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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들)

모든�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찰력을� 얻고� 최적화하고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전환합니다.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 대량의 
데이터를� 쿼리하여� 신속한 
분석(ad-hoc analysis) 및 
보고서를�생산할�수�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자회사를�보유한�데이터�중심 
조직은, 원활한� 내부� 운영을� 위해 
이러한� 데이터의� 통합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객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만명의 
직원을�보유한, 민간�부문에서�가장�큰�베트남 ICT 기업입니다.  
��년�이상�기술�분야를�개척해�오면서, ��개국에�걸쳐�사무소를 
보유하는� 등� 빠르게� 확장하였으며, 서로� 다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개�자회사를�보유하게�되었습니다

우리�고객은�하위�회사별로�많은�사용자�정의(customization)가�포함된�레거시 Oracle ERP를�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오래된�시스템으로  비즈니스�실적은�둔화되고�전반적인�경영�시스템을�개선하기가�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은� 자료의� 오류와� 다른�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해� 고객의� 관리팀은� 운영 
데이타를�최적화�하는�솔루션을�찾아야�했습니다.

기업이�데이터�중심으로�전환하는�경우, 고객�분들은�이러한�문제를�가볍게�여겨서는�안�됩니다. 따라서�고객 
분들은, 모든�자회사에�대해�정확하고�시기적절하며�고도로�분석적인�데이터�관리�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 
FPT 소프트웨어가 MS Azure Synapse Analytics 기반의 Data Lake 변환할� 수� 있는� 회사라는� 신뢰를 
주셨습니다

경영진이� 데이터를� 집계하고� 적시에� 통합�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소비했기�때문에�기업�지배구조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룹� 관점의 ���도� 뷰� 리포트� 또는� 모든� 자회사� 데이터를� 집계하고�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자회사� 간� 업무연계를� 위해� 적절하게� 공유될� 만큼� 충분히� 표준화� 및�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객� 분들은� 적시에� 통합된� 보고서와� 투명성을� 위해� 자회사� 간의� 복잡한 
데이터를�있는�그대로�실제�자료의�원형으로�변환하는�데�도움이�되는�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FPT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변화를� 같이� 할� 수 
있는�동반자로�믿어주셨습니다.



솔루션
Data Lake의�주요�목표는�최종�사용자(end user)가�액세스(접근) 할�수�있는�여러�자회사의 LOB(Line of 
Business) 정보를� 연결하여� 이러한� 페르소나가� 효율적인� 비용으로� 통찰력을� 활용하여� 비지니스� 성과를 
향상시킬�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페르소나 :사람을�알리고�식별하는�데�쓰이는�데이터�요소와�그�값의�집합 
Data Lake :데이타를�모아서�관리하는�하나의�기법

 데이터�변환�프로세스를 �단계�접근�방식으로�단축할�수�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FPT는�서로�다른�여러개의 ERP로�구성된�기존�운영�체제의�데이터를, 통합된 
하나로�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우리� 팀은 Azure Data Factory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재무(PnL, AR, AP, 
계획� 및� 추정� 포함), CRM, HR,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하고 Azure Data Lake Storage 및 Azure 
Databricks를�통해�데이터를�통합�및�정리�하였습니다.

데이터�보안을�보장하기�위해 FPT 소프트웨어�팀은 AES 암호화�모델을�사용하여�전송�및�저장�데이터를 
암호화했습니다.

직원�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HR 
데이터를�암호화합니다.

기존�시스템과�신규�시스템간 
데이터� 통합을� 위하여, 단일 
접속점(access point) 및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소스를 
통해�보고서를�생성합니다.

약 ��여개�회원사와�협력하여 
요구� 사항� 수집, 현재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및 
갭(Gap)을� 확인하고, 상호 
조정�가능한�방법과�산출물을 
생성합니다. 

Azure Synapse 
Analytics를�사용하여 
통합된�엔터프라이즈�규모 
개발�환경을�구성하세요.

Microsoft 팀과�협력하여 
최적의�사례(Best Practice) 
모델�설계�및�적용: Azure 
방화벽, AAD, Key Vault…

전용망�채널을�통해�데이터 
센터와�본사에�연결하고, 
본사에서 Microsoft까지의 
고속�경로를�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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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시간과�비용�효율성 ��

��

��

서로� 다른� 여러� 레벨의� 자회사� 사용자들이, 회사� 전체에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표준화� 및� 공유하여� 에러없는� 준� 실시간(near 
real-time) 운영을�보장할�수�있습니다.

준�실시간(near
real-time) 경영보고

직원과�관리자�모두�필요에�따라�보고서에�액세스하고�재무, CRM, 
HR에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각� 자회사에� 대한 ���도� 통찰력을 
바탕으로�더�나은�의사�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이�데이터�플랫폼은 
단일� 기업� 수준에서� 그룹의� 자회사에�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 보고 
시스템을�만드는�데�이용합니다.

일관성�및�투명성 데이터는� 더� 이상� 전체� 관리� 프로세스의� 방해요소가� 아닌, 어디서나 
바로� 추출하고� 즉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신속하게�추출하여  즉시�사용할�수�있습니다.

FPT 소프트웨어의�기술�전문가들은�최신�기술, 효율적인�통합�환경�및�최저�비용으로�배포�시간을�단축할 
수있는 Microsoft의 Big Data Analytics 서비스를�기반으로 Data Lake를�구축하기로�결정했습니다.
MS 파트너와 FPT의� 데이터� 전문�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유틸리티를� 통해, 고객의�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성공적으로�해결하고�기업�지배구조에서�큰�가치를�제공했습니다.

FPT소프트웨어�개요
FPT는�베트남에�본사를�두고�있는�세계�유수의�기술·IT 
서비스�제공�업체로�매출액은�약 ��억달러이며�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FPT는� 디지털� 전환의 
선구자로서�스마트�공장, 디지털�플랫폼, RPA, AI, IoT,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클라우드, 증강현실/가상현실, 
비즈니스�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FPT는� 전� 세계의 ����개가� 넘는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개 
기업이�항공�우주, 자동차, 금융�및�은행, 물류�및�운송, 
유틸리티� 및� 기타� 산업� 분야의� 포춘� 글로벌 ���대 
기업이다. FPT 코리아는 FPT의�자회사입니다. 

자세한�내용은�웹사이트�참조: 
www.fpt-softw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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