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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k® Sense 소개

최고의 셀프서비스 분석 솔루션

Qlik Sense는 차세대 셀프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탐색 및 검색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대화식 시각화분석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Qlik Sense는 QlikView 유저들을 통하여 입증되었으며 특허를 받은 Qlik의 2세대 엔진 기술인 QIX
Associative Data Indexing Engine에 구축됩니다. Associative Data Indexing Engine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다양한 소스 간 데이터 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계는 숨겨져
있어 계층식 또는 쿼리 기반 접근 방식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Qlik Sense는 직관적인
탐색, 스마트한 검색 및 시각화를 통해 더욱 빠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며 데이터
스토리텔링 및 모빌리티를 통해 지식 공유 기반을 더욱 넓힙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
기능을 통해 정확도와 안정성도 강화하는 진정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입니다.

Qlik Sense는 모두를 비즈니스 전문가로 만들어줍니다. 강력함과 유연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셀프서비스 방식을 통해 기업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며 더욱 빠르게
행동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BI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 QlikView® 
Qlik Sense가 다시 이어갑니다. 

Qlik Sense 는 개인, 팀, 전 세계 등 일하는 방식과는 상관없이 조직 내 누구에게나 폭넓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lik Sense를 사용하면, 유형이나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는 셀프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및 탐색을 위한 가장 유연하며 현대적인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조직에서는 이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거버넌스와 성능 중 그 무엇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탐색 및 분석, 시각화 생성, 협업 등 어떤 상황이라도 Qlik Sense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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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ve Data 
Indexing
QIX (Qlik Index) engine은지난 
십 년간 Qlik 제품의 기반이 된,
입증되었으며 특허를 획득한 2
세대 엔진 기술로 사용자가 자신의
직관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상 데이터
인덱싱 및 동적 계산을 제공합니다.
연상 데이터 인덱싱은 복잡하고
소스가 여러 개인 데이터세트
간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데이터 관계는 숨겨져 있어 계층적
또는 쿼리 기반 접근 방식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선택 또는 검색할 때마다 이러한
피드백을 활용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셀프서비스 시각화 및 검색

Qlik® Sense는 사용자가 신속하게 정보를 탐색하여 중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하고 반응성이 뛰어난 HTML5 클라이언트에서 첨단 시각화 및

검색 환경을 제공합니다. Qlik Sense는 사용자 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직관력 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관적인 탐색 및 검색

Qlik Sense에서의 탐색은 매우 놀랍습니다. 사용자는 어떠한 제한이나 경계

없이, 어디에서든지 선택 및 검색 같은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을 통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QIX Engine이 각 클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모든 분석을 다시 계산하고 알아보기 쉬운 색상 신호(녹색: 선택됨, 흰색:

연관됨, 회색: 관계없음)를 통해 데이터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통찰을 얻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 간 간과하기 쉬운 숨겨진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Global Smart Search 를 사용하면 키워드를 사용해 전체 데이터세트를 검색하여

통찰을 얻고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Qlik Sense는 자동으로 원하는 값과

일치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값을 여러 개 입력한 경우 Qlik Sense는 일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값 사이 존재하는 관계, 연관 정도에 따른 결과 순위까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정보가 어디에 있든 즉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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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시각화

Qlik® Sense의 스마트한 시각화는 데이터의 의미를 전달하는 새롭고도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정보 요약, 지능적인 색상 변화 사용, 스크린 크기에 맞춰 정보를 표시하는 반응성이

뛰어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화가 자동으로 QIX Engine에 통합되므로 완전

대화형이며 앱 어디에서든 컨텍스트 내 변화에 반응합니다.

사용자 주도 생성

Qlik Sense만 있으면 누구나 비즈니스 분석가입니다. 더 이상 분석을 하기 위해 보고서나

변경 사항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객체를 서로 연결하거나 복잡한 SQL 쿼리를 작성하지

않아도, 심플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Qlik Sense를 활용하여

손쉽게 원하는 차트나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수준만큼만 정밀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측정치, 객체 라이브러리를

중앙집중식으로 통제하여 공유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또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다양한 소스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신속하게 로드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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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및 통찰 공유

Qlik® Sense는사람과 장소 위주로 설계되어, 사무실 및 모바일 설정 두 가지 모두에서 분석

및 통찰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그룹과 팀은 Qlik Sense를 통해 손쉽게 협업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정보 허브는 다양한 주제 또는 작업 그룹을 위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조직적이면서 세심하게 통제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가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관련 분석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는 Interactive Data Storytelling을 통한 분석을 사용해 결과에 대한 설명과 그래픽이

포함된 안내형 스토리를 생성 및 발표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다양할수록, 시점도

다양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시간 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므로

사용자는 논의 시 제기될 수 있는 후속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Qlik Sense는 철저히 모빌리티를 위해 설계되어, 본질적으로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어느 장치에서든 탐색, 분석, 생성, 협업 등의 전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터치 기반 HTML5 클라이언트는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시각화, 데이터, 기능을

지능적으로 적용하는 반응성이 뛰어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어떤 장치에서든 가능한 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Qlik Sense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에서든, 문제가 발생하는 그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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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그리고, 그룹의 지식 공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lik® Sense는 개발자 및 IT 관리자에게 정보 및 분석 환경을 구축, 배포 및 통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업 사용자에게 필요한 유연성 및 셀프서비스

민첩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자 설정, 확장, 데이터 통합

Qlik Sense는 비즈니스 고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완전한 사용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풍부한 분석 앱을 구축하기 위한 공개 및 표준 API 전체 세트를 제공하고, 기존 솔루션에

시각화를 삽입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각화 및 객체를 위해 Qlik Sense 기능을 확장합니다.

또한, 강력한 데이터 통합을 통해 조직에서 외부 도구나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질적이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정리하고, 변환하며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Qlik Sense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 ERP, 웹 소스 등 사실상 어떤 데이터

소스에도 연결할 수 있으며 어떤 데이터 소스라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irect Discovery

를 통해 메모리에 데이터를 로드하지 않아도 Hadoop, Teradata, Cloudera와 같은 빅 데이터

소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거버넌스 및 성능

Qlik Sense를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독립실행형 시각화 도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통한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직에서는 관리, 거버넌스, 보안,

확장성 등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고도 셀프서비스 검색의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MC(Qlik Management Console)는 다중 지역 배포를 비롯해 Qlik Sense의 모든 영역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심입니다. QMC는 콘텐츠 및 리소스에 대해 매우 다양한 구성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속한 배포, 효율적이고 유연한 라이선스 관리, 애플리케이션, 객체,

데이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웹 기반에, 반응성이 뛰어나며 터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어느 장치에서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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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k® Sense는 중앙집중식의 유연한 규칙 기반 보안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보안 모델은

제품의 모든 영역에 대해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며 강력한 보호 성능을 발휘합니다. 관리자는

제품의 모든 영역에 대해 사용자, 활동, 리소스, 환경을 기반으로 보안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는 중앙집중식 라이브러리는 조직 간 데이터 및 분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동적 데이터 압축을 통해 행과 열 수준까지 액세스하여 정보에 대한

세분화된 제어가 가능합니다.

Qlik Sense는 탄력적인 크기 조정 아키텍처를 사용해 구축되었기 때문에 지역 간 원활한 배포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로컬 및 클라우드 환경의 신속한 설정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Deployment Management Console이 포함되어 있어 더 높은 용량 및 성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핵심을 이루는 QIX Engine을 통해 Qlik Sense는 매우 많은 사용자와 대규모 데이터세트까지

확장할 수 있어 업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고속 동적 계산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Qlik® 정보

Qlik (NASDAQ: QLIK) 은 데이터 검색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셀프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및 유도 분석에 대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 33,000명의 고객이 Qlik 솔루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소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데이터 내 숨겨진 관계를 탐색하여

훌륭한 아이디어의 바탕이 되는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래드너에 본사를 두고

있는 Qlik은 1,700명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100개 이상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Web  www.isusystem.co.kr  │  Add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Tel  02-590-6799  │  Fax  02-3476-2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