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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부분의 기업들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데이터의 품질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품질 평가가 기업의 효과 인 운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 다양

하게 연구되고 있는 데이터 품질 평가 모델에 하여 기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융합 이며, 응  모델인 DQnA 모델에 하여 서술하고, 이를 활용한 품질 분석 방법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Key Words : 데이터 품질, 평가 모형, 응  모델

Abstract   Now, almost enterprise is applying data analysis method using the information systems on 

based information technology. The data analysis is focusing on the Quality of the data affecting the 

decision-making of various companies. This is the result of the data quality is due to the important role 

in the various parts as well as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enterprise. In this study, we describe about 

the data quality assessment models that are currently being studied. Based on this, we  describe about the 

adaptive DQnA model being utilized for data quality analysis, and discuss about the quality analysis using 

this method 

• Key Words : data quality, evaluation model, adap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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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  정보화 이후 많은 정보가 다양한 정보 시스

템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정보

들에 한 신뢰성와 정확성, 그리고 필요한 용도에 응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 등에 한 많은 의문이 야기되

기 시작하 다. 이러한 정보의 품질은 축 되고 보 되

어 제공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의 품질에 많은 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높은 품질을 유지하며 제

공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얼

마나 높은 양질의 정보로 제공되어 질 수 있는 가의 문제

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품질(quality)을 평가하고 유지하기

가 쉽지 않으며, 이에 유연성 있는 품질 평가 모델의 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5권 제4호22

발과 개선을 한 평가 모형의 개발, 즉 데이터 품질을 

리하는 로세스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품질은 조직의 략과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요구자, 즉 의사결정자  계자

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 을 의미하는 것이다. 

데이터 품질의 높은 수 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한 데

이터의 품질평가는 측정(measure)과 분석(analyze), 그

리고 개선(improve)이 반복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13,14]. 

따라서 데이터 품질의 평가를 해 필요한 기 은 사

용자 요구(needs), 즉 데이터를 사용하는 업무, 사용하는 

사람의 목 , 그리고 주  단기 과 사용규칙에 따

라 달라진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은 주 인 평가로 이

루어지며, 이러한 평가는 품질 향상을 하여 다면 , 반

복 , 그리고 지속  평가로 이루어진다[2,15].

한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

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그리고 정보제공 환

경이라는 요한 요건들의 융합  결합 요소에 따라 그 

품질의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연구해온 데이터 품질 모델 

기술에 하여 그 이론  고찰과 선행 연구에 하여 연

구를 수행한다. 한 최근 제시되고 있는 수학  근 모

델을 통한 품질 평가 방법에 하여 알아보고, 이를 기반

으로 하는 데이터 품질 분석 모델을 활용한 기업의 데이

터 품질 분석 방법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2.1 데이터 품질의 정의

데이터란 컴퓨터에 장된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 

근거로써 사용되는 사실(facts)이나 값(value)을 의미하

며, 품질이란 어떤 것의 등  혹은 일반 인 기 (general 

standard)이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data quality)이란 특

정 사실이 특정 활용 목 에 부합하는 지 결정하기 해 

사용되는 주 인 기 (subjective standard)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에 한 평가는 원하는 시 에서 활용 목

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규칙을 

수하는지, 그리고 단 업무가 아닌 사차원에서 공유

될 수 있는 품질수 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과 목 , 그리고 업무 로세스

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는 끊임없이 변환하고 생성되므로 

데이터품질의 리를 한 로세스 역시 지속 이고 반

복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2 데이터 품질 평가 모델 

데이터의 품질평가 모델은 기 상 분석 심에서 

차 구조  분석 심 모델로 변화해 왔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지속 인 품질 개선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종

합 이고, 다면 인 평가를 한 통합모델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7]. 

2.2.1 현상 개선 중심모델
상  데이터 품질 요인 발견에 을 두는 모델이

다[4,5,6]. 

1980년  말 시작된 모델링 방법으로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 그룹에서 채택된 데이터베이스 평가를 평

가하는 Granick의 DB 평가 모델, 서지 데이터나 문 데

이터베이스를 질 인 측면에서 평가를 설계하는 

SCOUG 평가 모델, 데이터베이스 품질 에서도 서비스 

부분을 배제하고 데이터 부분에 을 맞추는 Large의 

품질평가 모델, 그리고 최종 사용자 환경의 사용자 만족

도에 한 요인 분석(factor analyaze)을 통해 평가하는 

Doll & Torkzadeh의 평가 모델 등이 있다.

2.2.2 구조적 분석 중심 모델
1990년  반 이후 제기된 연구 모델로 구조  데이

터 품질 요인의 발견에 을 두고 연구된 모델이다

[2,8,9]. 

기존의 연구에서 보다는 진 된 데이터의 구조  측

면을 고려한 평가 기 을 제시함으로써 보완된 기 을 

제시하는 Greg R. Notes의 DB 평가 모델, 데이터베이스 

품질 에서 데이터 부분에 주안 을 두고 있으며, 다음

과 같이 ①데이터 신뢰성 ②논리  무결성 ③물리  무

결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Brodie의 데이터 품질평가 

모델이 있다.

2.2.3 지속적 개선을 위한 통합 모델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모델로 총체 인 데이터 품질 

요인의 발견과 정의를 통하여 품질 개선을 한 차를 

시하여 이에 집 하는 연구 모델이다[3,5,10]. 

데이터의 품질 평가 뿐 아니라 품질 개선을 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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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를 시하고자하는 모델로 Larry P. English의 

TIQM(Total Information Quality Model)  모델,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을 정의하고 데이터 품질이 기업에 미치는 

향과 데이터 품질 개선에 한 3가지 주제를 심으로 

연구한 MIT의 TDQM(Total Data Quality Model) 모델

이 있다.

3. 웹 평가 모델
수학  모델링을 통한 품질의 정량화함으로써 일 된 

평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데이터의 

많은 평가 요소들의 강 과 약 을 도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의 유지와 개선 략을 정의하는데 

활용된다.

평가 시스템은 다음의 <Q, W, S, Φ, F>로 구성된다

[2,11,12].

① W는 각 역의 품질 평가 기 으로 계산되는 역

의 가 치 집합이다.    

W = (w 1, w 2, . . . , w n )

집합 W의 원소 w i
는 정의되는 역의 수 n의 값에 

따라 0 부터 1/n 사이의 값을 갖는다.   

② Q는 데이터의 품질을 요소들의 평가를 통하여 계

산되는 사  품질에 한 가 치를 말한다. Q는 함수 

F에 의해 0과 1 사이의 값으로 사상된다.

F(w 1, w 2, ..., w n) = Q,

Q = ∑
k

i=1
w i , 1≤k≤n

③ S는 각 역별 세부 평가 요소로 구성되는 평가 항

목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

각 세부 항목 s i의 가 치를 w si
로 표 하면, 역

의 가 치 w i
는

w i = w s1 + w s2 + ... + w sm
 이다.

S에 속하는 세부 평가기  α
i
의 가 치를 w αi

라 

할 때,

s i  = {( α
1, w α1

), ( α
2, w α2

), ...  ,

( α
l,w l

)}와 같이 표 하고,

w αi
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의한다.

④ Φ는 세부 평가 항목(S)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기

들의 집합으로 데이터의 평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Φ = (α 1, α 2 , ..., α l),
l = 1, 2, 3, ...

 

⑤ F는 데이터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이터 품질 평가 

함수이다. 함수 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 :W → [0,1]

함수 F는 역별 가 치에 따라 품질을 평가하여 데

이터의 사  품질을 0과 1사이의 갓으로 반환한다. 이

는 데이터의 품질 수 을 총체 으로 평가하는 값으로 

향후 유지  개선 계획 수립, 운용할 수 있는 요한 요

소가 된다. 즉, 재의 품질 수 을 의미한다.

Q를 구성하는 값 역별 가 치 w i
를 이용하여 분

석 모형을 구성하면 그림 1과 같은 웹 평가 모형이 된다.

 

ws5
ws1

ws4

ws2

ws3

[Fig. 1] Web Evaluation Model of quality level

웹 평가 모형은 역별 품질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계를 표 함으로써 정량 으로 평가된 데이

터의 품질 수 을 통하여 사후 리 시스템의 평가와 

리 방법, 그리고 개선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은 웹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역별 세부 평가 

구성 항목 간의 계를 도식 으로 표 한다. 특정 역

의 평가 세부 항목       간의 

수 을 거미  모형으로 표 하여 보여 으로써 항목별 

품질 수 의 균형을 단할 수 있으며, 유지 개선 분야를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2는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특정 역의 세부 항목 

균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각 항목의 세부 기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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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에 향을 미치는 세부 기 을 

악하고, 이에 따른 로세스를 결정하게 한다[4,12].

accur
nown

comprehensi

consisten
suitabil

objecti

[Fig. 2] Example of Web model on Data Area

4. 전사적 품질 평가 모델을 이용한 품
질 분석
사  품질 평가는 DQnA(Data Quality n Area)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응  평가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

림3은 데이터 품질을 사 으로 평가하는 Q를 구성하

는 역 품질 지수에 따라 해석하고, DQ5A(n=5) 모형은 

데이터를 모두 12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데이터 품질을 

분석하고 있다.  DQ5A(n=5) 모형은 n의 값을 5로 정의하

고 5개 분야에서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Fig. 3] Total Quality Index Model(DQ5A)  

데이터의 품질 평가 역에 따라 그 수는 증가 는 

감소될 수 있으며, 각 역은 데이터의 품질 평가 요도

에 따라 그 역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의 음  부분의 

평가 지수는 모든 평가 역에서 평균 이상의 품질을 유

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타(E-K) 

역에 속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는 재 데이터 품질 

역별 약 과 강 이 분명하게 분석되어 나타남으로써 정

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지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약 에 한 분석을 통하여 품질 개선을 한 수정 개선 

방안에 활용할 수 있다.

한 활용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그 가 치를 부

여함으로써 데이터의 요한 품질 지수가 무엇인지를 평

가하여 업무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정보 보안 모델로서

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다양한 평가 항목의 변화와 사용자의 다면  특성을 

고려한 평가 모델인 수학  도구를 이용한 평가 모델은 

분석 모형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평가 모델의 활

용은 재의 환경에 따른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고, 미래

의 변화에 유연하고 극 으로 처하도록 한다. 한 

DQnA 모형을 이용한 데이터 품질의 분석은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응  분석을 한 기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다

양한 분야에서의 융합  근을 통하여 제안된 모델의 

활용은 더 극 화될 수 있으며, 차후 정보 보안 품질의 

평가  분석 분야에서의 단계  활용 방안에 한 연구

가 지속될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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