 거래처리 프로세싱(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OLTP)에 상대
되는 개념으로 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오늘날 데이터웨어하우스 환경에서 

데이터 접근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Codd, 1993). OLAP은 
ꡒ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조재희 등, 1996)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OLAP
과 관련한 여러 소프트웨어 벤더(Arbor, Comshare, IRI, Pilot 등)들이 ꡒOLAP 
Councilꡓ 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들에 의한 OLAP의 정의는 간
단하게 ꡒFast Analysis of Shared Multidimensional Information(FASMI)ꡓ 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공유하여 빠른 분
석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OLAP을 처리할 데이터의 저장 형
태 및 처리방법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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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OLAP의 종류

OLAP 종류 내용

ROLAP(Relational OLAP)
데이터의 저장 형태가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MOLAP(Mutidimensional OLAP)
데이터의 저장 형태가 다차원 데이터

베이스

DOLAP(Desktop OLAP)
데이터의 저장형태가 클라이언트 파

일, 클라이언트 분석엔진 사용

HOLAP(Hybrid OLAP)

데이터의 저장 형태가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또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이

고 다차원 서버엔진 사용한다.

  어떤 형태의 OLAP을 선택할 것인가는 성능 및 용량, 기능, 확장성 등의 
요건에 따라 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성능 우선인 경우에는 MOLAP, 용량 
우선인 경우에는 ROLAP, 전개성 및 비용 우선인 경우에는 DOLAP, 기능 우
선인 경우에는 HOLAP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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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LTP와 OLAP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방식인 온라인 일반업무처리방식은 데이터가 일차
적으로 발생하고 수집되는 곳으로 운 시스템이라고 하며 기업의 생산, 판
매, 등 기본적인 운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매일 매일의 기업운

을 지원하고, 트랜젝션 처리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온라인 자동처
리방식은 OLTP시스템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정제(cleansing) 및 변환
(transformation)과정을 거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시키고 이를 저장하
게 된다. 이러한 별도의 저장공간을 데이터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마트라 부
른다. 이렇게 구축된 웨어하우스 또는 마트로부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산출하는 시스템을 OLAP이라 한다(곽용구, 1996). 일반 운 시스템 상

에서도 가능한 분석업무를 웨어하우스나 마트를 구성하여 분석도구를 사용

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별도의 저장공간을 구

축함으로써 기업은 운 시스템을 보호하고 수많은 분석용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없고 최종사용자에게는 의사결정에 있어 필요한 다양

한 조건 선택과 임의의 질의를 통해 빠른 응답성능을 제공하며, 통합된 양질
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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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LTP와 OLAP 비교

OLTP OLAP

워크플로우 기반 (업무 프로세스 
중심) 사용자의 분석 수행 기반 (주제 중심)

트랜잭션 처리 (입력, 조회, 삭제, 
수정)운 자 계층 시스템

보고서, 분석, 계획 (조회, 제한적 
입력/수정)분석가 및 의사결정자 계층 
시스템

2차원, 정규화 다차원, 계층구조
상세 데이터, 중복성 배제 요약 정보, 중복성 수용
소량의 데이터 처리활용 패턴 단순, 
고른 시간대 분포시스템 자원 사용량 

예측 용이

대량의 데이터 처리활용 패턴 다양, 
시간대 불규칙 분포시스템 자원 

사용량 예측 어려움

구축 후 데이터 축적 중심전통적 

개발 주기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 

단순

구축 후 데이터 축적 및 스키마 

변경반복 확장 개발 주기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 전략 필요

사용자 중심 응용프로그램 (4GL)
Customizing 용이
정형화된 보고서/변경 어려움
단순한 화면 조작

전용 도구 (Off-the-Shelf, 
Out-of-Box)
Customizing 제한적
동적인 비정형 분석/변경 용이
EUC(End User Computing) 활성화 
필요



- 18 -

3.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가. 지식경 의 정의

  지식경 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실무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지식의 창출과 공유․저장, 재활용이라는 기본적 틀을 바탕
으로 조직 내의 지식활용을 극대화하여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그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지식경 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조직이 지니는 지적자산뿐 아니라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부의 보편적 지식으로 공유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조직 전
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 이론(포스코 경 연구소, 1998).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하고, 이것을 전 조직으로 확산하며, 그것을 다시 상품, 서비스 시스
템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Nonaka & Takeuch, 1999). 조직내부 혹은 많은 
경우 조직 외부에 있는 노하우, 경험, 판단을 활동적으로 레버리지 함으로써 
가치를 더하거나 창조하는 접근(Ruggles, 1998). 단순히 데이터와 정보를 저
장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산인 지식을 인식하
고, 이를 조직 구성원이 의사결정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화 하는 것이
다(Prusak, 1998). 지식창조경 이란 쉽게 외재화, 객관화시킬 수 없는 암묵
적인 지식을 공유, 승화시켜 형식화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형식적인 
지식을 다시 암묵적인 지식으로 선순환 시킴으로써 조직적 경쟁력을 확보하

는 경  활동이다(Nonaka, 1991). 이처럼 지식경 은 조직 내에 산재해 있는 

지식의 역을 규명하고 창출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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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경 은 어느 순간 몇몇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경 이론이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과 조직을 경 하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등장한 개념

인 것이다. 지식경 의 등장 배경을 정보기술의 발달, 창조적 지식의 중요성 
부각, 학습조직에 대한 반동, 무형자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4가지로 요약
하여 제시하고 있다.(유 만, 2001) 기업의 IQ 증가에 최고 경 자들이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식 공유와 공동 작업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

식 공유가 가장 가치 있게 인식되는 역에 우선순위에 매기고,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정보의 흐름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나. 지식경 의 구성 요소

  통합적인 지식경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가 있다. 사람, 전략, 기술, 프로세스가 그 구성요소이며 이 4가지
를 통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지식경 을 실현할 수 있다.
  ① 사람 - 아무리 기업 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도 조직 구성원들이 
그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조직생활을 위한다면 오

히려 지식경 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식
경 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역할은 기업 지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조

직구성원에 있으며 지식경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 기업
의 조직구성원을 지식노동자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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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를 위한 민주적인 기업문화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제공과 인사고과 활용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지식창출을 위한 노력이 적

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② 전략 - 전략은 실질적으로 지식경 을 실천하는 지침이 된다. 즉 현재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

업전체 및 주요부문 활동을 총체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결정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지식경 을 위한 전략은 조직 내 지식의 공유, 저장, 사용 그리고 
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기업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이며 중요성이 큰 전

략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직구성원이 지식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은 기업이 필요
로 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 지

식의 창출방안, 경쟁우위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도
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전개할 수 있는 노
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술 - 기술은 넓은 의미에서 반드시 지식경 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식경 이 포함하고 있는 지식관리 역에서는 가장 핵심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지식을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부

터 좀더 진보된 형태의 지능을 갖춘 정보기술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개인화 되
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도구를 통해 언
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채널을 열어 놓아 개방된 형태의 열린 지식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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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조직을 통해 창출된 지식의 확산과 활용
을 극대화해 주며,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④ 프로세스 - 지식경 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각 업무 프로세스가 

지식경  프로세스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지식경  전 과정을 유지하

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업무절차를 마련․발전시켜야 하며 좀더 쉽게 지
식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지식경 을 위

한 프로세스는 각 업무 역별로 단절된 과정이 아닌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와 지식창출 및 지식공유 과정이 하나로 통합된 프로세스로 추진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또한 프로세스는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올바르지 못한 프로세스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의 성과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그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다. 지식경 의 필요성

  많은 경  기법들이 기업의 경 성과와 핵심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

업의 장기경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이제까지 다운
사이징, 아웃소싱, EVA, 벤치마킹, 리엔지니어링, TQM 등 많은 경  기법들

이 그러한 도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
이는 업적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런 기법들은 기업이 높이고자 하
는 노력만큼의 성과를 낳을 수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환경이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까지 간과되었던 기업 내부의 보이지 않는 지식, 즉 인적자원의 지식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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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이 가
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간과한 체 단행된 부분적 효율성 제고나 혁

신의 가속화가 오히려 잘못된 목표 결정으로 인해 기업의 성과를 나쁘게 악

화시키며 기업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할 때가 되

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

음을 던져 주고 있는 지식경 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식을 
이용하는 일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 개의 핵심 

역이 있다. 고객 가치 전달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여 고객 요구를 식별하고 
그에 대처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다.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은 최고 등급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
비스 생산 제품 개발 프로세스로 개혁을 이루고, 시장의 추세 변화를 분석하
고 그에 맞게 개발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일은 회사 내의 통합된 전문 지식

에 따라 좌우된다. 조직적 효과 증대 조직적인 학습을 통해 업무 대처 능력
을 향상시키고 좀더 빠른 계획 및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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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그림 4.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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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중소 도시형 보건소인 K시 보건소에 방문한 내소자 중 1995년
부터 현재까지의 보건소의 모든 전산화 자료를 대상으로 하 으며 이를 모

델로 도단위, 전체 보건소 통합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축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소별, 도별, 전체 보건
소별 관점에서 데이터의 다차원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전국 보건
소 사업 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 분석 및 방법

  가.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방법론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방법론은 일반 OLTP(On Line Transection 
Process)시스템의 개발방법론의 목적과 같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
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은 동시에 모든 업무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제 역에 대해 점진

적이고 반복적인 구축 과정을 적용한다. 이는 사용자가 사전에 직접적인 사
용을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점
진적이고 반복적인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방법론을 RWM(Rapid Warehouse 
Methodology)이라 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 방법론은 개발하는 주체
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축방법론

의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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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계획 및 정의 단계
2) 분석 단계
3) 설계 단계
4) 구현 단계
5) 전개 단계
각 단계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및 정의 단계

  계획 및 정의 단계에서는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에 대한 추진 일정, 팀 구
성, 목표 및 구축 범위를 설정한다.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통해 추진일정, 
추진 팀,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  그리고 프로젝트 범위 정의를 통해 사업의 목표 및 범위를 분명히 하여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를 이루는 단계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일
정에 따른 연구 목표와 범위에 대해 작성하고자 한다.

2) 분석 단계

  분석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른 
개념적 모델을 완성한 단계이다.  사용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치 않았
던 요구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이 사용자와 개발자간의 오해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일럿 시스템
(Pilot System)을 통해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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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요구사항은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원하는 장표, 비정형화된 질의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것이 현행 운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인

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개념적 모델을 정의하고, 데이터의 추출, 정제, 로드 
방안을 수립한다.

3) 설계 단계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생성된 개념 모델을 근거로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논리적, 물리적 설계 제한 조건을 감안하여 
논리적 모델을 물리적 모델로 변환하며, 날짜나 분량 요구사항, 테이블 복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숙성(Aging)/보존(Achieving)에 따른 분할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한다. 일반 사용자의 요구, 데이터 변형의 복잡성, 구조 변화의 빈도,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데이터 모델을 고려하여 메타데이터 모델을 개발한다. 
운 데이터의 추출주기와 전송방식을 결정하며, 복구 요구사항에 따른 백업 
방안을 결정한다.

4) 구현 단계

  구현 단계에서는 운 이 가능한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과 OLAP 및 데
이터마이닝 도구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ETT에 필
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객체 지원 모듈을 개
발하고 구현한다.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리케이션 작성은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변화프로세스에 
대비하려면 사용자 자신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

어야 한다. 이 때 성능에 대한 향을 염두에 두면서 정확한 보안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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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5) 전개 단계
  전개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산출물을 실제 시스템에 구축하는 단계
이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성능과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고, 네트워크, 어플리
케이션, 데이터베이스등 시스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전개 여부를 검토한
다. 구현 결과에 대해 운 자 및 사용자에게 교육과 시스템의 시범운  및 

안정화 단계를 통해 정상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용자는 운 계 시스템에 익숙한 반면, 분석 위주의 데이터웨
어하우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
스템 오픈 전 충분한 사용자별 교육을 통해 전개 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ETT(Extraction,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ETT는 데이터 추출(Extraction) 및 가공(Transformation), 전송

(Transportation)의 약자로서, 데이터를 소스시스템 즉, 보건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정제하여 로드하는 작업까지 일련의 전과정을 

말한다. 소스 데이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그 형태는 보건정보시스
템의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 있는 경우 그리고, 외부 데이터
는 경로, 주기, 포맷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보건소 데이터웨어하
우스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소별 소스 데이터로부터 도별 취합, 도레벨에서 
전체레벨로의 취합등 여러 과정에서 ETT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ETT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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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소스시스템의 종류, 데이터의 주기, 데이터의 양, 로드 속도, 소스 데이
터의 질, 과거 데이터의 형식, 사용자의 요구조건, 소스시스템의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수년간의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는
데,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데이터는 초기 데이터이고 
구축 후의 적재데이터는 주기 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icrosoft SQL Server 2000에서 제공하는 ETT툴인 DTS(Data Transformation 
Service) 패키지를 이용하 다.

  1) 초기 데이터

  초기데이터는 대개 소스시스템에서 갖고 있지 않고 마그네틱 테이프형태
로 보관되어 있게 된다. 초기 데이터 적재에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적재
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방식을 택한다.

  2) 주기 데이터

  주기 데이터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일 단위 또
는 월 단위로 소스시스템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말한

다.

  3) 데이터 변환

  보건소 운 계 데이터인 소스시스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데이터웨어하우

스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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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사실 테이블은 특정한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
이다.

  둘째, 사용자의 요구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소스시스템의 테
이블을 조합해야만 한다.

  셋째, 소스데이터의 코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데이터 정제

  보건소 운 계 시스템 데이터의 많은 정제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웨어하우

스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는 정제되어야 한다. ODS(Operational Data Store)
는 사실 테이블로 가는 중간 단계의 데이터 저장 장소이며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의 가공, 변환, 정제 작업의 용이성
  둘째, 원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조건의 변화에 따른 신속

한 대응

  셋째, 사실 테이블에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다.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은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분석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저장고(Repository)이며, OLAP는 저
장고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 분석을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OLAP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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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데이터웨어하우스 모델 구축

  가. 계획 및 정의 단계

  보건소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주요 업
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는데 있어 모든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기는 

시간 및 비용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소 도시형 보건소인 K시 보건소 자료
를 기본적인 연구 모델의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가공 및 추출, 요약 등을 통
해 보건소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모델을 제시하여 전체 보건소 사업 관리

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
계로써 구축 계획을 작성하고 단계별 작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설계 단
계에서 ODS,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모델 제시, ETT설계를 위해 Microsoft 
SQL Server 2000을 이용하 으며 분석을 위한 툴로는 Microsoft Analysis 
Services를 이용하 다. 구현 단계에서 제시된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분석 서
버 활용을 위해 보건소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관한 파일럿(Pilot)시스템을 제
시 하 다. 그림 5는 단계별 작업을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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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획 단계

    나. 분석 단계

  1) 보건소의 주요업무와 분석 대상

  지역 보건소, 도, 전체 단위로 분석 대상이 모두 다르다. 각각의 지역 보건
소는 보건소내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지식을 창출

하고 이러한 의미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지역 사회내에 보건정책 수립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도는 각각의 지역 보건소 데이터를 집계 및 
취합하여 분석하고 보건소간 분석자료를 비교하여야 한다. 지역간 비교를 통
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 도단위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단위 보건소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함
으로써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분류는 제
3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보건복지부 2002)을 참조하여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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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 보건소 데이터 분석 대상

위상
OLAP 
분석 목적

분석항목 분석자료 분석지표

지역 

보건소

진료실적

‘관리 진료실적현황분석 진료기록
내원환자수 

증감율

진료지원

현황관리

물리치료현황분석
물리치료처방내

역

물리치료자수 

증감율

검사항목별건수 검사기록
검사항목별 정상군, 
비정상군 증감율

주민건강

상태관리
질병패턴추이분석

개인건강진단내

역

상병별질환자수 

증감율

보건사업

현황관리

건강증진사업현황분

석

개인건강진단내

역
집단검진건수증감율

개인건강진단내

역

만성퇴행성질환관리

현황분석

만성퇴행성질환 

이환률 = (만성퇴
행성질환자수/지
역인구수)×100

감염성질환관리현황

분석

감염성질환 이환

율 = (감염성질환
자 수 / 지 역 인

구)×100
결핵등록현황분석

결핵대상자데이

터

신규등록율, 관리
자 종결율

임산부등록현황분석
모자보건데이터

신규등록율

유아등록현황분석 신규등록율

방문보건등록현황분

석 및 실적
방문보건데이터

대상자관리율(방
문요구도), 신규등
록율, 관리자 종결
율

구강보건사업실적분

석
치과진료기록

치면세마요구자율, 
DT rate(우식 구

치율)
정신보건사업현황분

석

정신보건진료기

록

등록회원진단별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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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OLAP 
분석 목적

분석항목 분석자료 분석지표

지역 

보건소

보건행정

현황관리

재증명서 발급현황

분석

재증명서 발급 

내역

재증명발급건수증

감율

의약무관리현황분석 약소모품 데이터적정재고량

기타

보험종류별 접수현

황분석
접수기록

보험종류별접수건

수증감율

수납금액분석 수납기록 수납금액증감율

도

각 

보건소별 

보건사업

현황비교

건강증진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 
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보건소별 일정 

기간별 집계된 

건강진단내역 , 
결핵대상자데이

터, 모자보건데
이터, 방문보건
데이터,치과진료
기록, 정신보건
진료기록

보건소별, 사업

별, 성별, 상병별, 
기간별, 연령별 

데이터 현황 비교

전체

각 도별 

보건사업

현황비교

건강증진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 
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도별 일정 기간

별 집계된 건강

진단내역, 결핵
대상자데이터 , 
모자보건데이터, 
방문보건데이터,
치과진료기록 , 
정신보건진료기

록

도별, 사업별, 성
별, 상병별, 기간
별, 연령별 데이
터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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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계 단계

  1) 보건소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모형 개발

  각각의 보건소마다 그 지역에 필요한 보건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러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변하는 분석 항목에 빠르게 대처하

기 위해서는 각각의 보건소마다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

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보건소에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 및 관

리 인력 부족, 부족한 예산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 두 방법을 비교하 다.

   ① 분산형

그림  6. 전국단위 분산형 데이터웨어하우스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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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마다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 계 데이터로

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축출하여 취합하여야 한다. 구축된 보건소 데이터웨어
하우스를 바탕으로 Analysis Services를 이용하여 보건소 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가 정보를 얻거나 재분석하기 위해서는 

Application을 개발하여야 한다. 도레벨에서는 각각의 보건소마다 구축된 데
이터웨어하우스에서 도레벨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만 특정 기간별로 집계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의 
Analysis Services에서는 도에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Web Server를 통해 서비스하게 된다.  전체 
레벨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마다 구축된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분석해야할 내

용만 일정 기간별로 집계하여 일괄처리로 취합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
체 레벨의 Analysis Services에서는 전체 단위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Web Server를 통해 서비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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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통합형

그림  7. 전국단위 통합형 데이터웨어하우스 아키텍쳐

  통합형은 각 보건소마다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지 않고 각 단위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건소 운 계 데이터로부터 직접 데이터

를 축출하여 도레벨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축된 도레벨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지역별 분석도 가능하고 도레벨 관점에서도 분석이 가

능한 구조여야 한다. 이때 도레벨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는 일별 일
괄처리로 집계된 데이터만 취합하게된다. 구축된 도레벨의 데이터웨어하우스
를 바탕으로 각각의 보건소 Analysis Services를 이용하여 보건소 데이터를 
각각의 보건소별로 분석하고 도레벨에서는 도단위 Analysis Services를 이용
하여 도단위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와 같은 구조로 구축할 시 모든 clien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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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로 하나의 데이터웨어하우스로부터 분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작업 부하가 한 곳에 집중된다.  모든 client가 동시에 작업을 요청할 경우 
분석 서버에 심각한 부하로 응답시간이 길어지거나 서비스 불능 상태까지 

갈 수 있으므로 과부하를 해결 할 대안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시도되었다. Cache Server를 두어 
자주 참조되는 서비스를 WAN Traffic이 아닌 저장된 Local Traffic으로 처리
하는 방법이나, 여러개의 서비스, 예를 들어 HTTP, FTP, SMTP, POP3, 
NNTP 등을 각기 다른 서버에 두는 방법,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는 동급 수
준의 서버를 여러 대 두어 전체 트래픽의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기존의 서버보다 아주 고성능의 서버 한대를 구입
하는 것보다 동급 수준의 서버를 여러 대 두고, DNS에 같은 URI에 서로 다
른 서버의 IP 주소를 할당함으로써 URI 참조시 각기 다른 서버에 서비스를 
접속시켜주는 방법으로 서버 한대가 모든 서비스를 주관할 때보다 가격대 

성능비로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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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두 방식의 비교

  

표 4. 분산형과 통합형의 비교
분산형 통합형

데이터 분석

개별 지역의 데이터 분석을 지

역 보건소 특성에 맞게 fact 및 
dimension을 구성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지역 보건소별 분석에 있어

서 지역 실무자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의 

fact 및 dimension 정의가 
어렵다.

하드웨어

도에 취합되는 내용이 적으므

로 적은 하드웨어 비용으로도 

구축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추

가 하드웨어 구입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도에 모든 데이터가 집중되

므로 고가의 하드웨어 구축  

비용이 들며 지역별 추가 

하드웨어 구입은 필요없다.

소프트웨어

도와 각 지역별로 DW, 분석 
솔루션을 구입해야한다. 별도
의 분석 결과 모니터링 프로그

램을 개발하거나 엑셀2000이상
의 버전을 통해 별도의 개발 

없이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도에만 DW, 분석 솔루션을 
구입하면 된다.  별도의 분
석 결과 모니터링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한다.

Network 
traffic

각 보건소별로 DW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단위 통

합시 집계 결과만 전송함으로

써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

터 양이 현저히 작다.  지역별 
분석결과는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실무자에게 전송되고 도

단위 분석결과만 외부 네트워

크를 통해 전송되므로 네트워

크 트래픽이 적다.

각 보건소별 데이터 분석과 

도단위 데이터 분석을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

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해야

함으로 네트워크로 전송되

는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

다.  각 지역별 보건소는 지
역별 분석결과와 도단위 분

석결과 모두 도로부터 전송 

받아야함으로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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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도를 통해 분산형과 통합형에 대해 검토 및 비교 분석한 결과
분산형에 비해 통합형이 시스템 아키텍쳐적인 측면에서 구축 비용이 저렴하

며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산형은 지역별 특화 사
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통합형은 표준사업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통합형에서 지역별 특화 사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별 분석 Client
를 둠으로써 도에서 각 지역에 관련된 데이터만 엑세스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항목에서 일반적인 보
건소 사업 항목인 표준 사업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통합형을 데

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모형의 기본 모델로 선정하 다.

  2) 데이터웨어하우스 설계

  ① K시 보건소 운 계 데이터

  보건소 운 데이터는 크게 업무별로 보건사업관련 데이터, 진료부문 데이
터, 진료지원 데이터, 민원관련 데이터, 행정관련 데이터, 그 외 시스템 관리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K시 보건소 전산화는 1995년부터 이루어 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의 모든 전산화 자료를 포함한다. 표 5는 보건소 데이
터베이스의 테이블 명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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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시 보건소 운 계 데이터

테이블명 내용 DB형태
PEOPLE 주민 기본 정보 ORCL
FAMILY 가족 및 주소 관련 정보 ORCL
INSUNUMB 보험기록 관련 정보 ORCL
CLIENT 진료 내역 ORCL
CLIENT1 처방 내역 ORCL
HCLIENT 처방 내역(한방) ORCL
DISECODE 진단명 코드 ORCL
DATAPILE 검사접수 내역 ORCL
CHK_SUM 검사항목 및 결과 내역 ORCL
X_RAY 촬 접수 및 결과 내역 ORCL
CHECK 검사항목코드 DBF
ILBANVAC 예방 접종 기록 ORCL
HBSCODE 감염악 코드 DBF
PREVCODE 예방 접종 코드 DBF
VAGR_RE1 단체접종 기록 ORCL
TAGI 타기관 접종 ORCL
CHC01 유아 건강관리 DBF
CHC02 유아 6개월 DBF
CHC03 유아 18개월 DBF
CHC04 유아 예방접종 DBF
MHC01 임산부 산전관리 DBF
MHC02 모자보건 산전관리 DBF
MHC03 임산부 산후관리 DBF
MEDICODE 의약품 관리코드 ORCL
MEDISTOCK 약소모품 사용 내역 ORCL
ZIP 주소 정보 D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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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데이터 변환 및 추출

보건소 내의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왔으므

로,  현재의 각각의 시스템간의 내용이나 데이터의 의미, 데이터베이스의 컬
럼의 의미 등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기반이 되는 OLTP 
시스템의 자료들이 통합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자료 

자체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불일치 자료들을 일치시켜 저장하
기 위해 ODS(Operational Data Store)를 거쳐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저장한다.

③ 보건소 데이터 통합, 일치, 조합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각종 운 계 시스템에 대

한 데이터를 정제하여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역활을 하게 된다. 같은 내용이
지만 다른 데이터로 저장 된 경우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저장할 때는 일치 시

켜주어야 한다.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 시계열성을 도입하기 
위해 시간 데이터를 데이터웨어하우스 내부에서는 모두 일치시켜 주어야 한

다. 분석을 위한 factdata는 수치형 데이터이므로 비수치형데이터를 분석하
기위해서는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ODS(Operational Data Store) 모델링

ODS는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개념을 OLTP시스템의 환경으로 끌어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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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즉, 각각의 기존 OLTP 시스템상의 자료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컬
럼 및 데이터의 의미 등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도레벨 ODS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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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데이터웨어하우스 모델링

데이터웨어하우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설계된 ODS에서 데이터 분
석 및 모형개발에 필요한 항목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론에 따른 단계를 

거치면서 문헌적 고찰을 통해 나타난 항목으로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 만
들어진 데이터웨어하우스는 기본적인 환자정보를 가지는 테이블, 진단정보 
테이블, 처방 테이블, 접종 테이블, 검사 테이블로 총 5개의 사실 테이블과 8
개의 차원 테이블로 모델링 되어졌다. 표 6은 도레벨 데이터웨어하우스 테이
블 정의서이고, 그림 9는 도레벨 데이터웨어하우스 개체 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표 6. 도레벨 데이터웨어하우스 테이블 구성
형태 테이블 필드 항목

사실 내소자기본정보
보건소ID,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우편번호, 
나이소그룹, 성별code

사실 상병 보건소ID, 등록번호, TimeID, 상병코드, 보험코드
사실 처방

보건소ID, 등록번호, TimeID, 약품코드, 처방용량, 
처방일수, 일일횟수

사실 접종 접종번호, 보건소ID, 등록번호, TimeID, 접종코드
사실 검사

검사번호, 보건소ID, 등록번호, TimeID, 검사코드, 
검사결과

차원 지역 우편번호, 지역그룹
차원 성별 성별코드, 성별명
차원 접종코드 접종코드, 접종명
차원 Time TimeID, 년, 월, 일, 주, 분기
차원 약품 약품코드, 약품명, 제조회사, 단위용량
차원 검사코드 검사코드, 검사명
차원 나이 나이그룹

차원 보건소 보건소ID, 보건소이름, 보건소PW,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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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레벨 데이터웨어하우스 개체 관계도

  전체레벨의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분석결과를 도별로 비교하기 위해 도레벨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도별코드차원 테이블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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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T(Extract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설계

  ETT작업은 각각의 보건소로부터 도레벨 ODS로 데이터 전송 될 때, 도단
위에서 전체레벨의 ODS로 데이터 전송될 때, 각 ODS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
로 전송될 때, 마지막으로 각 데이터웨어하우스로부터 다차원 분석을 위한 
테이블 구성을 위해 이루어 진다. 그림은 Microsoft SQL Server 2000에서 제
공하는 DTS패키지를 이용한 ETT과정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DTS패키지를 이용한 ETT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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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 설계

  상기분류와 데이터웨어하우스를 바탕으로 주제별 OLAP분석을 위한 다차
원 모델을 설계하 다.  SQL2000 의 olap manager를 사용하여 공유차원과 
팩트를 정의하고 주제별 큐브를 생성하 다.(그림 11)

그림 11. OLAP의 주제별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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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보건소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과 그에 따른 다차원 모델링을 통해 생성된 
OLAP CUBE로부터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사용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와 스프래드쉬트를 이용하여 보건

소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파일럿(Pilot)시스템으로 개발하 다. Microsoft 
Excel 2000을 이용하여 Analysis Services에 접속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서 사
용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스타일로 분석 가능하게 하 다.

그림 12. Microsoft Excel 2000(피벗테이블)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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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는 Microsoft Excel 2000(피벗테이블)을 이용하여 Microsoft Analysis 
Services에 접속하여 구성된 큐브와 공유차원을 통해 직접 분석하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최종 사용자가 직접 분석 화면을 구성 가능하
며, 다양한 액셀 기능을 사용자가 구성한 최종 분석 결과에 추가 할 수 있어
서 사용자 분석 유동성 및 탄력성이 매우 높다. 그림 13은 그림 12의 데이터
를 챠트로 변환한 화면이다. 챠트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전체 데이터 트랜드
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Microsoft Excel 2000(피벗챠트보고서)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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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icrosoft Excel 2000(피벗챠트보고서)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그림 14는 검사 항목별 데이터에 시간 차원을 적용하여 원형 챠트 형태로 
분석하는 화면이다. 분석 형태에 따라 2D 혹은 3D 형태의 다양한 챠트로 
분석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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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 분석을 위해 웹페이지를 만들었으며, 페이지 구축에 
사용된 언어는 ASP, HTML, Java Script를 사용하 고, 웹컴포넌트(Web 
Components) 개발용으로 비주얼 베이직과 Olectra 6.0 Chart Control을 사용
하 다.

그림 15. 보건소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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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은 OLAP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3차원 그래프와 피벗 테이블 형태
로 분석 할수 있는 초기 화면이다.

그림 16. 보건소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항목별 통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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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보건소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보건소별 실적분석 화면

  그림 17은 각 보건소별 실적분석 화면으로 각종 통계를 보건소별로 비교
함으로써 각 지역별 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수행 상황을 평가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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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정보시스템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도 병원 전산화에 못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보건소

가 확대되었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

하고 활용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개념의 대두로 보

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축적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출력하는 기존의 

운 시스템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업무지식을 창출

하고, 지식기반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지원

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를 위하여 지역 보건소 운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도단위에서 취합하여 데이터웨어하우

스 모델을 제시하 다. 제시된 도단위 데이터웨어하우스 모델에서 국가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부분만 취합하여 전체 데이터웨어하우스 모델을 제시하

다.

  구축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다차원 분석

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분석처리 기법을 사용하 고 OLAP 도구를 이용

하여 차원을 정의하고 분석용 큐브를 생성함으로써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최종 사용자인 의사결정자가 분석을 통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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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다양한 조건의 분석결과를 스프레드시트와 챠트를 이용하여 보여주도

록 하 다.

여러 기업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개발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는 개발되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고 단지 외국의 경우 의료용 데이터웨어하

우스 구축에 있어서의 이슈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Pedersen 등, 1998). 국내

의 경우 의료용 데이터웨어하우스 아키텍쳐 개발에 관한 연구(김종호 

등,1999), 병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조경원, 2000) 와 보

건소 방문간호사업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에 대한 연

구(전경회, 2001)가 있었다.

  본 연구의 특징으로는 첫째, 보건소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운 계 데

이터를 각 사업별로 수집하고 업무를 파악하여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표준화하고 변환작업을 거침으로서 데이터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

다. 둘째, 이러한 보건소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단위 보건소에 산

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단위 데이터웨어하우스 모델을 제시하 다. 셋째, 일반 정보시스템에서도 

각각의 분석내용을 퀴리를 통해 구현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각 분석항목별로 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구축된 데이터웨어하우스로부터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OLAP 기법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모델을 웹으로 개발하 으므로 

미리 정의된 몇 개의 분석화면을 통해 최종 사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

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선택하여 분석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 기 때문에 

사용자의 접근도가 우수하고 선택의 폭이 다양하므로 기존의 정보 시스템에

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자료 출력이나 경 자 정보 시스템과는 구별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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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주의 시스템 이다.

  본 연구에서는 K시 보건소 운 계 데이터를 대상으로만 한정지어 의사결

정지원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계 으므로 보건소에서의 의사결정지

원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의 표준화 틀은 제시하 으나 그에 대한 성능평

가를 못한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건소 데이터웨어하우스 모형 설

계 및 파일러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건소 중심사업에 대한 데이터웨어하우스

를 설계하고 실제 보건소 운 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온라인상으로 분석을 실행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 56 -

VI. 결  론

  21세기 정보지식사회에 대비하여 보건소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재창조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보건소 정책 수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정보체계가 

요구된다.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의료 자원을 정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의사결

정지원시스템 등 지식경 시스템의 보건소에 도입이 요구되며 그 방법론 및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진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K시 보건소 운 계 시스템에 산재되어있는 보건의료 기초데이

터를 이용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 설계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축적된 정

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모형을 개발하 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나 정보를 입력․조회․출력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업무 지식을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지식경 시스템을 운

용할 수 있는 전사적인 지식 경 의 비전 및 이의 전략을 수립하는등 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 다.

  향후 본 체계화된 시스템을 보건소의 정보화시스템에 도입해 봄으로써 단

지 쌓여만 있는 보건소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으로써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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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럿시스템을 구축해 봄으로써 시행착오로 가져오게 될 막대한 의료자원의 

손실 또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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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Data Warehouse for Decision Support in Public 
Health Center

Yoo Heon Ko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 D.)

  With improvement in our economy and rising interest in health, the role 
of public health centers in our society is increasing. In order for health 
centers to provide quality services, there is a need for an information 
system that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to health center managers to 
support their decision-making based on a comprehensive data warehouse 
which contains decision-related information.
  In this study, model data warehouses that support decision-making were 
presented using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approaches at three levels: 
community, province, and the nation. In the centralized model, data 
warehouse would not be constructed at an individual health center.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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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ial data warehouse would be constructed at the province level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health centers. The national data warehouse would 
be construct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provincial data warehouse. 
On the other hand, data warehouse would be constructed at every health 
center and provincial department in a decentralized model. Advantages as 
well as methods for constructing data warehouse in a centralized model 
were presented.
  Microsoft SQL Server 2000 was used to design the data warehouse and 
Microsoft Analysis Services was applied for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health center was developed 
using graphs and spreadsheets, which enables the user to easily access 
data warehouse and analyze the various policy scenarios. The program 
languages used in building the websites were ASP, HTML, and Java Script. 
Visual Basic, and Olectra 6.0 Chart Control were used in developing the 
web components.
  To dat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only experimenting with a 
decentralized model. However, as we presented in the study, a centralized 
model is less costly and is easier to implement at the community level 
considering a lack of system skilled workforce. Accordingly, a pilot data 
warehouse should be constructed using a centralized model at one province 
as a demonstration basi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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