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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base 개요
Hyperion Analytic Service (Essbase)는 다양하고 분산된 정보시스템의 자원을 통합하여 경영성과 관리( BPM)에 필요한 분석업무, 리포팅,
관리회계, 경영계획/예산 수립 및 경영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전사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OLAP 서비스입니다. 강력한 분석 능력과 대용
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비스 분산, 멀티 프로세스, 개발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으로 전세계 많은 업체에서 도입,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Oracle Essbase 는

 Multi-Dimension Database Server 로서 ,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Suite Enterprise Edition을 보완하고 Hyperion
기획 및 성능 관리 툴을 강화하는 ‘분석 서버’ 입니다

Essbase 적용 분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유연성
고객분석 및 리얼타임의 공급망 분석 등과 같은 대량의 데이터
를 분석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Planning, Forecasting, Finance와
같은 복잡한 계산과 Write-Back을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및 예측
분석업무에서도 높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장점
Oracle Essbase는 진보적인 분석 엔진으로 강력한 계산, 재무,
시계열 분석 능력으로 좀더 빠른 데이터 접근 및 분석을 가능
하게 하며 예측, 시나리오 비교, 추세 가정 등 수백 개의 내장
된 함수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미래를 예측 및 분석할 수 있습
니다.
가정(What-if) 시나리오를 위한 모델링 및 쓰기 기능은 새로
운 정보를 생성해 미래 계획에 필요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Oracle Essbase의 장점
• 다차원 분석, 예측 및 모델링 시나리오 분석, 예측분석, 경
영진의 EIS를 위한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
Information Age가 BlackBerry, Google, Netscape, Linux와 함
께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대 기술 혁신 중 하나
로 선정한 Hyperion Essbase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를 축출하여 이들 데이터를 연산하고 종합해, 신속하게 결과를
제공하는 멀티 디멘션 모델의 온라인 분석 처리 (OLAP) 서버입
니다.
Hyperion Essbase는 Oracle Database 11g 및 기타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 파일, 스프레드시트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
터의 추출을 지원하고, XML/A, MDX 같은 여러 가지 API 및 언
어를 통해 쿼리 접근을 제공합니다.
Oracle OLAP와 마찬가지로 Hyperion Essbase는 데이터를 특
별히 최적화된 멀티 디멘션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지만 Oracle
OLAP와는 달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 외부의 자체 전용 서
버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Oracle OLAP 최신판을 사용하면 분
석 및 최신 연산 기능을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추가할 수
있는데 비해, Hyperion Essbase는 보통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획, 예측 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이
종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Oracle BIEE with Essbase
ROLAP 과 OLAP 의 완벽한 조화
Essbase 는 비정형 질의/분석 및 대용량의 Reporting을 요구하는
업무에 적합한 ROLAP 제품의 장점과 정교한 정형 분석 및 예측
및 시뮬레이션과 같은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한 업무에 뛰
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MOLAP 제품의 장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BI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솔루션입니다.

• 생각의 속도에 맞춘 응답속도로 업무 성과 분석, 의사결정
에 필요한 정보의 빠른 전달 및 오피스 연계 분석, 사용하기
쉬운 UI 및 강력한 GUI제공
• 350개의 내장된 함수를 통해 업무 모델 설계에서 업무 룰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
• 사업 분야별 사용자간의 빠른 업무 설계 및 다차원 분석
기능 제공, what-if 시나리오 분석 및 예측 분석 등을 통한
추이분석, 미래 예측 등의 업무 분석 기능 제공

Essbase 구조
Hyperion Analytic Service (Essbase)는 다양하고 분산된 정보시스템의 자원을 통합하여 경영성과 관리( BPM)에 필요한 분석업무, 리포팅,
관리회계, 경영계획/예산 수립 및 경영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전사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OLAP 서비스입니다. 강력한 분석 능력과 대용
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비스 분산, 멀티 프로세스, 개발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으로 전세계 많은 업체에서 도입,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Architecture

Essbase 저장 구조

전사적인 확장을 위해 목적별 5가지 서비스 제공

ASO & BSO 두가지 타입의 저장구조 지원

Essbase는 저렴한 하드웨어에서 수만 명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
합니다. Enterprise Service라는 자체 부하 분산 미들웨어 엔진을
탑재,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쿼리를 던질 때 로드밸런싱 및
클러스터링 역할을 수행하여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분석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yperion Essbase는 Oracle Business Intelligence Suite
Enterprise Edition을 보완하는 3개 층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Hyperion Essbase는 어그리게이션 데이터에 최적화된 특별한 멀
티 디멘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고가용성
Essbase는 고도로 집계되고 집적된 데이터로(큐브사이즈 최소화)
거대 차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차원 내에 백 만개 이
상의 멤버로 구성되며 최소한의 로드 및 계산 시간을 위한 빈틈
없는 배치 관리 윈도우를 제공합니다.
large data sets에 대한 navigation 허용합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들의 ‘생각의 속도’에 맞춰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ransaction 과 DW 시스템의 통합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용량 Enterprise Analysis 를 위해 64bit 완벽 지원

데이터 압축
데이터 형태에 따라 압축기법 선택
Bitmap encoding, RLE(Run-Length encoding), ZLIB의 3가지 압
축기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ube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형
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BSO의 경우 물리적으로
인덱스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합쳐서 한 큐브
당 40(TB)까지 지원
합니다. (ASO는 무제한)
최대차원, 최대멤버수
큐브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Hyperion Essbase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블록 스토
리지’나 ‘어그리게이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으
며, 전자는 읽기/쓰기 접근을 요구하는 작지만 고밀도의 데이터
세트에, 후자는 다양한 디멘션 및 읽기 전용의 저밀도 판매 분석
형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 설계됩니다. 파일 들여오기나 직접
SQL 추출 혹은 Hyperion Essbase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제공되는
유틸리티를 통해 Hyperion Essbase에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습니
다.







Essbase v7.x : HP(Itanium) 64bit만 지원(Only)
System9 Analytic Service V9.3 :
모든 64bit Machine/OS 지원
→ AIX, Solaris, Opteron, Zeon, HP-UX
64bit System9 Analytic Service 향상된 성능
(1) Bigger outline의 지원
(2) Better Performance
Data Load & calculation, user concurrency
(3) 2GByte이상의 cache size 지원
index cache, data cache …
64bit System9 Analytic Service는 32bit 보다 많은 thread
를 이용한 빠른 Performance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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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Essbase 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며,

시스템 확장성

개발 확장성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MP(대칭형 멀티 프로세싱) 지원 및 성능 조정 능력

개방형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 접속 API 제공

 규모에 따른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합니다 - Oracle

Essbase는 큐브 생성, 계산 및 데이터의 조회 시 SMP
( Symmetric Multi-Processing) 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 적재나 계산작업 수행 시 사용할 스레드 (thread)
와 메모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적재할 데이터량이 많고 복잡한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면, 보다 많은 CPU자원과 Os와 별개로 메모
리영역을 할당 받아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ssbase는 개방형 Multi-Dimensional Database로써 접속 API 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60여 개의 3rd party 분석 및 Reporting
Tool이 Essbase 연계를 지원하고, 4GL 프로그램언어(VC++, VB,
Delphi, Power Builder)와 Web언어(ASP, JSP, PHP)를 이용해서
Analysis & Reporting 화면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Essbase는 차원 및 Member 제한이 없습니다. 동시 사용자
4000 ~ 10000 이상 지원하며, 단일 또는 이기종 서버에 대한
Partioning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DB사이즈의 확장, 다수
사용자의 Read-Write back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개발 및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 - Oracle Essbase는

Modeling 및 Business rule 모듕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손쉽고,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어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누구나 손쉽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Oracle
Essbase는 250개 이상의 통계, 재무, 예측, 분석기능, Time /
Financial Intelligence, Simulation 기능, 계정과목, KPI, 조직에
대한 Tree 구조 등 다양한 기능을 내장 하고있습니다, 이를 통
한여 원가, 수익성, Simulation, planning 등 다양한 분석을 쉽
게 구현 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Orcle Essbase는
C, C++, VB, Java, XML for Analysis, XBRL 등 표준 API 를 지
원함으로써 다양한 Front-end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동시사용자 확장성
J2EE 기반의 JAVA Platform하에서 대량사용자에 대한 성능을 보
장 합니다. Enterprise Service의 Load Balancing, Clustering,
Connection Pooling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10000명 이상의 다수
의 사용자의 요구(Request)를 분산하여 신뢰성 있는 응답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장성
Partitioning 기능을 활용한 다국적 확장모델
(예) 미국 본사에서 실적 집계데이터를 조회하다가 한국지사의
Essbase의 상세 영업사원별 실적을 보고 싶다면 Transparent
Partitioning 기능을 이용하여 한국지사의 Essbase서버로 접근
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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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능
다양한 분석 도구
Oracle Essbase는 사용자 계층 및 분석 수준에 적합한 사용자 도
구를 제공합니다.
Oracle Essbase 는 C/S와 Web-based(HTML, Applet) 및 OfficeIntegrate 기반의 쿼리&레포팅 및 OLAP을 제공합니다.

Drill up-down
Oracle Essbase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상하위로 분석관점을 변경
하는 Drill Up-Down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Pivoting

Highlight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하여 분석 축을 변경하는 Pivot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내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놓고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는
트래픽 조명 기능을 제공합니다.

Drill-Through

Filter

다차원 모델링, 기존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적재, 사용자 및 데이
터베이스 관리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복잡한 프로그램 개
발과정 없이 그래픽 사용자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인티그레이션 서비스(Integration Services)를 이용하여
드릴스루(Drill through) 기능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큐브 탐색기에 의한 필터 기능과 메뉴에 의한 필터 기능을 이용
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정제하여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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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능
비율 ( Percentage )
비율계산은 멤버 계산식을 이용하여 큐브에서 처리 하거나, 계산
기능을 이용 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What-if 분석

Simulation

Essbase가 다른 MOLAP엔진과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은 권한에
의해 입력(write-back)을 지원하는 다차원데이터베이스라는 것입
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현재 만들어진 분
석 애플리케이션에 변경사항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환율, 유가, 이자
율, 콜금리 등과 같은 드라이버(Driver) 들을 변경하고 기존 데이
터에 대해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면 다음 분기 추정 재무제표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증감율이라던가 생산수
량의 증감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Essbase는 과거 데이터(Historical Value)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
하기 위한 MOVAVG, SPLINE, TREND와 같은 다양한 함수를 제공
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함수를 이용하여 3개월 이동평균 및 회귀
분석, 시계열분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회귀분석이 아
니고 예측모델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Historical Value)로부터 미래 예측을 위한
MOVAVG, SPLINE, TREND와 같은 다양한 함수 제공
•3개월 이동평균 및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 수행
•단순 회귀분석이 아닌 예측모델에 따른 알고리즘 구현 가능







기간 분석
시간 지능(Time Intelligence)와 재무지능(Financial Intelligence)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시간지능으로 누적 값 및 전년 전분기
전월등의 데이터를 간단한 함수(Function)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
고 @prior, @next 등의 함수는 조회하는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전년 전월의 데이터를 계산하여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적용 사례

Data Mining
내장된 데이터 마이닝 마법사기능을 이용하여 쉬운 인터페이스
로 마이닝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된 데이터를
OLAP분석결과와 연계하여 레포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원 알고리즘
Associste rule
Cluster
Decision Tree
Native Rayes
Neural Network
Regression
Scoring
Transformation

Linear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with Seasonal Adjustment
Single Exponential Smoothing (SES)
Double Exponential Smoothing (DES)
Triple Exponential Smoothing (TES)

Essbase 주요기능
Hyperion Analytic Service (Essbase)는 다양하고 분산된 정보시스템의 자원을 통합하여 경영성과 관리(BPM)에 필요한 분석업무, 리포팅,
관리회계, 경영계획/예산 수립 및 경영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전사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OLAP 서비스입니다. 강력한 분석 능력과 대용
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비스 분산, 멀티 프로세스, 개발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으로 전세계 많은 업체에서 도입,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분석 기능
Sorting
조회된 데이터에 대해서 복수 Key에 대해 오름차순, 내림차순
으로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함니다. 검색조건을 바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Function
Essbase 는 250개의 다양한 통계 및 배부, 재무, 예측 함수를 제
공합니다. 단순한 함수사용 뿐 아니라 조건연산자(IF, Do Loop,
Fix)를 이용한 비즈니스 로직 생성을 생성 하며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매크로를 이용 복잡한 통계함수 생성 합니다. 또한
Risk Management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실제 응용된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anking
원하는 범위 내에서 순위(Ranking)을 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
다. 순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옵션 제공되어지며 SkipMissing(값
이 없는 데이터) 또는 SkipZero(값이 0인 데이터는 제외) 함수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순위 데이터에 각종
연산작업을 하여 재순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Visual Explorer
사용자들이 드래그 앤 드롭 (Drag & Drop) 방식만으로 업무 데이
타의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쉬운 인
터페이스 및 강력한 분석기능 그래프 차트 등을 지원합니다

Reporting

다섯가지의 리포트 템플릿
Esbase 는 스프레드시트, 차트, 가로세로조합, 사용자 정의 포맷
등으로 원하는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테플릿을 사용
할 경우 아주 빠른 시간에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 템플릿 이외에 사용자 정의 포맷을 이용할 경우 외부 그림파
일이나 툴에서 제공하는 각종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복잡한 리포팅
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Value Partner Through Strategy Execution

㈜ 에스이파트너즈

143-914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8번지 99호 3층
TEL. 02-3775-0360
FAX. 02-3775-0370
www.separtners.co.kr

제품

문의 : khlee@separtners.co.kr
cys@separtners.co.kr

교육서비스 : khlee@separtners.co.kr

SE Partners 는
 근본적으로 고객에 가치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모든 직원이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고객 성공의 동반자입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을 위한 스스로의
가치와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영 컨설팅 및 솔루션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비전/중장기 전략, 조직, 인사
분야의 전문가 및 ERP, SEM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
(Second Edition Value)의 컨설팅 및
IT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