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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설치 개요

IBM® Cognos® BI를 설치하고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구성하면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의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 안내서에
서는 IBM Cognos BI 구성하기 및 IBM Cognos BI를 IBM Marketing Software

와 통합하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Message 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단계를 완료해서 보고서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또한, eMessage 보고서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에 대한 설치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면 설치 로
드맵을 사용하십시오.

설치 로드맵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으려
면 설치 로드맵을 사용하십시오.

보고서 설치 프로세스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됩니다.

v 보고 구성요소를 설치합니다.

v IBM Cognos BI를 설치하고 테스트합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통합 구성요소 및 보고서 모델을 Cognos 시스템
에 설치합니다.

v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세부 지시사항을 찾을 위치에 대한 정보 및 관련된 단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설치 프로세스의 상위 레
벨 개요를 제공합니다.

표 1. 보고 구성요소 설치를 위한 로드맵
단계 설명 세부사항을 찾을 위치
전제조건 이해 Reports 설치에 필요한 시스템 전제조건을 이해하십시오.

중요사항: eMessage의 경우, eMessage 보고서 설치를 위한 추
가적인 전제조건도 이해해야 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
권장 소프트웨어 환경 및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
오.

eMessage의 경우, 9 페이지의
『eMessage 보고서에 대한 전
제조건』의 내용을 참조하십시
오.

© Copyright IBM Corp. 1999, 2017 1



표 1. 보고 구성요소 설치를 위한 로드맵 (계속)

단계 설명 세부사항을 찾을 위치
IBM Marketing Software 제
품을 설치하십시오.

보고서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개별 제품 설치 안내서를 참조
하십시오.

시스템 사용자를 설정하십시
오.

설정 > 구성 및 설정 > 보고서 SQL 생성기 페이지에 대한 액
세스 권한이 있도록 사용자를 구성하십시오. 보고 특성을 구성
할 때 이 사용자로 로그인하고 보고 스키마를 작성하는 데 사
용되는 SQL을 생성하십시오.

11 페이지의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Marketing Platform이 설치
된 시스템에 보고 스키마를
설치하십시오.

IBM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 및 보고서 팩 설치 프로그램을 동
일한 디렉토리에 배치하고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십시
오.

1 2 페이지의 『 I B 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에
보고 스키마 설치』 참조

JDBC 데이터 소스를 작성하
십시오.

Marketing Platform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보고에
사용하려는 제품의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JDBC
데이터 소스 연결을 작성하십시오.

13 페이지의 『JDBC 데이터
소스 작성』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표 2. IBM Cognos BI 설치 및 테스트를 위한 로드맵
단계 설명 세부사항을 찾을 위치
IBM Cognos BI 설치 IBM Cognos 문서를 사용하여 설치를 진행한 후에 시스템을

테스트하십시오.
15 페이지의 제 4 장 『IBM
Cognos BI 설치 및 테스트』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표 3. Cognos 시스템에 IBM Marketing Software 통합 구성요소 및 보고서 모델 설치를 위한 로드맵
단계 설명 세부사항을 찾을 위치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이블에 사용된 JDBC 드라
이버 확보

Marketing Platform에 사용된 JDBC 드라이버를 Cognos
Content Manager가 설치된 시스템에 복사하십시오. IBM 인
증이 구현되면 Cognos가 사용자 정보를 확보할 때 이를 사용
합니다.

19 페이지의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이블에 대
한 JDBC 드라이버 확보』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Cognos 시스템에 보고 모델
및 통합 구성요소 설치

IBM Marketing Software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 Marketing
Platform 설치 프로그램 및 제품 보고서 팩 설치 프로그램을
Cognos Content Manager가 설치된 시스템의 동일한 디렉토
리에 배치하십시오. 그런 다음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를 실행하
십시오.

20 페이지의 『IBM Cognos
시스템에 보고 모델 및 통합
구성요소 설치』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IBM Marketing Software 애
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ognos 데이터 소스 작
성

Cognos 애플리케이션은 보고서에 대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소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Cognos Connection의 관리 섹션을 사용하여 이 데이터 소스
를 작성하십시오.

2 1 페이지의 『 I B 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
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IBM Cognos 데이터 소스 작
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알림 설정 보고서를 이메일 첨부 파일로 전송하기 위한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는 경우 Cognos Configuration에서 알림을 구성하십
시오.

22 페이지의 『선택사항: 이메
일 알림 설정』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Cognos 방화벽 구성 Cognos Configuration에서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
을 유효한 도메인 또는 호스트로 지정하십시오.

2 3 페이지의 『 I B M
Marketing Software에 대한
IBM Cognos Application
Firewall 구성』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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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ognos 시스템에 IBM Marketing Software 통합 구성요소 및 보고서 모델 설치를 위한 로드맵 (계속)

단계 설명 세부사항을 찾을 위치
eMessage의 경우, 스크립트
를 실행하여 스테이징 테이
블, 인덱스 및 스토어드 프로
시저 작성

eMessage 보고서에 대한 스테이징 테이블, 인덱스 및 스토어
드 프로시저 작성에 필요한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25 페이지의 『eMessage의 경
우만 해당: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테이징 테이블 및 인덱스 작
성』 참조

보고서 SQL 생성기에 대한
템플리트 로드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에 대한 보고를 구현하려면
보고서가 보고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보고 보기 또는 테이
블을 작성하십시오. 보고서 팩은 보고서 SQL 생성기가 해당 보
기 또는 테이블 작성을 위해 SQL 스크립트를 생성할 때 사용
하는 템플리트를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템플리트를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합니
다.

27 페이지의 『보고서 SQL 생
성기의 템플리트 로드』의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보기 또는 테이블 작성 스크
립트 생성

필수 구성 특성을 설정한 후 보고서 SQL 생성기를 사용하여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 작성을 위한 SQL을 생성하십시오.

27 페이지의 『보기 또는 테이
블 작성 스크립트 생성』의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 작성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에서 보기 또는 테이블을 작성하십시오.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참조하십
시오.

v 29 페이지의 『Campaign

에만 해당: 보고 테이블 작
성 및 채우기』

v 34 페이지의 『Interact에만
해당: 보고 테이블 작성 및
채우기』

v 31 페이지의 『Campaign

및 eMessage의 경우만 해
당: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
기 작성』

v 33 페이지의 『Interact에만
해당: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 작성』

보고서 폴더 가져오기 Cognos Connection에서 보고서에 대한 압축 파일 가져오기 3 5 페이지의 『C o g n o s
Connection에 있는 보고서 폴
더 가져오기』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데이터 모델 구성 및 공개 Cognos 데이터 소스를 작성했을 때 사용한 데이터 소스 로그
인이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 테이블의 소유자가 아
닌 경우 이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36 페이지의 『데이터 모델 구
성 및 공개』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보고서에서 내부 링크를 사용
으로 설정

IBM Marketing Software Reports에 표준 링크가 있습니다.
표준 링크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Cognos 데이터 모델에서 경
로 재지정 URL을 구성해야 합니다.

38 페이지의 『Reports에 내부
링크 사용』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데이터 소스 이름 확인 및 공
개

이 단계는 Cognos Connection에서 기본 데이터 소스 이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9 페이지의 『데이터 소스 이
름 확인 및 공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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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ognos 시스템에 IBM Marketing Software 통합 구성요소 및 보고서 모델 설치를 위한 로드맵 (계속)

단계 설명 세부사항을 찾을 위치
IBM Marketing Software에
서 Cognos 보고 특성 구성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하여 Cognos 보고 특성을
설정하십시오.

39 페이지의 『Marketing
Platform에서 Cognos 보고 특
성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보고서 폴더 권한 구성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보고서를 실
행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기본 ReportsUser 역할을
적절한 사용자 그룹 또는 사용자에게 지정하십시오.

40 페이지의 『보고서 폴더 권
한 설정』의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eMessage의 경우, 스토어드
프로시저 실행 및 스케줄

eMessage 보고서는 스테이징 테이블에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
하며, 델타 새로 고치기 작업을 수행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채워집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케줄링은 데이터베이스에 달
려 있습니다 . 프로시저 스케줄링은 IBM Campaign 및
eMessage 환경과 사용자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eMessage 보고
서에서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41 페이지의 『eMessage의 경
우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스
케줄링하고 실행하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
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는 스테이징 테이블에 포함된 데이
터를 사용하며, 스테이징 테이블은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의해
채워집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델타 새로 고치기 작업을 수
행합니다.

Interact ETL는 자동으로 보고서 데이터 집계를 트리거하므로
델타 새로 고치기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49 페이지의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
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사용으로 설정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는 보고서가 더 빨리 렌더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집계 프로세스에 대해 델타 새로 고치기 프로세
스를 사용합니다.

52 페이지의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사용』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
의 경우, 병렬 실행의 정도
변경

속도를 개선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 집계 프로세스에 대한 병렬 실행의 정도를 늘리십시오.

55 페이지의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병렬 실행
의 정도 변경』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인증을 사용하지 않고 구성
테스트

보고서가 설치되고 구성된 후 인증을 사용으로 설정하기 전에
일부 보고서를 실행하여 설정을 테스트하십시오.

58 페이지의 『인증을 사용으
로 설정하기 전에 구성 테스
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IBM Marketing Software 인
증을 사용하도록 Cognos 구
성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는 Cognos 애플리케이
션이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하여 스위트의 다
른 애플리케이션인 것처럼 Marketing Platform과 통신할 수 있
게 합니다.

6 0 페이지의 『 I B 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하도록 IBM Cognos를 구
성하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구성된 인증으로 구성 테스트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하도록 Cognos를 구성
한 후에 시스템을 다시 테스트하십시오.

65 페이지의 『구성된 인증을
사용하여 구성 테스트』의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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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고서 사용자 정의를 위한 로드맵
단계 설명 세부사항을 찾을 위치
사용자 정의 단계 완료 이 시점에서 보고가 올바르게 작동하며 예시 보고서는 그 기본

상태입니다. Campaign, Interact 또는 Marketing Operations
에 대한 보고서 또는 보고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해야 할 수 있
습니다.

78 페이지의 『보고 스키마 사
용자 정의 방법』의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설치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스위트 설치 프
로그램 및 제품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를 설치하기 위해
서는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 설치 프로그램과 IBM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 설치 프로그램과 제품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
하기 전에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v 스위트 설치 프로그램 및 제품 설치 프로그램은 제품을 설치할 컴퓨터의 동일
한 디렉토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제품 설치 프로그램 버전이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이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경우,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이 항상 최
신 버전의 제품을 설치 마법사의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 화면에 표
시합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을 설치한 후에 바로 패치를 설치할 계획인 경
우, 패치 설치 프로그램이 스위트 설치 프로그램 및 제품 설치 프로그램과 동
일한 디렉토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 IBM Marketing Software 설치의 기본 최상위 레벨 디렉토리는
/IBM/IMS(UNIX의 경우) 또는 C:\IBM\IMS(Windows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설치 시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치 모드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 설치 프로그램은 GUI 모드, 콘솔 모드, 자동
모드(무인 모드라고도 함) 중 하나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을 설치할 때 사용자
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업그레이드의 경우,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초기 설치 도중 수행하는 것과 동
일한 태스크를 수행하십시오.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를 설치하려면 GUI 모드(Windows의 경
우) 또는 X Window System 모드(UNIX의 경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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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모드

명령행 창을 사용해서 을 설치하려면 콘솔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콘솔 모드에서 설치 프로그램 화면을 올바르게 표시하려면 UTF-8 문자 인
코딩을 지원하도록 터미널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십시오. 기타 문자 인코딩(예:

ANSI)은 텍스트를 올바르게 렌더링하지 않으며 일부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자동 모드

을 여러 번 설치하려면 자동 또는 무인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자동 모드에서는 설
치를 위해 응답 파일을 사용하며 설치 프로세스 동안에 사용자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동 모드는 클러스터된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러스터된 리스너 환경에
서 업그레이드 설치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설치 파일
모든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에 대한 설치 파일은 해당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운영 체제 및 제품의 버전에 따라서 이름이 지정됩니다(UNIX는 제외). UNIX

의 경우 X Window 시스템 모드와 콘솔 모드용으로 다른 설치 파일이 있습니
다.

다음 표는 설치 파일이 운영 체제에 따라 이름이 지정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
니다.

표 5. 설치 파일
운영 체제 설치 파일
Windows: GUI 및 콘솔 모드 제품에 따라 설치 파일은

Product_N.N.N.N_win64.exe 또는
Product_N.N.N.N_win.exe입니다. 여기서 Product
는 제품의 이름이고 N.N.N.N은 제품의 버전 번
호입니다.

UNIX: X Window 시스템 모드 제품에 따라 설치 파일은
Product_N.N.N.N_solaris64.bin 또는
Product_N.N.N.N_solaris.bin입니다. 여기서
Product는 제품의 이름이고 N.N.N.N은 제품의
버전 번호입니다.

UNIX: 콘솔 모드 Product_N.N.N.N.bin입니다. 여기서 Product는
제품의 이름이고 N.N.N.N은 제품의 버전 번호
입니다. 이 파일은 모든 UNIX 기반 운영 체제
에서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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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설치 계획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설치를 계획할 때는 시스템을 올바르게 설정
하고 환경을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제조건을 주의깊게 검토하십시오. eMessage의 경우, eMessage 특정 전제조건
도 검토하십시오.

전제조건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컴퓨터가 모
든 전제조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권장 소프트웨어 환경 및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Opportunity Detect가 DB2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DB2 설치에 클
라이언트 시스템의 /home/db2inst1/include 디렉토리에 있는 설치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치에 헤더 파일을 포함하려면 DB2를 설치할 때 사용자 설
치 옵션을 선택하고 기본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DB2 요구사항

Opportunity Detect가 DB2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DB2 설치에 클
라이언트 시스템의 /home/db2inst1/include 디렉토리에 있는 설치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치에 헤더 파일을 포함하려면 DB2를 설치할 때 사용자 설
치 옵션을 선택하고 기본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네트워크 도메인 요구사항

스위트로 설치되는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은 XSS(Cross-Site Scripting)

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제한하도록 디자인된 브라우저 제한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동일한 네트워크 도메인에 설치해야 합니다.

JVM 요구사항

스위트 내의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은 전용 JVM(Java™ virtual

machine)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은 웹 애플리케
이션 서버에서 사용하는 JVM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JVM과 관련된 오류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IBM Marketing Software 전용인 Oracle WebLogic 또는

© Copyright IBM Corp. 1999, 2017 7



WebSphere® 도메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식 요구사항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을 설치하려면 제품이 설치되는 환경에 대한 완
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에는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및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지식이 포함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

인터넷 브라우저가 다음과 같은 설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v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캐싱해서는 안 됩니다.

v 브라우저는 팝업 창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액세스 권한

설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 모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액세스 권한
v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IBM Marketing Software 구성요소를 실행하기 위
해 사용하는 운영 체제 계정의 관련 디렉토리 및 하위 디렉토리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권한

v 편집해야 하는 모든 파일에 대한 쓰기 권한
v 파일을 저장해야 하는 모든 디렉토리(예: 설치 디렉토리 및 백업 디렉토리(업
그레이드하는 경우))에 대한 쓰기 권한

v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읽기, 쓰기 및 실행 권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관리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NIX의 경우 IBM 제품에 대한 모든 설치 프로그램 파일은 전체 권한(예:

rwxr-xr-x)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JAVA_HOME 환경 변수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을 설치하는 컴퓨터에 JAVA_HOME 환경 변수가 정
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수가 지원되는 JRE 버전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십시
오.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IBM Marketing Software권장 소프트웨어 환
경 및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JAVA_HOME 환경 변수가 올바르지 않은 JRE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IBM Marketing

Software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JAVA_HOME 변수를 지워야 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JAVA_HOME 환경 변수를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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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Windows: 명령 창에서 set JAVA_HOME= (빈 상태로 두기)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v UNIX: 터미널에서 export JAVA_HOME=(빈 상태로 두기)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십시오.

IBM Marketing Software 설치 프로그램은 IBM Marketing Software 설치를
위한 최상위 레벨 디렉토리에 JRE를 설치합니다. 개별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설치 프로그램은 JRE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IBM

Marketing Software 설치 프로그램에서 설치한 JRE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모든
설치가 완료된 후에 환경 변수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JR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BM Marketing Software 권장 소프트웨어
환경 및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Message 보고서에 대한 전제조건
eMessage 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 보고서 설치를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외에도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성능을 위해 임시 테이블스페이스로 데이터 크기의 40%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미세하게 조정하십
시오. 최상의 결과를 위해 별도의 공유되지 않은 디스크에 마운트된 별도의 테이
블스페이스에 eMessage 시스템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IBM DB2®에 대한 설정

IBM DB2를 사용하는 경우, 버전 9.7.8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eMessage 보고서 적용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db2set DB2_COMPATIBILITY_VECTOR=ORA

DB2용 샘플 크기

보고 테이블(UCC_*)에 데이터 채우기가 대부분 이루어진 대략 600GB의 IBM DB2

Campaign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 테이블스페이스 페이지 크기: 16K

v 임시 테이블스페이스: 250GB

v auto_reval DEFERRED_FORCE를 사용하여 db2 update db cfg

v decflt_rounding ROUND_HALF_UP을 사용하여 db2 update db cfg

v LOGFILSIZ 102400을 사용하여 db2 update db config

v logprimary 13을 사용하여 db2 update db config

v LOGSECOND 25를 사용하여 db2 update db 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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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b2stop force

v db2start

중요사항: 트랜잭션 로그 크기는 보고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환경 요구사항, 특히 트랜잭션 로그 크기를
검토하십시오.

Oracle에 대한 설정

Oracle을 사용하는 경우, 버전 11g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와 함께 환경 요구사항을 검토하십시오.

Oracle용 샘플 크기

보고 테이블(UCC_*)에 데이터 채우기가 대부분 이루어진 대략 650GB의 Oracle

Campaign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 임시 테이블스페이스: 250GB

v REDO 로그 크기: 2GB

v REDO 로그 수: 4

Microsoft SQL Server에 대한 설정

Microsoft SQL을 사용하는 경우, SQL Server 2008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데
이터베이스 관리자와 함께 환경 요구사항을 검토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용 샘플 크기

보고 테이블(UCC_*)에 데이터 채우기가 대부분 이루어진 대략 520GB의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 임시 테이블스페이스: 250GB

Internet Explorer에 대한 설정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는 경우, 브라우저 보안 설정이 파일 다운로드의 자
동 프롬프트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브라우저가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자동 프롬프트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Internet Explorer를 열고 도구 > 인터넷 옵션으로 이동하십시오.

2. 보안 탭에서 사용자 지정 수준을 클릭하십시오.

3.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운로드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4. 파일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물음 옵션이 사용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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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보고 구성요소 설치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를 설치하려면 보고 구성
요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고 구성요소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통합 구성요소
v IBM Cognos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모델
v 보고 스키마

사용자에게 역할 지정 또는 사용자로부터 역할 제거
역할 편집 창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역할을 지정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역할을 제
거하십시오.

프로시저

다음 작업을 완료하여 사용자에게 역할을 지정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역할을 제거
하십시오.

1. 설정 > 사용자를 클릭하십시오.

2. 작업할 사용자 계정의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3. 역할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사용자에게 지정되지 않은 역할은 사용 가능한 역할 상자의 왼쪽에 표시됩니
다. 사용자에게 현재 지정된 역할은 오른쪽의 선택한 역할 상자에 표시됩니
다.

4. 사용 가능한 역할 상자에서 역할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완료
하십시오.

v 사용자에게 역할을 지정하려면 사용 가능한 역할 상자에서 역할을 선택하
고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v 사용자로부터 역할을 제거하려면 선택한 역할 상자에서 역할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하십시오.

5.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 구성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보고 특성을
구성하고 보고 스키마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SQL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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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구성 및 보고서 SQL 생성기 페이지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설정 > 구성 및 설정 > 보고서
SQL 생성기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으로 사용자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
음 보고 특성을 구성하고 보고 스키마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SQL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위해 이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사용자를 작성하십시오.

참고: platform_admin 사용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 역할 및 권한 > 보고서 > 파티션N으로 이동해서 그 사용자에게
ReportsSystem 역할을 지정하십시오.

3. 사용자에게 설정 > 구성 및 설정 > 보고서 SQL 생성기 페이지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에 보고 스키마 설치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 및 보고서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Marketing Platform이 설치된 컴퓨터에 보고 스키마를 설
치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보고 스키마를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보고서 팩 Product 구성요소 창에서 보고 스키마를 선택하십시오.

2. 스키마 유형 선택 창에 둘 이상의 옵션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IBM 애플리케
이션에 미리 포함된 사용자 정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v 사용자 정의 속성을 포함하는 보고 스키마를 설치하려면 사용자 정의를 선
택하십시오. Campaign의 샘플 보고서가 사용자 정의 속성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Campaign 보고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경우, 샘플 보고서가 올
바르게 작동하도록 사용자 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v 사용자 정의 속성을 포함하지 않는 보고 스키마를 설치하려면 eMessage를
제외하고 기본을 선택하십시오. eMessage의 경우 항상 사용자 정의를 선
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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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프로그램이 보고 스키마를 파일 시스템에 배치하고 해당 스키마를
Marketing Platform에 등록합니다.

3. 보고 스키마가 Marketing Platform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platform_admin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에 로그인
하십시오.

b. 선택 > 구성으로 이동하십시오.

c. 보고서 > 스키마 > ProductName을 펼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키마 구성 특성이 표시되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키마 구성 특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보
고서 패키지가 등록되지 않은 것이며 보고서 패키지를 수동으로 등록해야 합
니다. 다음 단계를 계속하십시오.

4. 옵션: 구성 특성을 수동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사용자의 보고서 패키지 설치 아래의 tools 디렉토리에서 import_all 스
크립트를 여십시오.

b. MANAGER_TOOLS_BIN_DIR 변수의 값을 Marketing Platform 설치 아래의
tools/bin 디렉토리로 설정하십시오.

c. import_all.bat(Windows의 경우) 또는 import_all.sh(Unix의 경우)를
실행하십시오.

이 스크립트는 Marketing Platform configTool 유틸리티를 시작하고 스
키마를 등록합니다.

d. 스키마 구성 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JDBC 데이터 소스 작성
보고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는 모든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 대
해 JDBC 데이터 소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SQL 생성기 도구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보고 테이블을 작성하는 SQL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SQL 생성기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액
세스하지 않고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는 SQL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QL 생성기는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지 않고 SQL 코드의 유효
성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도움말이 더 필요하면 애플리케이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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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BC 데이터 소스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JDBC 데이터 소스를 구성하려면 다음 표에 나열된 기본 JNDI 이름을 사용하십
시오.

참고: 기본 JNDI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이름을 적어 두십시
오. SQL 생성기 도구를 실행할 때 데이터 소스의 정확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
다.

표 6. 기본 JNDI 이름
IBM 애플리케이션 기본 JNDI 이름
Campaign campaignPartition1DS

복수의 파티션이 있는 경우 각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작
성하십시오.

Interact v 디자인 시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campaignPartition1DS

v 런타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InteractRTDS

v 학습 테이블의 경우: InteractLearning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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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IBM Cognos BI 설치 및 테스트

IBM Cognos BI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IBM 과의 라이센스 계약이
IBM Cognos BI 라이센스를 부여해야 합니다. IBM Cognos BI는 다중 계층 아
키텍처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서비스의 콜렉션입니다.

IBM Cognos BI 애플리케이션

IBM Cognos BI를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와 함께 사용할 경우 다음
과 같은 Cognos BI 애플리케이션의 서브세트를 사용합니다.

v IBM Cognos BI 서버는 보고서, 폴더, 쿼리, 메타데이터 모델 및 Content

Manager에 대한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v IBM Cognos Connection은 보고서를 가져오고, 구성 및 스케줄하기 위해 사
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
에 대한 액세스도 제공합니다.

– Cognos Viewer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 Report Studio는 보고서 사용자 정의 및 작성을 허용합니다.

– Cognos 관리는 데이터 소스 구성을 허용합니다.

v IBM Cognos 프레임워크 관리자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IBM Cognos BI 보고서를 지원하는 Cognos 데이터 모델 구성 및
사용자 정의에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모델링 도구입니다.

v IBM Cognos Configuration은 개별 Cognos BI 구성요소를 구성하는 데 사
용하는 구성 도구입니다.

IBM Cognos BI 설치 옵션
IBM Cognos BI 애플리케이션을 분산 환경이나 단일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
니다.

IBM Cognos BI를 설치하기 전에 IBM Cognos BI 아키텍처 및 배포 안내서를
사용하여 권장되는 구성요소, 설치 옵션 및 구성 접근 방식에 대해 학습하십시오.

IBM Cognos 문서에서는 두 개의 카테고리(분산 환경 또는 단일 컴퓨터)를 사용
하여 설치를 설명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개념 증명 또는 데모 환경을 위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컴퓨터에 모든 구성요소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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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보고에서 사용하는 IBM Cognos BI 애플리케이션의 서브세트 설치를 위해
서는 두 개의 IBM Cognos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설치 프로그
램은 IBM Cognos BI 서버, Content Manager, Cognos Configuration 및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프레임워크 관리자(메타데이터 모델링 도
구)가 Windows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레임워크 관리자를 설치합니다.

전체 설치 세부사항은 Cognos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IBM Cognos BI 웹 애플리케이션 및 웹 서버
Microsoft 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또는 Apache HTTP 웹 서버 중
하나를 사용하여 Cognos Connection 및 IBM Cognos BI 웹 애플리케이션을 호
스팅할 수 있습니다.

IBM 는 Cognos Connection을 호스트하는 웹 서버와 기타 IBM Cognos BI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Windows의 경우, IBM Cognos 문서는 사
용자가 Microsoft IIS를 사용하고 있지만 Apache HTTP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가
정합니다.

Apache HTT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Apache httpd.conf 파일의 VirtualHost

구성 지시문에서 Cognos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웹 별명을 올바르게 설정하십
시오. 스크립트 별명인 가장 특정적인 별명을 우선 나열하고, 각 별명에 대한 디
렉토리 권한을 설정하십시오.

예제 httpd.conf 코드 스니펫

다음은 Windows 시스템의 Apache 설치에서 제공되는 예제입니다. Apache 서
버는 기본 포트 80에서 실행 중입니다.

<VirtualHost *:80>
ScriptAlias /ibmcognos/cgi-bin "C:/cognos/cgi-bin"

<Directory "C:/cognos/cgi-bin">
Order allow,deny

Allow from all
</Directory>

Alias /ibmcognos "C:/cognos/webcontent"
<Directory "C:/cognos/webcontent">
Order allow,deny

Allow from all
</Directory>

</VirtualHost>

참고: httpd.conf 파일 스니펫은 예제일 뿐입니다. 시스템에 맞게 적절하게 웹 별
명을 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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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ognos BI 및 로케일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패키지의 언어와 일치하도록 제품 언어를 설정하여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패키지의 영어가 아닌 현지화된 버전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gnos Content Manager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IBM Cognos Configuration

을 열고 동작 > 글로벌 구성 편집을 선택하고 IBM Cognos BI 시스템에 대한
로케일을 구성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구성 관리자의 도움말 메뉴에서 사용 가
능한 IBM Cognos Configuration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패키지의 언어와 일치하도록 제품 언어를 설정하여 특정 사
용자에 대한 제품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 언어를 설정하려면 Cognos

Connection을 열고 사용자 환경 설정 아래에서 해당 제품 언어를 설정하십시오.

컨텐츠 언어는 변경하면 안 됩니다. 컨텐츠 언어가 변경되면 보고서에 대한 해당
xpath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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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IBM Marketing Software 및 Cognos에 대한 통합 로드
맵

IBM Cognos를 설치하고 나면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를 IBM Cognos

와 통합해야 합니다.

다음 목록에서는 IBM Cognos를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과 통
합하는 방법에 대한 상위 레벨 개요를 제공합니다.

1. IBM Cognos 데이터 소스를 작성합니다.

2. IBM Cognos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구성합니다.

3.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성합니다.

4.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합니다.

5. 보고 테이블에 작성하고 채웁니다.

6. Marketing Platform에서 Cognos 보고 특성을 구성합니다.

7.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하도록 IBM Cognos를 구성하고 테
스트하십시오.

참고: 사용자가 완료해야 하는 작업은 어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
이션 통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이블에 대한 JDBC 드라이버 확보
Cognos가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이블에서 사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
도록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이블에 대한 JDBC 드라이버를 확보해야 합
니다. Cognos에는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위한 사용자 정보가 필요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JDBC 드라이버를 확보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을 설정할 때 Marketing Platform의 시스
템 테이블에 대한 JDBC 데이터 소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JDBC 드라이버
및 필요한 연관된 파일을 확보하십시오.

2.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나중에 사용하도록 Cognos를 구성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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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gnos Content Manager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Cognos 설치 아래의
webapps\p2pd\WEB-INF\AAA\lib 디렉토리로 JDBC 드라이버를 복사하십시오.

중요사항: JDBC 드라이버가 webapps\p2pd\WEB-INF\lib 디렉토리에 있으면,

webapps\p2pd\WEB-INF\AAA\lib 디렉토리로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IBM Cognos 시스템에 보고 모델 및 통합 구성요소 설치
IBM Cognos 시스템에 보고 모델과 통합 구성요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Cognos

의 설치가 분산 환경에 있는 경우, Cognos가 설치된 서버에 보고서 패키지를 설
치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사항: eMessage 보고서 팩을 IBM DB2에 설치하는 경우, eMessage 보고서
적용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db2set DB2_COMPATIBILITY_VECTOR=ORA

이 태스크 정보

보고서 팩을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Content Manager가 설치된 서버의 디렉토리 하나에 다음 IBM

Marketing Software 설치 프로그램을 배치하십시오.

v IBM Marketing Software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
v Marketing Platform

v 보고를 구현할 제품에 대한 보고서 팩 설치 프로그램
2. IBM Marketing Software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Marketing

Platform 및 설치할 보고서 패키지를 선택하십시오.

3. 프롬프트에 따라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
결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Marketing Platform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플
랫폼 설치 구성요소 창이 표시됩니다.

4. IBM Cognos 10 BI용 보고서 옵션을 선택하고 다른 옵션은 선택 취소하십
시오. Marketing Platform 설치 프로그램은 JDBC 드라이버에 대한 경로를
위해 프롬프트합니다.

5. Cognos 시스템에 복사한 JDBC 드라이버의 완전한 경로를 입력하십시오.

Marketing Platform 설치 프로그램은 IBM Cognos 설치의 위치를 위해 프
롬프트합니다.

6. IBM Cognos 설치 디렉토리의 최상위 레벨을 입력하거나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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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드에 제공되는 기본값은 IBM Cognos 시스템의 실제 파일 구조를 기
반으로 하지 않는 정적 값입니다. 보고 팩 설치 프로그램은 설치 옵션을 표
시합니다.

7. 설치 옵션으로 Product 보고서 패키지를 선택하고 보고 스키마에 대한 옵션
은 선택 취소하십시오.

이 옵션은 보고서 아카이브 파일을 Cognos 컴퓨터에 복사합니다. 이 아카이
브 파일은 나중에 가져와야 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IBM Cognos
데이터 소스 작성

IBM Cognos 애플리케이션에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용 데이터 소스를 식별하는 자체 데이터 소스가 필요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로 제공되는 IBM Cognos 데이터 모
델은 다음 표에 있는 데이터 소스 이름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표 7. Cognos 데이터 소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
리케이션 Cognos 데이터 소스 이름
Campaign CampaignDS

eMessage eMessageTrackDS

Interact v 디자인 시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InteractDTDS

v 런타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InteractRTDS

v 학습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InteractLearningDS

v ETL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InteractETLDS

Marketing Operations MarketingOperationsDS

Distributed Marketing v Distributed Marketing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CollaborateDS

v 고객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CustomerDS

v Campaign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CampaignDS

Cognos 데이터 소스 구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BM Cognos 관리 및 보안 안
내서와 Cognos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IBM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ognos 데이터 소스를 작성하십시오.

프로시저
v Cognos Connection의 관리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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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데이터 모델을 변경하지 않으려면 Cognos 데이터 소스 테이블에 표시되는 기
본 데이터 소스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v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IBM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유형과 일치
해야 합니다. Cognos 문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별 필드를 채우는 방법을
판별하십시오.

참고: Campaign과 eMessage의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Campaign입니다.

v Cognos 컨텐츠 저장소가 아니라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
이터베이스를 식별해야 합니다.

v 로그인 섹션을 구성할 때 비밀번호 및 모든 사용자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로
그인 작성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v 로그인 섹션에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사용
자에 대한 사용자 신임 정보를 지정하십시오.

v Cognos 데이터 소스 테이블을 참조하여 구성하는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 모
델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소스를 작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Interact

에 대한 보고 데이터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므로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별도의 Cognos 데이터 소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v Campaign 시스템에 둘 이상의 파티션이 있는 경우 각 파티션에 대해 별도의
데이터 소스를 작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Campaign과 eMessage가 여러 파
티션에 대해 구성되는 경우 각 파티션에 별도의 Campaign 및 eMessage 데
이터 소스를 작성하십시오.

v 연결 테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각 데이터 소스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선택사항: 이메일 알림 설정
IBM Cognos를 구성하여 IBM Marketing Software Reports를 이메일 첨부 파
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선택사항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 알림을 설정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v SMTP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v 해당 서버에 있는 계정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v 기본 발신인 이메일의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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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IBM Cognos Reports가 IBM Marketing Software 인터페이스에 표시될 때 창
의 Cognos Viewer 도구 모음에 보고서를 이메일의 첨부 파일로 발송하기 위한
옵션이 포함됩니다.

이메일 알림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구성 창에서 데이터 액세스 > 알림을 선택하십시오.

2. 다음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SMTP 메일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
소와 포트를 지정하십시오.

v hostname:port

v IPAddress:port

예를 들면, serverX:25 또는 192.168.1.101:25를 입력하십시오. 기본 SMTP

포트는 일반적으로 25입니다.

3. 계정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려면 값 열을 클릭한 후 연필 아이
콘을 클릭하여 값 대화 상자를 여십시오.

4. user@company.com 형식을 사용하여 기본 발신인을 지정하십시오.

IBM Marketing Software에 대한 IBM Cognos Application Firewall 구성
IBM Cognos Application Firewall은 IBM Cognos 서버에서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요청을 분석하고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IBM Marketing Software에 IBM Cognos Application Firewall을 구성하려면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을 유효한 도메인 또는 호스트로 지정해야 합
니다.

IBM Marketing Software에 대해 IBM Cognos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구성하
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구성 창에서 보안 > IBM Cognos Application Firewall을 선택
하십시오.

2. 올바른 도메인 또는 호스트 특성 창에 Marketing Platform이 실행 중인 컴
퓨터의 도메인과 포트가 포함된 완전한 컴퓨터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serverXYZ.mycompany.com: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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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분산 환경에서 Cognos 보고서를 제공하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예: Marketing Platform, Campaign 및 Marketing

Operations)이 설치된 모든 컴퓨터에 이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3. 구성을 저장하십시오.

4. IBM Cognos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eMessage의 경우만 해당: 델타 처리를 위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IBM eMessage Reports에는 eMessage 시스템 테이블과 연관된 스테이징 테이
블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테이블은 Campaign 스키마의 일부입니다. eMessage

보고서에서 사용할 메시지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정기적
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스키마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BM eMessage 시스템 테이블 및 데이터 사
전을 참조하십시오.

eMessage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초기 설정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스
크립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v acer_indexes_dbname.sql

v acer_tables_dbname.sql

v acer_scripts_dbname.sql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는 Oracle, IBM DB2 및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Campaign_reportspack_home\cognos10\emessage-ddl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인덱스, 테이블, 보기 및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설정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메시지 데이터를 새로 고쳐 스테이징 테이블을 채웁니다. 스테이징 테
이블을 채우려면 일괄처리 프로시저를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스토어드 프
로시저 실행을 델타 처리라 합니다.

eMessage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초기 실행은 테이블에 포함된 데이터 양에 따라
완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후속 델타 처리도 완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처리하는 메일링 인스턴스(컨테
이너)의 수를 제한하여 처리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90일 동안의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그러나 eMessage에 대한 SQL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이나 후에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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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의 예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음 예제는 이전 30일로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acer_tables 스크립트에 작성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변경사항에는 UARE_MAILING_MASTER 보기 수정이 포함됩니다.

현재 보기에 대한 정의
CREATE VIEW UARE_MAILING_MASTER AS
(
(SELECT UCC_CONTAINER.CAMPAIGNID,UCC_CONTAINER.CONTAINERID,
substr(UCC_CONTAINERATTR.STRINGVALUE,1,100) AS CAMPAIGN_NAME,
UCC_CONTAINER.CONTAINERNAME AS MAILING_INST,
UCC_CONTAINER.CREATED AS MAILING_CREATED,
UCC_CONTAINER.CONTAINERTYPEID CONTAINERTYPEID,
UCC_CONTAINER.CONTCHANNELTYPEID CONTCHANNELTYPEID
FROM
UCC_CONTAINER,UCC_CONTAINERATTR
WHERE
UCC_CONTAINERATTR.CONTAINERID=UCC_CONTAINER.CONTAINERID AND
UCC_CONTAINERATTR.ATTRIBUTENAME='CampaignName' AND
UCC_CONTAINER.CREATED >= sysdate - 91
)

수정된 보기의 정의
CREATE VIEW UARE_MAILING_MASTER AS
(
SELECT UCC_CONTAINER.CAMPAIGNID, UCC_CONTAINER.CONTAINERID,
substr(UCC_CONTAINERATTR.STRINGVALUE,1,100) AS CAMPAIGN_NAME,
UCC_CONTAINER.CONTAINERNAME AS MAILING_INST, UCC_CONTAINER.CREATED AS
MAILING_CREATED FROM UCC_CONTAINER,UCC_CONTAINERATTR WHERE
UCC_CONTAINERATTR.CONTAINERID=UCC_CONTAINER.CONTAINERID AND
UCC_CONTAINERATTR.ATTRIBUTENAME='CampaignName'
AND
UCC_CONTAINER.CREATED >= sysdate - 30
)

사용 가능한 모든 보고서 데이터를 보려면 UARE_MAILING_MASTER 보기를 수정하
여 보기에서 날짜 필터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Oracle 또는 DB2 구
체화된 보기를 새로 고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 위에 표시된 샘플 보기 작성에
서 다음 행을 제거하십시오.

UCC_CONTAINER.CREATED >= sysdate - 30

eMessage의 경우만 해당: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테이징 테이블 및 인덱스
작성

보고 템플리트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한 후에 eMessage 보고서를 생성하기 전
에 특정 SQL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SQL 스크립트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및 스테이징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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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Campaign_reportspack_home\cognos10\emessage-ddl 디렉토리는 IBM Cognos

Content Manager를 호스팅하는 서버에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에는 Oracle, IBM

DB2 및 Microsoft SQL Server에 대한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v acer_indexes_dbname.sql

v acer_tables_dbname.sql

v acer_scripts_dbname.sql

나열된 순서대로 Campaign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프로시저
1. acer_indexes_dbname.sql

스크립트가 완료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그 시간은 eMessage 시
스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2. acer_tables_dbname.sql

이 스크립트는 eMessage 시스템 스키마로 델타 처리 스테이징 테이블을 작
성합니다.

3. acer_scripts_dbname.sql

중요사항: DB2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종료 문자를 ;(세미콜론)에서 !(느낌표)

로 변경하십시오.

이 스크립트는 eMessage용 보고서를 설치한 후 구성해야 하는 스토어드 프
로시저를 작성합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참고: 주기적으로 실행되도록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성하여 스테이징 테이블을
채워야 합니다. eMessage 보고서에 대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까지 보
고서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실행 및 스케줄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1 페이지의
『eMessage의 경우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스케줄링하고 실행하는 방법』의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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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SQL 생성기의 템플리트 로드
보고 스키마를 사용하는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에는 템플리트
SQL 선택 명령문을 uar_common_sql 테이블로 로드하는 SQL 스크립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SQL 생성기는 보고 보기 및 테이블 작성을 위해 SQL 스
크립트를 생성할 때 템플리트를 사용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템플리트를 로드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보고서 팩 설치 아래의 schema 디렉토리를 찾아보고 templates_sql_load.sql

스크립트를 찾으십시오.

2. Marketing Platform 데이터베이스에서 templates_sql_load.sql 스크립트
를 실행하십시오.

보기 또는 테이블 작성 스크립트 생성
보고서를 생성할 때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서 보고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합니
다. 보기 또는 테이블 작성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SQL 생성기를 사용하여 보기 또는 테이블 작성 스크립
트를 작성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참고: eMessage 보고서의 경우, 스테이징 테이블 및 일괄처리 프로시저를 작성
하기 위해 Campaign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SQL 스크립트를 실행했는지 확인하
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25 페이지의 『eMessage의 경우만 해당: 스토어드 프로
시저, 스테이징 테이블 및 인덱스 작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보기 또는 테이블 작성 스크립트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
하십시오.

JDBC 데이터 소스에 대해 기본 JNDI 이름을 사용했으면 3단계로 계속하
십시오.

2. JDBC 데이터 소스에 대해 기본 JNDI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a 및 b단
계를 완료하십시오.

a. 설정 > 구성 > 보고서 > 스키마 > ProductName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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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DBC 연결에 사용한 JNDI 이름과 일치하도록 JNDI 특성의 기본값을
변경하십시오.

중요사항: JNDI 데이터 소스 이름이 올바르지 않거나 구성되지 않은 경우
SQL 생성기는 테이블을 작성하는 SQL를 유효성 검사할 수 없습니다.

3. 설정 > 보고서 SQL 생성기를 선택합니다.

4. 제품 필드에서 적절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십
시오.

5. 스키마 필드에서 하나 이상의 보고 스키마를 선택하십시오.

6.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7. 유형 생성 필드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십
시오.

v 데이터베이스 유형이 Microsoft SQL Server인 경우, 구체화된 보기를 선
택할 수 없습니다.

v eMessage의 경우만 해당:

– Oracle과 IBM DB2의 경우 eMessage에는 구체화된 보기가 필요합
니다.

– SQL Server의 경우, eMessage에 보기가 필요합니다.

eMessage에 대한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 작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31 페이지의 『Campaign 및 eMessage의 경우만 해당: 보기 또는 구
체화된 보기 작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8. Drop문 생성이 No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9. 생성될 SQL 스크립트를 조사하려면 생성을 클릭하십시오. SQL 생성기가 스
크립트를 작성하고 브라우저 창에 표시합니다.

10.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SQL 작성기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파일을 저장한 위치에 대해 프롬프트합
니다. 하나의 보고 스키마를 선택한 경우, 스크립트 이름은 스키마의 이름
과 일치합니다(예: eMessage_Mailing_Performance.sql). 둘 이상의 보고 스
키마를 선택한 경우 스크립트 이름으로 제품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 Campaign.sql).

참고: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QL20059W 구체화된 쿼리 테이블 이름이 쿼리 처리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화된 보기는 성공적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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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크립트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고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파일 이름을 변
경하는 경우 선택한 스키마를 확실히 표시하는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12. 생성하려는 각 스크립트에 대해 5 - 11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참고: Interact 보고 스키마는 데이터 소스를 여러 개 참조합니다. 각 데이
터 소스에 대해 별도의 SQL 스크립트를 생성하십시오.

데이터 소스별 SQL 스크립트
별도의 SQ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한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
기를 작성하십시오.

다음 표는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해 생성해야 하는 스크립트, 결과 스크립트 이름
및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 작성을 위해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
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실행해야 하는 스크립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v 표에는 데이터 소스와 생성된 스크립트에 대한 기본 이름이 나열됩니다. 사용
자의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v Interact 보고 스키마는 둘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참조합니다. 각 데이터 소스
에 대해 별도의 SQL 스크립트를 생성하십시오.

표 8. 데이터 소스별 SQL 스크립트
보고 스키마 데이터 소스와 기본 이름 기본 스크립트 이름
모든 Campaign 보고 스키마 Campaign 시스템 테이블

campaignPartition1DS

Campaign.sql(각 보고 스키마에 대해 별
도의 스크립트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개인 스키마 이후 각 스크립트의 이
름이 지정됩니다.

eMessage 메일링 성능 eMessage 추적 테이블, Campaign 시스
템 테이블을 동반함

campaignPartition1DS

eMessage_Mailing_ Performance.sql

Interact 배포 기록, Interact 성과 및
Interact 보기

Interact 디자인 시간 데이터베이스

campaignPartition1DS

Interact.sql

Interact 학습 Interact 학습 테이블

InteractLearningDS

Interact_Learning.sql

Interact 런타임 Interact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InteractRTDS

Interact_Runtime.sql

Campaign에만 해당: 보고 테이블 작성 및 채우기
SQ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Campaign에 대한 보고 테이블을 작성하고 채울 수
있습니다. 보고서 애플리케이션은 보고 테이블을 사용하여 보고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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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Campaign에 대한 보고 테이블에 작성해서 채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십시오.

2. 이전에 생성하고 저장한 SQL 스크립트를 찾으십시오.

3.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할 보고서 패키지의 해당 애플리케
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4. DB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Campaign의 경우, DB2 힙 크기를 10240 이
상으로 늘리십시오. 기본 힙 크기는 2048입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힙 크
기를 늘리십시오.

db2 update db cfg for databasename using stmtheap 10240

여기서 databasename은 Campaign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힙 크기를 늘리면 사용자가 재무 요약 보고서 같은 보고서 실행 시 모든 캠
페인을 선택하는 경우 IBM Cognos가 SQL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5. Marketing Platform 설치 디렉토리의 db/calendar 하위 디렉토리에서 데이
터베이스 유형에 적합한 ReportsCalendarPopulate 스크립트를 찾으십시오.

ReportsCalendarPopulate 스크립트는 다음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v UA_Calendar

v UA_Time

6. 테이블 작성 스크립트로 작성한 새 데이터베이스에서
ReportsCalendarPopulate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7. DB2의 경우에만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v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명령행으로부터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db2 -td@ -vf ReportsCalendarPopulate_DB2.sql

v DB2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종료 문자를 명령문 종료
문자 필드에 있는 @ 문자로 변경하십시오.

8.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새 테이블을 운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의 적절한 데이터로 채우십시오.

참고: 이 단계에서는 자체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SQL 생성기가 사용자를
위해 SQL 스크립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34 페이지의 『데이터 동기화 설정』을 계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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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및 eMessage의 경우만 해당: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 작성
SQ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Campaign 및 eMessage에 대한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애플리케이션은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사용하여 보고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참고: Oracle 및 DB2의 경우, eMessage에 구체화된 보기가 필요합니다. SQL

Server의 경우, eMessage에 보기가 필요합니다.

Campaign 또는 eMessage에 대해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이전에 생성하고 저장한 SQL 스크립트를 찾으십시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 중인 보고서 패키지에 적합한 애플
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적합한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참고: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QL20059W 구체화된 쿼리 테이블 이름이 쿼리 처리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화된 보기는 성공적으로 작성됩니다.

DB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Campaign의 경우 3단계로 진행하십시오.

eMessage의 경우 4단계로 진행하십시오.

3. DB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Campaign의 경우, DB2 힙 크기를 10240 이
상으로 늘리십시오. 기본 힙 크기는 2048입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힙 크
기를 늘리십시오.

db2 update db cfg for databasename using stmtheap 10240

여기서 databasename은 Campaign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힙 크기를 늘리면 사용자가 재무 요약 보고서 같은 보고서 실행 시 모든 캠
페인을 선택하는 경우 IBM Cognos가 SQL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4. eMessage의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보고서 팩 설치 아래의 ReportsPackCampaign\tools 디렉토리에서
uare_lookup_create_DB_type.sql 스크립트를 찾으십시오. 여기서
DB_type은 Campaign 설치를 위한 해당 데이터베이스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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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버전의 스크립트를 편집하여 테이블 삭제 명령문을 제거하고 스크
립트를 저장하십시오.

c. Campaign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해당 버전의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다음에 수행할 작업

34 페이지의 『데이터 동기화 설정』을 계속하십시오.

Interact의 경우만 해당: Oracle 및 DB2에서 언어 설정 변경
Interact에 대한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기 전에 lookup_create SQL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언어 설정이 UTF-8 인코딩을 사용하도록 설정되
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언어 설정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따라 1단계 또는 2단계
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열려 있는 Oracle 세션을 모두 닫으십시오.

b.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여십시오.

c. HKEY_LOCAL_MACHINE > SOFTWARE > ORACLE을 찾아보고
Oracle 홈의 폴더(예: KEY_OraDb10g_home1)를 여십시오.

d. NLS_LANG 설정을 검색하십시오.

e. 지정된 값의 마지막 부분이 UTF8인지 확인하십시오. 예:

AMERICAN_AMERICA.UTF8

2. DB2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스크립트를 실행 중이며 DB2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DB2 명
령 창을 여십시오.

b.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db2set

c. 출력에서 다음 변수 값 쌍을 찾으십시오.

DB2CODEPAGE=1208

d. DB2CODEPAGE=1208 변수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
오.

db2 db2set db2codepage=1208

e. 변경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션 창을 닫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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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에만 해당: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 작성
SQ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Interact에 대한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애플리케이션은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사용하여 보고 가
능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Interact에 대한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기 전에 lookup_create SQL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언어 설정이 UTF-8 인코딩을 사용하도록 설정되
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2 페이지의 『Interact의 경우만 해당: Oracle 및 DB2

에서 언어 설정 변경』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Interact에 대해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
오.

프로시저
1. 이전에 생성하고 저장한 SQL 스크립트를 찾으십시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 중인 보고서 패키지에 적합한 애플
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적합한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참고: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QL20059W 구체화된 쿼리 테이블 이름이 쿼리 처리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화된 보기는 성공적으로 작성됩니다.

3. 보고서 패키지 설치 디렉토리의 tools 하위 디렉토리에서 사용자의 데이터
베이스 유형에 적합한 lookup_create 스크립트를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SQL

의 경우 스크립트 이름은 uari_lookup_create_MSSQL.sql로 지정됩니다.

4. Interact 디자인 시간 데이터베이스에서 lookup_create 스크립트를 실행하십
시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도구가 변경 내용을 커미트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커미트 옵션을 true로 설정해야 할 수 있습
니다.

5. <Interact_ReportPack_Installer_Home>\Cognos10\interact-ddl\ <DB Type>\

폴더를 찾아보십시오.

6. DB2의 경우, db2set DB2_COMPATIBILITY_VECTOR=ORA 매개변수를 설정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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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TL 데이터베이스에서 acir_tables_<DB Type>.sql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
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데이터 동기화 설정』을 계속하십시오.

Interact에만 해당: 보고 테이블 작성 및 채우기
SQ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Interact에 대한 보고 테이블을 작성하고 채울 수 있
습니다. 보고서 애플리케이션은 보고 테이블을 사용하여 보고 가능한 데이터를 추
출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Interact에 대한 보고 테이블에 작성해서 채우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십시오.

2.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할 보고서 패키지의 해당 애플리케
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3. Interact 디자인 시간 데이터베이스에서 lookup_create 스크립트를 실행하십
시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도구가 변경 내용을 커미트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커미트 옵션을 true로 설정해야 할 수 있습
니다.

4. 보고서 패키지 설치 디렉토리의 tools 하위 디렉토리에서 사용자의 데이터
베이스 유형에 적합한 lookup_create 스크립트를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SQL

의 경우 스크립트 이름은 uari_lookup_create_MSSQL.sql로 지정됩니다.

5.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새 테이블을 운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의 적절한 데이터로 채우십시오.

참고: 이 단계에서는 자체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SQL 생성기가 사용자를
위해 SQL 스크립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데이터 동기화 설정』을 계속하십시오.

데이터 동기화 설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의
운용 데이터베이스와 구체화된 보기 사이의 정기적인 데이터 동기화를 스케줄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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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데이터 동기화를 설정하려면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따
라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십시오.

프로시저
v Campaign의 경우, 스케줄링된 ETL(추출, 변환 및 로드) 메소드 또는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사용하여 운용 데이터베이스와 새 보고 테이블 사이의 정기적
인 데이터 동기화를 스케줄링하십시오.

v eMessage의 경우, Oracle 및 DB2에 대한 구체화된 보기가 스토어드 프로시
저에 의해 새로 고쳐집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uare_delta_refresh_log 테
이블도 업데이트합니다.

DB2의 경우 새로 고치기 프로세스가 실패하면 로그 테이블이 오류를 표시합
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정보는 41 페이지의 『eMessage의 경우만: 스토어
드 프로시저를 스케줄링하고 실행하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 Oracle 또는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Interact의 경우, 스케줄링된 ETL(추출, 변
환 및 로드) 메소드 또는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사용하여 운용 데이터베이스
와 새 보고 테이블 사이의 정기적인 데이터 동기화를 스케줄링하십시오.

v SQL Server에서 Interact의 경우, 스케줄링된 ETL(추출, 변환 및 로드) 메소
드 또는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사용하여 운용 데이터베이스와 새 보고 테이블
사이의 정기적인 데이터 동기화를 스케줄링하십시오.

Cognos Connection에 있는 보고서 폴더 가져오기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는 보고서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
이 IBM Cognos 컴퓨터에 복사한 압축(.zip) 파일에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Cognos Connection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Cognos Connection에 보고서가 포함된 압축 파일을 가져오려면 다음 단계를 완
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IBM Cognos 컴퓨터의 보고서 패키지 설치 아래에 있는 Cognosnn 디렉토
리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nn은 버전 번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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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축된 보고서 아카이브 파일(예: Unica Reports for Campaign.zip)을
Cognos 배포 아카이브가 저장된 디렉토리에 복사하십시오. 배포된 IBM

Cognos 환경에서는 이 위치가 Content Manager를 실행하는 시스템에 있
습니다.

기본 위치는 IBM Cognos 설치 아래의 배포 디렉토리입니다. 기본 위치는
Cognos Content Manager와 함께 설치된 Cognos Configuration 도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cognos\deployment.

3 . C o g n o s 컴퓨터의 보고서 패키지 설치 아래에서 C o g n o s n n \

ProductNameModel 하위 디렉토리를 찾으십시오.

4. 전체 하위 디렉토리를 Cognos 프레임워크 관리자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임
의의 위치이며 프레임워크 관리자에게 액세스 권한이 있는 위치에 복사하십
시오.

5. Cognos Connection을 여십시오.

6. 시작 페이지에서 Cognos 컨텐츠 관리를 클릭하십시오.

시작 페이지가 꺼지면 Cognos Connection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해당 페
이지를 다시 켜십시오.

7. 구성 탭을 클릭하십시오.

8. 컨텐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9. 새 가져오기( )를 클릭하십시오.

10. 새 가져오기 마법사의 단계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십
시오.

a. 이전 프로시저에서 복사한 보고서 아카이브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b. 공용 폴더 컨텐츠 목록에서 파란색 폴더로 표시되는 패키지 자체를 포
함한 모든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c. 사용자가 패키지 및 패키지의 항목에 아직 액세스하길 원하지 않는 경
우에는 가져오기 후 비활성화를 선택하십시오. 보고서를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전에 보고서를 테
스트하려면 이 선택사항을 작성하십시오.

데이터 모델 구성 및 공개
데이터 소스를 설정할 때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테이블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로서 로그인한 경우에만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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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참고: 사용자가 사용한 데이터 소스 로그인이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
케이션 시스템 테이블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고 공개할 필
요가 없습니다.

참고: 이 작업은 eMessage 보고서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고 공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보고서 패키지 설치 아래의 Model 디렉토리에서 Model 디렉토리에 있는 모
든 파일을 Cognos 프레임워크 관리자 설치 디렉토리에 복사하십시오. 이 파
일은 애플리케이션별 데이터 모델을 구성합니다.

2. 프레임워크 관리자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여십시오. 프로젝트 파일의 확장자는
.cpf 이며, 파일 이름은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포
함합니다(예: ProductNameModel.cpf).

3.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모델을 열고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프로젝트 뷰어에서 데이터 소스를 펼치십시오.

b.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십시오.

c.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 소스를 업데이트하십시오.

표 9.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 필드
SQL Server v 카탈로그: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을 입력하십시오.

v 스키마: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예: dbo

Oracle v 스키마: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DB2 v 스키마: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4. 패키지를 저장한 후 다시 공개하십시오.

IBM Cognos에서 패키지 공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gnos 프레임워크 관
리자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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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에 내부 링크 사용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에는 표준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링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면 IBM Cognos Application Firewall

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용
Cognos 데이터 모델에서 경로 재지정 URL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참고: 이 단계는 eMessage Reports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에 대한 Cognos 데이터 모델에
서 경로 재지정 URL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프레임워크 관리자에서 프레임워크 관리자 디렉토리 구조를 복사한

<productName>Model 하위 디렉토리를 찾아보십시오. .cpf 파일
(예: CampaignModel.cpf)을 선택하십시오.

2. 매개변수 맵 >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3. 환경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정의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4. 경로 재지정 URL 섹션에서 값 필드를 선택하십시오.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에 올바르게 서버 이름과 포트 번호를 편집하지만 URL의 나
머지는 그대로 두십시오. 규칙에 따라 호스트 이름에는 도메인 이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mpaign의 경우:

http://serverX.ABCompany.com:7001/Campaign/

redirectToSummary.do?external=true&

예를 들어, Marketing Operations의 경우:

http://serverX.ABCompany.com:7001/plan/callback.jsp?

5. 모델을 저장하고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패키지를 공개하십시오.

a. 탐색 트리에서 모델의 패키지 노드를 펼치십시오.

b. 패키지 인스턴스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패키지 공개를 선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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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스 이름 확인 및 공개
모델에서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 소스로 지정된 이름은 Cognos Connection에서
작성한 데이터 소스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프레임워크 관리자에서 Cognos

컨텐츠 저장소에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데이터 소스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기본 데이터 소스 이름을 사용한 경우 데이터 소스 이름이 일치합니다. 기본 데
이터 소스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델에서 데이터 소스 이름을 변경해야 합
니다.

모델에서 데이터 소스 이름을 확인하고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Connection에서 작성된 데이터 소스의 이름을 판별하십시오.

2. 프레임워크 관리자에서 프로젝트 열기를 선택하십시오.

3. 프레임워크 관리자 디렉토리 구조에 복사한 <productName>Model 하위 디렉
토리로 이동하십시오. .cpf 파일(예: CampaignModel.cpf)을 선택하십시오.

4. 데이터 소스 항목을 확장하고 데이터 소스의 이름을 검사하십시오. 데이터 소
스 이름이 Cognos Connection에서 지정된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5.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소스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특성 섹션에
서 이름을 편집하십시오.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6. 패키지를 Cognos 컨텐츠 저장소에 공개하십시오.

Marketing Platform에서 Cognos 보고 특성 구성
IBM Marketing Software에는 보고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특성 집합이
있습니다. 일부 특성은 Marketing Platform의 보고 컴포넌트에 대한 매개변수 값
을 정의합니다. 일부 특성은 IBM Cognos 시스템에 대한 URL 및 기타 매개변
수를 정의합니다. 매개변수 값을 정의하는 특성은 보기 또는 테이블 작성 스크립
트가 생성될 때 지정됩니다. IBM Cognos 시스템에 대한 URL 및 기타 매개변
수를 정의하는 특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로컬 구성 > 환경 아래의 Cognos Configuration 유틸리티에서 포털 URL 및 디
스패치 URL을 찾으십시오. 5단계와 6단계에서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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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IBM Cognos 시스템에 대한 URL 및 기타 매개변수를 정의하는 특성을 구성하
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platform_admin 사용자나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또다른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하십시오.

2. 설정 > 구성 > 보고서 > 통합 > Cognos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3. 활성화됨 특성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4. 도메인 특성의 값을 IBM Cognos 시스템이 실행 중인 회사 도메인의 이름
으로 설정하십시오. 예: xyzCompany.com.

회사에서 하위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에 있는 값은 회사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5. 포털 URL 특성의 값을 Cognos Connection 포털의 URL로 설정하십시오.

도메인 특성에 지정된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을 포함한 완전한 호스트 이름
을 사용하십시오.

예: http://MyCognosServer.xyzCompany.com/cognos10/cgi-bin/

cognos.cgi

6. 발송 URL 필드에서 기본 Cognos Content Manager 디스패처의 URL을 지
정하십시오. 도메인 특성에 지정된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을 포함한 완전한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 http://MyCognosServer.xyzCompany.com:9300/p2pd/servlet/

dispatch

7. 지금은 인증 모드를 anonymous 상태로 두십시오.

8.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보고서 폴더 권한 설정
사용자별로 인증됨 모드를 사용하도록 보고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적합한
IBM 사용자가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를 수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 ReportsUser 역할을 적
절한 사용자 그룹 또는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폴더 권한 구성
오브젝트 유형(예: 캠페인 및 오퍼)의 분석 탭 및 분석 메뉴 항목에 대한 액세스
를 제어하는 것 외에도 IBM Cognos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폴더 구조
에 따라 보고서 그룹에 대한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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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보고서 폴더 권한 동기화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 조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
니다.

v 보고는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v 보고서를 구성하는 Cognos 서버가 작동하고 실행 중입니다.

프로시저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보고서 폴더 권한을 구성하십시오.

1. ReportSystem 역할을 가진 Campaign 관리자로 로그인하십시오.

2. 설정 > 보고서 폴더 권한 동기화를 선택하십시오.

시스템은 모든 파티션에 대해 IBM Cognos 시스템에 있는 폴더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이는 파티션에 대한 폴더 권한을 구성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는 모든 파티션에 대한 폴더 권한을 구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설정 > 사용자 역할 및 권한 > 캠페인을 선택하십시오.

4. 캠페인 노드 아래에서 첫 번째 파티션을 선택하십시오.

5. 역할 추가 및 권한 지정을 선택하십시오.

6. 권한 저장 및 편집을 선택하십시오.

7. 권한 양식에서 보고서를 펼치십시오.

처음에 보고서 폴더 권한 동기화 옵션을 실행한 후에만 보고서 항목이 표시
됩니다.

8. 성과 보고서에 대한 권한을 적합한 역할에 부여하십시오.

9. 보고서 폴더의 액세스 설정을 적절하게 구성한 후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시
오.

10. 각 파티션에 대해 4 - 8단계를 반복하십시오.

eMessage의 경우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스케줄링하고 실행하는 방법
eMessage 보고서는 스테이징 테이블에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며, 스테이징 테
이블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채워집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델타 새로 고치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하십시오. 스토
어드 프로시저를 더 자주 실행하면 델타 새로 고치기 메소드가 여러 번의 동시
실행을 방지합니다.

다음 표는 완료해야 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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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eMessage의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 작업
sp_runid 고유 실행 ID를 작성합니다. 실행 ID의 목록은 UARE_Runid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sp_update_ucc_tables_stats ucc_* 테이블의 통계를 업데이트합니다. sp_populate_* 스
크립트 이전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sp_populate_mailing_contacts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메일링 컨
택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sp_populate_mailing_responses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메일링 응
답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sp_populate_sms_contacts SMS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SMS 컨택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sp_populate_sms_responses SMS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SMS 응답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sp_get_delta_mailing_contacts sp_populate_mailing_contact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
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발송된 메일링 컨택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sp_generate_mailing_contacts sp_populate_mailing_contact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
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실행된 메일링을 위해 컨택한 고객에 관한 메일링 및 링
크 레벨 개수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sp_get_delta_mailing_responses sp_populate_mailing_response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
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응답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sp_generate_mailing_responses sp_populate_mailing_response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
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의
메일링 및 링크 레벨 응답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sp_get_delta_sms_contacts sp_populate_sms_contact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의 SMS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sp_generate_sms_contacts sp_populate_sms_contact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컨택
한 고객에 관한 메일링 및 링크 레벨 개수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sp_get_delta_sms_responses sp_populate_sms_response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의 SMS
응답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sp_generate_sms_responses sp_populate_sms_response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의 메일
링 및 링크 레벨 SMS 응답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sp_populate_mobile_responses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모바일 응
답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sp_get_delta_mobile_responses sp_populate_mobile_response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
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응답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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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eMessage의 스토어드 프로시저 (계속)

스토어드 프로시저 작업
sp_generate_mobile_responses sp_populate_mobile_responses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

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의
모바일 응답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십시오.

v 설치 파일과 함께 제공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스토어드 프로
시저를 작성해야 합니다.

v 설치 시 테이블과 인덱스의 크기를 고려하십시오. 테이블이 클수록 업데이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컨택 및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시
간을 허용하십시오. 초기 실행은 후속 실행보다 완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v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연장된 시간 동안 실행될 수 있으므로 야간과 같이 시스
템 활동이 줄어든 시간에 프로시저 실행을 고려하십시오.

v 처리할 보고서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여 보고서 데이터를 새로 고치는 데 필
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v scheduling sp_runid의 최소 10분 후에 실행되도록
sp_populate_mailing_contacts 및 sp_populate_mailing_responses를 스케
줄링해야 합니다.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최종 리턴 코드 0을 표시합니다.

Oracle의 스토어드 프로시저 샘플 구성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성하
십시오.

스토어드 프로시저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v IBM 은 Oracle AMM(Automatic Memory Management) 사용을 권장합니
다. 자세한 정보는 http://docs.oracle.com/cd/B28359_01/server.111/b28310/

memory003.htm으로 이동하십시오.

v SQL Plu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작
성하십시오.

v 다른 스크립트보다 최소 10분 전에 실행되도록 sp_runid 프로시저를 스케줄
링하십시오.

제 5 장 IBM Marketing Software 및 Cognos에 대한 통합 로드맵 43

http://docs.oracle.com/cd/B28359_01/server.111/b28310/memory003.htm
http://docs.oracle.com/cd/B28359_01/server.111/b28310/memory003.htm


실행 ID 작성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작업을 작성하고 실행 ID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
는 또한 작업이 완료될 때 작업 ID를 보여줍니다.

다음 예제는 종료 날짜 없이 매일 21:00시에 작업 번호를 확보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작업은 2014년 11월 29일에 시작합니다.

declare
jobno number;

BEGIN
DBMS_JOB.submit (job =>:jobno,
what => 'sp_runid;',
next_date => to_date('29-Nov-2014 21:00','DD-MON-YYYY HH24:MI' ),
interval => 'sysdate+1');
commit;
END;
/

이메일 컨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컨택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괄처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작업은 매일 21:10시에 실행됩니다.

declare
jobno number;

BEGIN
DBMS_JOB.submit (job =>:jobno,
what => 'sp_populate_mailing_contacts;',
next_date => to_date('29-Nov-2014 21:10','DD-MON-YYYY HH24:MI' ),
interval => 'sysdate+1');
commit;
END;
/

이메일 응답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괄처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작업은 매일 21:10시에 실행됩니다.

declare
jobno number;

BEGIN
DBMS_JOB.submit (job =>:jobno,
what => 'sp_populate_mailing_responses;',
next_date => to_date('29-Nov-2014 21:10','DD-MON-YYYY HH24:MI' ),
interval => 'sysdate+1');
commit;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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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컨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중요사항: SMS 기능은 기본 보고서 오퍼링의 일부가 아니므로 이 기능의 라이
센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델타 배치는 SMS 기능의 구매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다음 예제는 종료 날짜 없이 매일 21:00시에 작업 번호를 얻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작업은 2014년 11월 29일에 시작합니다.

BEGIN
DBMS_JOB.submit (job =>:jobno,
what => 'sp_populate_SMS_contacts;',
next_date => to_date('29-Nov-2014 21:10','DD-MON-YYYY HH24:MI' ),
interval => 'sysdate+1');
commit;
END;
/

SMS 응답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종료 날짜 없이 매일 21:00시에 작업 번호를 얻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작업은 2014년 11월 29일에 시작합니다.

BEGIN
DBMS_JOB.submit (job =>:jobno,
what => 'sp_populate_SMS_responses;',
next_date => to_date('29-Nov-2014 21:10','DD-MON-YYYY HH24:MI' ),
interval => 'sysdate+1');
commit;
END;
/

모바일 응답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종료 날짜 없이 매일 21:00시에 작업 번호를 얻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작업은 2014년 11월 29일에 시작합니다.

BEGIN
DBMS_JOB.submit (job =>:jobno,
what => 'sp_populate_MOBILE_responses;',
next_date => to_date('29-Aug-2014 21:10','DD-MON-YYYY HH24:MI' ),
interval => 'sysdate+1');
commit;
END;
/

Microsoft SQL Server의 스토어드 프로시저 샘플 구성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성할 때 다
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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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드 프로시저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v SQL Server Agent를 사용하여 각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작업을 새로 작성하
십시오.

v 최소한 매일 실행되도록 작업을 스케줄링하십시오. 다른 스크립트보다 최소 10

분 전에 실행되도록 sp_runid를 스케줄링해야 합니다.

v SQL Server 에이전트 인터페이스의 각 작업에 대해 단계 유형을 T-SQL(Trans-

act-SQL) 스크립트로 지정하고 Campaign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행 ID 작성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실행 ID를 작성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DECLARE @return_value int
EXEC @return_value = [dbo].[SP_RUNID]
SELECT 'Return Value' = @return_value
GO

이메일 컨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이메일 컨택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실행 ID를 생
성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최소 10분 후에 작업이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하십시오.

DECLARE @return_value int
EXEC @return_value = [dbo].[SP_POPULATE_MAILING_CONTACTS]
SELECT 'Return Value' = @return_value
GO

이메일 응답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이메일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실행 ID를 생
성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최소 10분 후에 작업이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하십시오.

DECLARE @return_value int
EXEC @return_value = [dbo].[SP_POPULATE_MAILING_RESPONSES]
SELECT 'Return Value' = @return_value
GO

SMS 컨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SMSM 컨택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DECLARE @return_value int
EXEC @return_value = [dbo].[SP_POPULATE_SMS_CONTACTS]
SELECT 'Return Value' = @return_value
GO

SMS 응답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SMSM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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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E @return_value int
EXEC @return_value = [dbo].[SP_POPULATE_SMS_RESPONSES]
SELECT 'Return Value' = @return_value
GO

모바일 응답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모바일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DECLARE @return_value int
EXEC @return_value = [dbo].[SP_POPULATE_MOBILE_RESPONSES]
SELECT 'Return Value' = @return_value
GO

IBM DB2의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권한 부여
IBM DB2의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성하기 전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레지스트리를 사용으로 설정하십시오.

a. 다음 값 중 하나로 DB2_ATS_ENABLE 레지스트리 변수를 설정하십시오.

v YES

v TRUE

v 1

v ON

b. 변수를 설정한 후 DB2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2. SYSTOOLSPACE 테이블스페이스를 작성하십시오.

SYSADM 또는 SYSCTRL 그룹에 속한 사용자가 이 공간을 작성할 수 있습
니다. 다음 쿼리를 사용하여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ELECT TBSPACE FROM SYSCAT.TABLESPACES WHERE TBSPACE = 'SYSTOOLSPACE'

3.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다음 예제에서 사용자의 환경에 적합한 값을 대체하십
시오.

v EMESSAGE: eMessage 시스템 테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v USER1: EMESSAGE 데이터베이스 소유자
v DB2ADMIN: DB2 관리자
v Administrator: 수퍼유저

4. 관리자로 DB2에 연결하여 다음 grant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v db2 GRANT DBADM ON DATABASE TO USER DB2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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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b2 GRANT DBADM ON DATABASE TO USER USER1

v db2 grant all on table SYSTOOLS.ADMINTASKS to USER1

v db2 grant all on table SYSTOOLS.ADMINTASKS to DB2ADMIN

5. SYSPROC.ADMIN_TASK_ADD 테이블이 있는 경우, 다음 grant 명령을 실행하십
시오.

v db2 grant execute on procedure SYSPROC.ADMIN_TASK_ADD to USER1

v db2 grant execute on procedure SYSPROC.ADMIN_TASK_ADD to DB2ADMIN

IBM DB2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샘플 구성
IBM DB2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구성할 때 다음 가이드라
인을 사용하십시오.

스토어드 프로시저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v 데이터베이스가 DB2 버전 9.7.8 이상이어야 합니다.

v DB2 ATS(Administrative Task Scheduler)에서 새 작업을 작성하십시오.

v 최소한 매일 실행되도록 작업을 스케줄링하십시오. 다른 스크립트보다 최소 10

분 전에 실행되도록 sp_runid를 스케줄링해야 합니다.

실행 ID 작성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종료 날짜 없이 매일 20:50시에 작업 번호를 확보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all SYSPROC.ADMIN_TASK_ADD('RunID_Job',null,null,
null,'50 20 * * *','USER1','SP_RUNID',null,null,null)

메일링 컨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컨택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괄처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이 예제에서 작업은 매일 21:00시에 실행됩니다.실행 ID를 생성하는 작
업을 실행하고 최소 10분 후에 작업이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하십시오.

call SYSPROC.ADMIN_TASK_ADD('Email_Contact_Job',null,null,null,'00 21 * * *',
'USER1','SP_POPULATE_MAILING_CONTACTS',null,null,null)

메일링 응답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괄처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이 예제에서 작업은 매일 21:00시에 실행됩니다.실행 ID를 생성하는 작
업을 실행하고 최소 10분 후에 작업이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하십시오.

call SYSPROC.ADMIN_TASK_ADD('Email_Response_Job',null,null,
null,'00 21 * * *','USER1','SP_POPULATE_MAILING_RESPONSES',null,
null,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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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컨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컨택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괄처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이 예제에서 작업은 매일 21:00시에 실행됩니다.실행 ID를 생성하는 작
업을 실행하고 최소 10분 후에 작업이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하십시오.

call SYSPROC.ADMIN_TASK_ADD('SMS_Contact_Job',null,null,null,'00 21 * * *',
'USER1','SP_POPULATE_SMS_CONTACTS',null,null,null)

SMS 응답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괄처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이 예제에서 작업은 매일 21:00시에 실행됩니다.

call SYSPROC.ADMIN_TASK_ADD('SMS_Response_Job',null,null,
null,'00 21 * * *','USER1','SP_POPULATE_SMS_RESPONSES',null,
null,null)

이메일 컨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컨택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괄처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이 예제에서 작업은 매일 21:00시에 실행됩니다.실행 ID를 생성하는 작
업을 실행하고 최소 10분 후에 작업이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하십시오.

call SYSPROC.ADMIN_TASK_ADD('SMS_Response_Job',null,null,null,'00 21 * * *',
'USER1','SP_POPULATE_MAILING_RESPONSES',null,null,null)

모바일 응답 데이터 처리에 대한 예

다음 예제는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괄처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이 예제에서 작업은 매일 21:00시에 실행됩니다.

call SYSPROC.ADMIN_TASK_ADD('MOBILE_Response_Job',null,null,
null,'00 21 * * *','USER1','SP_POPULATE_MOBILE_RESPONSES',null,
null,null)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는 스테이징 테이블에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며, 스
테이징 테이블은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의해 채워집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델
타 새로 고치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 데이터는 두 단계로 처리됩니다.

1. Interact ETL 프로세스는 대상 blob 데이터를 ETL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변환합니다.

2. 보고서 집계 프로그램은 사전 구성된 병렬 실행에서 각 패턴 유형에 대해 점
진적으로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이는 특정 Interact 보고서 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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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프로세스는 모두 UACI_ETLPATTERNSTATERUN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 트리거
와 통합됩니다. 이 트리거는 성공적인 ETL 실행에서 시작되며 보고서 데이터를
집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제출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완료해야 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및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표 11.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 작업
SP_GENERATE_PATTERN_MATCHALL SP_POPULATE_PATTERN_MATCHALL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

으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실행된 모두 일치 패턴에 대한 데이터 검색에 책임이 있
습니다.

SP_GENERATE_PATTERN_COUNTER SP_POPULATE_PATTERN_COUNTER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으
로 호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실
행된 카운터 패턴에 대한 데이터 검색에 책임이 있습니다.

SP_GENERATE_PATTERN_WC SP_POPULATE_PATTERN_WC 프로시저에 의해 내부적으로 호
출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실행된
가중치 적용 카운터 패턴에 대한 데이터 검색에 책임이 있
습니다.

SP_POPULATE_PATTERN_MATCHALL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모두 일치
패턴 유형 데이터 처리합니다.

SP_POPULATE_PATTERN_COUNTER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카운터 패
턴 유형 데이터 처리합니다.

SP_POPULATE_PATTERN_WC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전 실행 이후에 수신된 가중치 적
용 카운터 패턴 유형 데이터 처리합니다.

SP_UPDATE_UACI_TABLES_STATS 데이터베이스 통계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트리거에서 호출
되며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보고서 데이터 집계를 위해 제
출됩니다.

다음과 같은 ETL 테이블에 대한 통계를 업데이트합니다.

v UACI_ETLPATTERNSTATE

v UACI_ETLPATTERNSTATEITEM

v UACI_ETLPATTERNEVENTINFO

SP_POPULATE_PATTERN_LOCK

(p_parallel_degree)

구성된 병렬 실행의 정도로 UARI_PATTERN_LOCK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p_parallel_degree는 집계 프로세스가 병렬로 실행되는 정
도입니다.

SP_AGGR_RUN_STATUS 실행 중인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
해 집계 프로세스의 시작 전에 Interact ETL 프로세스에
서 호출됩니다. UARI_PATTERN_LOCK 테이블에 대해 실행하
십시오.

50 IBM Marketing Software Reports: 설치 및 구성 안내서



표 11.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계속)

스토어드 프로시저 작업
SP_REFRESH_PATTERNINFO Oracle 및 DB2의 경우만 해당

IC 및 카테고리에 대한 대상 레벨 정보 및 상태를 가져오
려면 UARI_PATTERNSTATE_INFO 테이블을 새로 고치기합니
다.

이 프로시저에 대한 호출은 집계 프로시저 시작 이전에 트
리거에 의해 제공됩니다.

SQL Server에 Mviews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
시저는 SQL Server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SP_UARI_REBIND_PACKAGES DB2의 경우만 해당

집계 트리거 및 프로시저와 연관된 패키지를 리바인딩합니
다. SP_UPDATE_UACI_TABLES_STATS 프로시저 호출 이후에
트리거에서 호출됩니다.

표 12. Oracle 및 DB2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퀀스
스토어드 프로시저 작업
SQ_UARI_RUN 고유 실행 ID를 작성합니다. 실행 ID의 목록은 UARI_RUNS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SQL Server의 경우, RunID가 RunId 열의 IDENTITY 특성을 사용하여 생성되며,

이는 각 실행에서 새 ID를 생성합니다.

표 13. 데이터베이스 트리거
스토어드 프로시저 작업
TR_AGGREGATE_DELTA_PATTERNS UACI_ETLPATTERNSTATERUN 테이블이 3이라는 값으

로 업데이트되고 나면 데이터 집계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
시저를 호출하는 작업을 제출하여 트리거가 호출됩니다.

ETL 프로세스

첫 번째 실행 시에는 모든 패턴이 신규 또는 델타이므로 ETL은
UARI_DELTA_PATTERNS 테이블의 각 PatternID에 대해 값을 삽입하지 않습니다. 보
고서 집계 프로세스는 ETL 테이블에서 모든 PatternID를 수집해서 이를
UARI_DELTA_PATTERNS 테이블에 삽입합니다.

ETL 프로세스는 SP_AGGR_RUN_STATUS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SP_AGGR_RUN_STATUS

프로시저는 UARI_PATTERN_LOCK 테이블에서 JobID를 기반으로 실행 중인 작업을
확인합니다.

JobID 값 이유
Y 작업이 실행 중입니다. 시나리오가 실행 중이거나 실패했습니다.

N 작업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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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 프로세스는 제출된 작업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고서 집계의 상태를 항상 확
인합니다. ETL이 실행 중인 보고서 집계를 찾는 경우 ETL은 그 실행을 시작하
지 않습니다. ETL은 스케줄에 따라서 다시 시작됩니다.

ETL 프로세스는 값 Y가 있는 JobIDs의 수를 UARI_PATTERN_LOCK 테이블에서 확
인합니다. ETL 프로세스는 JobIDs에 값 Y가 있는 경우에만 시작됩니다. JobIDs

에 값 Y가 있는 경우에는 ETL 프로세스를 건너뛰며 다음 스케줄된 간격에서 실
행됩니다. ETL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BM Interact 관리자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두 번째 실행부터 ETL 프로세스는 업데이트된 PatternID에 대해 업데이트 플래
그로 UARI_DELTA_PATTERNS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v 업데이트된 데이터의 경우, PatternID는 U와 함께 표시됩니다.

v 삭제된 데이터의 경우, PatternID는 D와 함께 표시됩니다.

v 새로 추가된 데이터의 경우, PatternID는 보고서 집계 코드로 식별되며 P와
함께 표시됩니다.

집계 프로세스는 U 또는 D 플래그와 함께 표시된 PatternIDs에 대해서만 실행
됩니다.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스토어드 프로시저 사용
보고서를 사용으로 설정하기 위해 따른 단계뿐만 아니라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
고서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는 보고서가 더 빨
리 렌더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집계에 델타 새로 고치기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ATS(Administrative Task Scheduler)는 기록 데이터 및 구성 정보를 저장할 테
이블스페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테이블스페이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되어 있
는지 확인하거나 테이블스페이스를 작성하려면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ibm.com/developerworks/data/library/techarticle/dm-

0809see/

작업 스케줄러에서 스케줄된 작업을 실행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활성이어야 합니
다. 다음 웹 사이트에서 개발자 작업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ibm.com/developerworks/data/library/techarticle/dm-

0809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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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TASK_STATUS는 ADMIN_TASK_ADD 프로시저가 처음으로 호출되었을 때 작성
된 관리 보기입니다. 이러한 보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합니다. 보기가 누락
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도움말과 함께 보기를 작성하십시오.

ADMIN_TASK_STATUS 관리 보기에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01.ibm.com/support/knowledgecenter/api/content/

SSEPGG_9.7.0/com.ibm.db2.luw.admin.gui.doc/doc/t0054396.html 및
http://www.ibm.com/developerworks/data/library/techarticle/dm-

0809see/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Interact_ReportPack_Installer_Home>\Cognos10\interact-ddl\ <DB Type>\

폴더를 찾아보십시오.

2. DB2의 경우 다음 매개변수를 설정하십시오.

v db2set DB2_COMPATIBILITY_VECTOR=ORA

v db2set DB2_ATS_ENABLE=YES

3. 인스턴스가 다시 시작되면 나열된 순서대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DB2를 활
성화해야 합니다.

a. db2 force application all 이 인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중지합니
다.

b. db2stop force DB2를 중지합니다.

c. db2start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합니다.

d. db2 activate db <dbname> 데이터베이스를 명시적으로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B20000I The ACTIVATE DATABASE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e. db2 list active databases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다음 출력과 유사한 출력이 표시됩니다.

Active Databases
Database name = <dbname>
Applications connected currently = 0
Database path = /data04/<DB instance owner>/NODE0000/SQL00001/

4. ETL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열된 순서대로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a. acir_tables_<DB Type>.sql

b. acir_scripts_<DB Typ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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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전에 실행되지 않았으면 acir_tables_<DB Type>.sql 스크립트를 실
행해야 합니다.

참고: 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acir_scripts_db2.sql 스크리트를 실행한 후
예외가 처리되면, 트리거를 삭제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 작성하십시
오.

SQL Server의 경우, acir_jobs_sqlserver.sql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스
크립트는 정도 2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작성합니다. 정도를 변경하려
면 55 페이지의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병렬 실행의 정도 변
경』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SQL Server 에이전트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5. ETL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UARI_PATTERN_LOCK 테이블에서 병렬 일괄처
리 정도 레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레코드를 작성하려면 ETL 데이
터베이스에서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하십시오.

v Oracle의 경우: execute SP_POPULATE_PATTERN_LOCK(2)

v DB2의 경우: call SP_POPULATE_PATTERN_LOCK(2)

v SQL Server의 경우: EXEC [dbo].[SP_POPULATE_PATTERN_LOCK]

@p_parallel_degree = 2

이 예에서 2는 집계 프로세스가 병렬로 실행되는 정도입니다.

UARI_PATTERN_LOCK 테이블은 정도 값이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채워집니
다. 정도 값은 구성 가능합니다. 경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Interact 이벤트 패
턴 보고서 집계 프로세스에 대한 병렬 실행의 정도를 늘리십시오. 정도가 더
높은 값으로 설정된 경우, 하드웨어 자원 요구사항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데
이터 집계에 대해 실행되는 프로시저의 수는 정도 값에 따라 다릅니다.

6. 옵션: ETL 기능이 실행 중인 동안에는 보고서 집계가 호출되지 않도록 트리
거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고
보고서 집계 프로세스를 끄려면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따라 다음 명령 중 하
나를 실행하십시오.

v DB2의 경우, http://www.ibm.com/developerworks/data/library/

techarticle/0211swart/0211swart.html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 Oracle의 경우: alter trigger TR_AGGREGATE_DELTA_PATTERNS disable;

v SQL Server의 경우: Disable Trigger TR_AGGREGATE_DELTA_PATTERNS on

uaci_etlpatternstaterun

7. 옵션: 트리거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보고서 집계 프로세스를 켜려면 데이터베
이스 유형에 따라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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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B2의 경우, http://www.ibm.com/developerworks/data/library/

techarticle/0211swart/0211swart.html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 Oracle의 경우: alter trigger TR_AGGREGATE_DELTA_PATTERNS enable;

v SQL Server의 경우: Enable Trigger TR_AGGREGATE_DELTA_PATTERNS on

uaci_etlpatternstaterun

결과

ETL이 완료되면 UACI_ETLPATTERNSTATERUN 테이블의 상태가 3으로 업데이트되고,

트리거 TR_AGGREGATE_DELTA_PATTERNS가 호출됩니다. 트리거는 설정된 병렬 정도
에 대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참고: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보고서 집계 프로세스가
후속 집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병렬 실행의 정도 변경
병렬 실행 값의 정도는 구성 가능합니다. 경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Interact 이벤
트 패턴 Reports 집계 프로세스에 대한 병렬 실행의 정도를 늘리십시오. 정도가
더 높은 값으로 설정되면 하드웨어 자원 요구사항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Interact 이벤트 패턴 Reports가 더 빨리 렌더링될 수 있도록 집계 프로세스 실
행 정도를 구성하십시오.

3의 정도 값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성하려면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따
라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v Oracle의 경우: 다음을 실행하십시오.

Interact ETL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execute SP_POPULATE_PATTERN_LOCK(3)

명령
v IBM DB2의 경우: 다음을 실행하십시오.

Interact ETL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call SP_POPULATE_PATTERN_LOCK(3) 명
령

v SQL Server의 경우: 기본 acir_jobs_sqlserver.sql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정
도 값 1과 2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작성하십시오. 정도 값 1과 2인 패
턴은 UARI_PROCESSED_PATTERNS 테이블에 수집됩니다.

모두 일치 패턴에 대해 정도를 3으로 수정하려면 정도 1에 대한 샘플 코드를
복사하고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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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b_name의 값을 JOB_MA_3으로 설정하십시오.

2. @p_parallel_degree의 값을 3으로 설정하십시오.

Interact ET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DECLARE
@jobId BINARY(16),
@status int,
@schedule_name varchar(16),
@dbname varchar(100)
set @dbname= (SELECT DB_NAME());

EXEC msdb.dbo.sp_add_job @job_name=N'JOB_MA_3',
@job_id = @jobId OUTPUT;

EXEC msdb.dbo.sp_add_jobstep @job_id=@jobId, @step_name=N'first',
@command=N'EXEC [dbo].[SP_POPULATE_PATTERN_MATCHALL]

@p_parallel_degree = 3',
@database_name=@dbname;

EXEC msdb.dbo.sp_add_jobserver @job_id=@jobId,
@server_name=N'(local)';
GO

카운터 패턴 및 가중치 카운터 패턴에 대한 정도를 작성하고 ETL 데이터베이
스에 대하여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패턴에 대해 정도를 3으로 수정하려면 정도 1에 대한 샘플 코드를 복
사하고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job_name의 값을 JOB_C_3으로 설정하십시오.

2. @p_parallel_degree의 값을 3으로 설정하십시오.

가중치 카운터 패턴에 대해 정도를 3으로 수정하려면 정도 1에 대한 샘플 코
드를 복사하고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job_name의 값을 JOB_WC_3으로 설정하십시오.

2. @p_parallel_degree의 값을 3으로 설정하십시오.

Interact 이벤트 패턴 보고서에 대한 UARI_DELTA_REFRESH_LOG 테이블의 로그
메시지

UARI_DELTA_REFRESH_LOG 테이블에는 모든 프로시저에 대한 로깅 정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집계 프로세스 상태

집계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다음 텍스트를 찾으십시오.

MESSAGE_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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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type> patterns delta refresh started for parallel degree <degree value>
<patterntype> patterns delta refresh completed for parallel degree <degree value>

여기서
v <patterntype>은 Match All, Counter 또는 Weighted Counter입니다.

v <degree value>는 패턴이 병렬로 처리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면, 정도 값이 2일 때 다음 메시지가 로그됩니다.

MatchAll patterns delta refresh started for parallel degree 1
MatchAll patterns delta refresh completed for parallel degree 1
MatchAll patterns delta refresh started for parallel degree 2
MatchAll patterns delta refresh completed for parallel degree 2

UARI_PATTERNSTATE_INFO 테이블

UARI_PATTERNSTATE_INFO 테이블이 새로 고치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텍스트
를 찾으십시오.

MESSAGE_LINE:

Pattern State information refresh procedure started
--The procedure to refresh the data in UARI_PATTERNSTATE_INFO is running.

MESSAGE_LINE:

Pattern State information refresh procedure completed
--The procedure to refresh the data in UARI_PATTERNSTATE_INFO is completed.

SP_AGGR_RUN_STATUS 프로시저로 재설정된 잠금 플래그

SP_AGGR_RUN_STATUS 프로시저에 의해 잠금 플래그가 재설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텍스트를 찾으십시오.

MESSAGE_LINE:

patterns lock has been reset for parallel degree <degree value>

UARI_DELTA_REFRESH_LOG 테이블의 OBJECT 열에는 잠금이 재설정된 프로시저 이
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degree value>는 패턴이 병렬로 처리된 값입니다.

예를 들면, 정도 값이 1일 때 다음 메시지가 로그됩니다.

patterns lock has been reset for parallel degree 1

DB2의 경우만 해당: 패키지 리바인딩

DB2의 경우만 해당: 패키지의 리바인딩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텍스트
를 찾으십시오.

MESSAGE_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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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ind of packages started
--Rebinding of the packages started

MESSAGE_LINE:

Rebinding of packages completed successfully on <datetime>
--Rebinding of the packages completed successfully on the given date.

ETL 테이블에서 업데이트된 통계

ETL 테이블에서 통계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텍스트를 찾으십시오.

MESSAGE_LINE:

Table statistics update started
--Update statistics on the ETL tables is in process

MESSAGE_LINE:

Statistics on Tables UACI_ETLPATTERNSTATE UACI_ETLPATTERNSTATEITEM
UACI_ETLPATTERNEVENTINFO and indexes have been updated successfully
on <datetime>
--Statistics are updated on the mentioned ETL tables on the given date.

병렬 실행의 정도

병렬 실행의 정도를 확인하려면 다음 텍스트를 찾으십시오.

MESSAGE_LINE:

Pattern aggregation processing Parallel degree is set to <degree value>
--Parallel degree with which report aggregation will run is set to <degree value>.

예를 들면, 정도 값이 2일 때 다음 메시지가 로그됩니다.

Pattern aggregation processing Parallel degree is set to 2.

인증을 사용으로 설정하기 전에 구성 테스트
보고서를 설치 및 구성한 후 인증을 사용으로 설정하기 전에 구성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샘플을 실행하여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IBM Marketing Software가 실행 중이며 IBM Cognos BI 서비스가 실행 중인
지 확인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인증을 사용으로 설정하기 전에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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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
그인하십시오.

2. 보고서에 표시할 것이 있도록 데이터를 작성하십시오.

3. Cognos Connection을 여십시오.

4. 가져온 보고서 폴더를 찾아보고 기본 보고서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예를 들
어, Campaign의 경우 공용 폴더 > 캠페인 > 캠페인 > 캠페인 요약을 선택
하십시오.

보고서가 실패하면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ognos 데이터 소스를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1 페이지
의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IBM

Cognos 데이터 소스 작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5. 보고서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보고서의 내부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경로 재지정 URL이 올바르게 구성
되지 않은 것입니다. 38 페이지의 『Reports에 내부 링크 사용』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6.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
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 분석 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의 URL을 지정할 때는 회사 도메인
이 포함된(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위 도메인도 포함) 완전한 호스트 이름을 사
용해야 합니다. 예:

http://serverX.ABCompany.com:7001/unica

7. Cognos에서 테스트한 동일한 보고서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보고서를 볼 수 없는 경우, IBM Cognos 방화벽이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았
을 수 있습니다. 23 페이지의 『IBM Marketing Software에 대한 IBM

Cognos Application Firewall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eMessage 보고서를 볼 수 없는 경우, eMessage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8. 보고서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보고서의 내부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경로 재지정 URL이 올바르게 구성
되지 않은 것입니다. 38 페이지의 『Reports에 내부 링크 사용』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9. 개별 항목을 열고 분석 탭을 클릭하여 보고서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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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하도록 IBM Cognos를 구성하는 방법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는 Cognos 애플리케이션이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하여 마치 스위트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인 것처럼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와 통신할 수 있게 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하도록 IBM Cognos를 구성하기 전에 구
성하려는 인증 모드("인증됨" 또는 "사용자별로 인증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
어야 합니다.

보고 시스템 사용자 작성
"인증됨" 및 "사용자별로 인증됨" 두 개의 인증 모드가 있습니다. "사용자별로 인
증됨"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보고서 시스템 사용자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증된"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보고서 시스템 사용자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
시스템 사용자를 작성할 때 IBM Cognos BI 신임 정보로 사용자 및 그 사용자
에 대한 데이터 소스 신임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태스크 정보

보고 시스템 사용자를 작성할 때 그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로그인 신임 정
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에 대한 로그인 신임 정보의 한 세트: 사용
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보고 시스템 사용자(cognos_admin)에 지정되었습니다.

v IBM Cognos BI에 대한 로그인 신임 정보의 한 세트: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
호가 보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소스 신임 정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보고서 시스템 사용자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platform_admin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하십시오.

2. 설정 > 사용자를 선택하십시오.

3.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IBM 사용자를 작성하십시오.

a. 사용자 이름: cognos_admin

b. 비밀번호: admin

4.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작성하십시오.

a. 데이터 소스: Cognos

b. 데이터 소스 로그온: cognos_admin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이름이 3단계에서 작성한 IBM 사용자의 사용자 이
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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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데이터 소스 비밀번호: admin

5. 보고 시스템 역할을 사용자에게 추가하십시오.

6. IBM Marketing Software이 사용자 비밀번호를 만료하도록 구성된 경우에
는 로그아웃한 후 보고 시스템 사용자(cognos_admin)로 다시 로그인하십시
오. 이 단계를 통해 이후 작업에서 이 사용자로 IBM Cognos에 로그인하기
전에 IBM 보안 "비밀번호 변경" 인증 확인과 상호작용하고 비밀번호를 재설
정하게 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Cognos 인증 특성 구성
IBM Marketing Software 및 Cognos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네트워크 도메인에
설치된 경우, IBM Marketing Software의 Cognos 인증 특성을 구성해야 합니
다. 이 동작은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이 Cognos 애플리케이션
과 통신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양식 인증 사용 특성의 설정은 IBM Marketing Software 보안이 쿠키 대신에 양
식 기반 인증을 사용함을 표시합니다. 다음 중 하나가 참일 때 이 특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이 Cognos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네트워크 도메
인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및 Cognos 설치가 모두 동일한 시
스템에 있는 경우에도 완전한 호스트 이름(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
케이션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됨) 대신에 동일한 네트워크 도메인 내의 IP 주
소를 사용하여 Cognos에 액세스합니다.

값이 True이면 Cognos Connection에 대한 로그인 프로세스는 일반 텍스트로 로
그인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므로 Cognos 및 IBM Marketing Software가 SSL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SL과 함께 구성된 경우라도 누군가 표시된 보고서의 소스를 볼 때는 사
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는 HTML 소스 코드에서 일반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이
로 인해 Cognos 및 IBM Marketing Software을 동일한 네트워크 도메인에 설
치해야 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Cognos 인증 특성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
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platform_admin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하십시오.

2.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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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 통합 > Cognos 버전을 펼치십시오.

4. 인증됨 또는 사용자별로 인증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 모드 특성의 값을
설정하십시오.

인증됨 모드의 경우, 5단계로 계속하십시오.

사용자별로 인증됨 모드의 경우, 8단계로 계속하십시오.

5. "인증됨" 모드의 경우: 인증 사용자 이름 및 인증 데이터 소스 이름 필드에
있는 값이 이전 작업인 60 페이지의 『보고 시스템 사용자 작성』에서 작성
된 사용자 및 데이터 소스의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6. 폼 인증 사용 특성값을 설정하십시오.

참고: 양식 인증 사용 특성이 True로 설정되면 인증 모드 특성은 자동적으로
인증됨으로 설정된 것처럼 작동합니다. 60 페이지의 『보고 시스템 사용자 작
성』에 설명되어 있는 이 모드에 필요한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7. 새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8. "사용자별로 인증됨" 모드의 경우: 보고서 사용자 역할을 기본 asm_admin

사용자에 지정하십시오. 보고서를 테스트하려면 IBM Marketing Software 애
플리케이션 및 보고서 데이터 둘 다에 대해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필
요합니다. platform_admin 사용자에게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
케이션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를 사용하도록 IBM Cognos 구성
Cognos Configuration 및 Cognos Connection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IBM

Cognos BI 애플리케이션에서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를 사용하
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분산 시스템의 경우만 해당: 사용자의 IBM Cognos 시스템에 백업 Content

Manager가 장애 복구 지원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경우, Content Manager가 설
치된 각 서버에서 이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를 사용하도록 IBM Cognos를 구성하려
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Content Manager가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Cognos 구성을 여십
시오.

2. 로컬 구성 > 보안 > 인증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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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후 새 자원 >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십
시오.

4. 다음과 같이 필드를 채운 다음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a. 이름: Unica

b. 유형: 사용자 정의 Java 제공자
5. 자원 특성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필드를 완료한 후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
시오.

a. 네임스페이스 ID: Unica

b. Java 클래스 이름:

com.unica.report.adapter.UnicaAuthenticationProvider

6. IBM Cognos BI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Windows 시스템에서는 Cognos 인터페이스가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았을 때
중지되었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실제로 중지되었는지 확
인하려면 Windows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중지하십시오.

7. 로컬 구성 > 보안 > 인증에서 Unica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후 테
스트를 선택하십시오.

Cognos Connection이 오류를 표시하면 Cognos 설치의 logs 디렉토리에
있는 cogserver.log 파일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판별하십시오.

8. 다음과 같이 Cognos Connection에 로그인하여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 IBM Marketing Software 구성 특성에서 Cognos 인증 모드를 인증됨
으로 설정한 경우 cognos_admin(보고 시스템) 사용자로 로그인하십시오.

v IBM Marketing Software 구성 특성에서 인증 모드를
authenticatedPerUser로 설정한 경우에는 asm_admin 사용자로 로그인
하십시오.

IBM Cognos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표시되면 오류 메시지를 펼치십시오.

The third-party provider returned an unrecoverable exception.

펼친 메시지에 invalid credentials라고 기술되어 있으면 사용자 신임 정
보 입력 시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로그인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펼친 메시지에 password expired라고 기술되어 있으면 IBM Marketing

Software의 비밀번호가 만료된 것입니다. 보고 시스템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십시
오. 그런 다음 Cognos Connection에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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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os Connection에 계속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Cognos 설치의 logs

디렉토리에 있는 cogserver.log 파일을 조사하십시오.

9. Cognos Connection에 로그인하면 Cognos Configuration을 여십시오.

10. 로컬 구성 > 보안 > 인증 > Cognos를 선택하십시오.

11. 익명 액세스 허용 여부를 false로 설정하여 IBM Cognos BI에 대한 익명
액세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십시오.

12.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13. IBM Cognos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IBM Cognos 서비스가 인증 제공자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IBM Cognos 서비스가 시작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이 프로시저
의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구성을 확인하십시오.

결과

이제 Cognos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는 모든 사용자는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네임스페이스 Unica가 로그온 및 보
안 관리 작업을 위해 IBM Cogno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제 표시됩니다.

Marketing Platform에 대한 추가 설정 구성
IBM Marketing Platform이 LDAP 서버, Windows Active Directory 또는 웹
액세스 제어 시스템(예: Tivoli® 또는 Site Minder)과 통합되는 경우 추가 설정
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Marketing Platform에 대한 추가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Configuration에서 Unica® 인증 네임스페이스에 대해 인증을 위해
선택 가능 플래그를 false로 설정하십시오.

이 플래그를 false로 설정하면 Cognos Connection 및 Cognos

Administration이 인증을 위해 Unica 네임스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은 Cognos SDK API를 통
해 Unica 네임스페이스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예: 사용자가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서 Cognos 보고서를 볼 때).

2. Cognos URL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
하십시오.

a. Cognos Configuration에서 적절한 번들된 인증 제공자를 사용하여 네
임스페이스를 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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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증을 위해 선택 가능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c. Cognos URL에 대해 이 새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십시오.

구성된 인증을 사용하여 구성 테스트
IBM 인증 구성 후에 IBM Cognos BI의 구성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IBM Cognos BI의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IBM Marketing Software 및 IBM Cognos 서비스가 모두 실행 중인지 확
인하십시오.

2. Cognos Connection을 여십시오.

3. 가져온 보고서 폴더를 찾아보고 기본 보고서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예를 들
어, Campaign의 경우 공용 폴더 > 캠페인 > 캠페인 > 캠페인 요약을 선택
하십시오.

보고서가 실패하면 IBM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IBM Cognos 데
이터 소스를 올바르게 구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1 페이지의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IBM Cognos 데이
터 소스 작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4. 보고서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보고서의 내부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경로 재지정 URL이 올바르게 구성
되지 않은 것입니다. 38 페이지의 『Reports에 내부 링크 사용』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5.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한 후 분석 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IBM 애플리케이션의 URL을 지정할 때는 회사 도메인이 포함된(해당되는 경
우에는 하위 도메인도 포함) 완전한 호스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http://serverX.ABCompany.com:7001/unica

6. IBM Cognos에서 테스트한 동일한 보고서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보안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IBM 인증 제공자가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60 페이지의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
하도록 IBM Cognos를 구성하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인증을 위한 신임 정보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URL 중 하나에
서 도메인 이름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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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설정 > 구성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특성에 있는 URL이 도메인 이름 및 해당 하위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십시오.

v 보고서 > 통합 > Cognos > 포털 URL 및 발송 URL

v IBM 애플리케이션의 URL 특성. 예: 캠페인 > 탐색 > serverURL

7. 보고서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인증을 위한 신임 정보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URL 중 하나에
서 도메인 이름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8. 개별 항목을 열고 분석 탭을 클릭하여 보고서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보안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IBM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행할 작업

이제 보고가 올바르게 작동하며 예시 보고서는 그 기본 상태입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디자인 구성(예: 캠페인 코드, 사용
자 정의 캠페인 속성, 응답 메트릭)을 완료하십시오. 보고서 또는 보고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v Campaign 또는 Interact를 사용하는 경우, 67 페이지의 제 6 장 『보고서 구
성 방법』 아래의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v Marketing Operations를 사용하는 경우, IBM Marketing Operations 관리자
안내서의 "보고서 사용"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v eMessage에 대한 보고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구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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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고서 구성 방법

보고서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한 후 Reports 설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 기능을 위해 IBM Marketing Software는 타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인 IBM Cognos와 통합됩니다. Reports는 다음 구성요소에 의존합
니다.

v IBM Cognos의 설치
v IBM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IBM Cognos 설치와 통합하는 IBM

Marketing Software 구성요소의 세트
v 몇몇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그 애플리케이션의 IBM

시스템 테이블에서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을 빌드할 수 있는 보고 스키마
v IBM Cognos Report Studio로 빌드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예시 보고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각 애플리케이션은 스스로
Marketing Platform에 등록합니다. 그 등록 프로세스 중에 애플리케이션은 분석
메뉴 항목에 자신의 항목을 추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보고서 패키지가 구성된 후
v 애플리케이션의 분석 메뉴 항목은 오브젝트 교차 Reports에 액세스합니다.

v 단일 오브젝트 보고서가 해당 오브젝트의 분석 탭에 표시됩니다.

v 애플리케이션의 대시보드 Reports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대시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때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의 보고서 패키지도 설치됩니다. 모든 보고서 패키지에 보고 스키
마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IBM Cognos BI 구성요소는 모든 보고서 패
키지에 포함됩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에 대해 사용자 정의할 수 있
는 IBMCognos 보고 메타데이터 모델

v IBMCognos BI Report Studio로 빌드된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v 보고 데이터 모델 및 보고서를 설명하는 참조 문서

IBM Cognos 모델은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보
고 보기 또는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이로 인해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
서 패키지에서 전달된 IBM Cognos 보고서에서 데이터가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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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직후에 보고서는 그 기본 상태이며 예시 보고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많
은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거나 사용자 정의할 수 있
는 오브젝트, 속성 또는 메트릭 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mpaign으로 응
답 유형, 사용자 정의 캠페인 속성 및 추가 대상 레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
스템의 데이터 디자인을 구현한 다음 보고서를 다시 방문하여 예시 보고서를 사
용자 정의하고 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현의 데이터 디자인 단계 이후 보고서를 구성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에 포함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에 따라 달라집니다.

v Campaign 및 Interact의 경우, 보고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한 후 설치 도중 작
성된 보기 또는 보고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Cognos 데이터 모델을
새로 업데이트한 보고 보기와 동기화한 후 개정된 모델을 Cognos 컨텐츠 저
장소에 공개합니다. 이제 새 사용자 정의 속성을 Report Studio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샘플 보고서에 추가하거나 속성을 표시하는 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v 보고 스키마를 제공하지 않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및
eMessage(사용자 정의할 수 없는 스키마를 제공함)의 경우, IBMCognos 보
고서만 구성합니다.

보고 및 보안
보안을 위해 보고 기능은 특정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으로 제어합니다.

다음 목록은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합니다.

v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제어 설정: IBM Marketing Software 인터페이스에서 사
용자가 보고서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
케이션 액세스 설정으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의 경우, IBM Cognos 시스템에서의 해당 폴더 구조에
따라 보고서의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v Marketing Platform 액세스 제어 설정: 관리자가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하거
나 보고서 SQL 생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Marketing Platform에 대
해 구성된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IBM Cognos 시스템의 IBM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
하도록 IBM Cognos BI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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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폴더 권한
IBM Cognos 시스템에 설치하는 IBM Cognos 보고서 패키지에는 IBM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보고서 스펙이 폴더로 구성되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Interact

Reports폴더는 Interact에 대한 폴더이며, 보고서 스펙은 IBMCognos 시스템의
Interact Reports 폴더에 있습니다.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의 경우, 보고서 그룹이 IBM Cognos 시스템
에 실제로 저장된 폴더 구조를 기반으로 보고서 그룹의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IBM Cognos 파일 디렉토리와 동기화

보고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IBM 시스템이 IBM Cognos 시스템에 있는
보고서 폴더를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IBM 인터페이스의 설정 메뉴에서 동기 보
고서 폴더 권한 옵션을 실행하십시오. 이 옵션은 IBM Cognos 시스템에 연결하
여 표시되는 폴더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Campaign 파티션의 사용자 권한 목
록에서 항목을 작성합니다. 보고서로 이름 지정된 항목은 권한 목록에서 로깅 및
시스템 테이블 항목 사이에 표시됩니다. 이를 펼치면 보고서 폴더 이름이 나열되
며 이제는 권한을 나타냅니다.

새 권한의 기본 설정은 "부여되지 않음"입니다. 그러므로 보고서 폴더 권한 동기
화 옵션을 실행한 후 보고서 폴더의 권한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BM

Cognos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파티션 및 폴더 파티션

폴더 동기화 프로세스는 모든 파티션에 대해 Cognos 시스템에 있는 모든 폴더
이름을 검색합니다. 임의 파티션에 보고서 폴더 권한을 구성하려면 모든 파티션
의 권한을 구성해야 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 및 IBM Cognos BI 시스템
IBMCognos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Cognos 시스템은 비보안 상태입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
공자를 사용하여 Cognos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이 IBMCognos BI 시스템과 통합되는 경우,

IBMCogno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
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서: 누군가 IBM Marketing Software

인터페이스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면,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은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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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os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Cognos는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을 쿼리하고
나서 IBM Marketing Software 인터페이스로 보고서를 다시 전송합니다.

v IBM Cognos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레임워크 관리자의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모델 또는 Report Studio의 보고서에 대한 작
업을 할 때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합니다.

IBM Cognos가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을 사용하도록 구성되면 IBM

Cognos BI 시스템에 설치된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는 Marketing

Platform의 보안 레이어와 통신하여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액세스를 위해, 사용
자는 유효한 IBM Marketing Software 사용자여야 하고 다음 권한 중 하나를 부
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v report_system은 IBM Marketing Software 인터페이스에 있는 보고 구성 옵
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ReportsSystem 역할이 이 권한을 부
여합니다.

v report_user는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부여하지만, IBM Marketing

Software 인터페이스에 있는 보고 구성 옵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ReportsUser 역할이 이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인증 모드가 있습니다.

v 인증
v 사용자별 인증

인증 모드

인증 모드가 인증됨으로 설정되면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과 IBM

Cognos 시스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시스템 레벨에서 보안이 유지됩니다. 사
용자에 대해 인증 모드를 사용하려면 보고서 시스템 사용자를 구성하고 보고 구
성 설정에서 사용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ReportsSystem 역할을 사용자에게 지정하면 그 사용자에게는 모든 보고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사용자 데이터 소스에서 IBMCognos 시스템의
로그인 신임 정보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소스는 일반적으로 cognos_admin으로
이름 지정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고서
시스템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사용자가 보고서를 표시할 때마다 Marketing

Platform은 Cognos 시스템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보고서 시스템 사용자 레
코드에 저장된 신임 정보를 사용합니다. 인증 제공자는 사용자 신임 정보를 확
인합니다.

70 IBM Marketing Software Reports: 설치 및 구성 안내서



v 보고서 작성자가 IBMCognos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때는 보고서 시스템 사
용자인 cognos_admin으로 로그인하고 인증 제공자가 사용자 신임 정보를 확
인합니다.

사용자별 인증 모드

인증 모드가 사용자별로 인증됨으로 설정되면 보고서 시스템은 보고서 시스템 사
용자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각 사용자의 신임 정보를 평가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는 사용자별 인증 모드에서 다음 방법을 사용
합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사용자가 보고서를 표시하려 할 때마다 Marketing

Platform에는 Cognos 시스템과의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사용자 신임 정보가
포함됩니다. 인증 제공자는 사용자 신임 정보를 확인합니다.

v 보고서 작성자가 IBMCognos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때는 본인으로 로그인
하고 인증 제공자가 그 신임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용자별 인증 모드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ReportsUser 또
는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ReportsSystem 역
할을 하나 또는 두 명의 관리자에게 지정하고 ReportsUser 역할을 IBM

Marketing Software 인터페이스에 있는 보고서를 반드시 봐야 하는 IBM

Marketing Software 사용자 그룹에 지정합니다.

보고 권한을 점검하는 것 이외에 인증 제공자는 다른 권한 부여를 검사하지 않
습니다. Cognos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는 보고서 작성자에게는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에서 보고서 폴더 권한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Cognos 시스템에 있는 모든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보고 권한 구성 특성
구성 페이지에서 설정을 구성하여 보고 구성 기능 및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
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 구성 기능 및 보고서 자체에 대한 액세스는 다음 설정으로 제어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 액세스 제어
설정 메뉴의 구성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보고 스키마를 구성합
니다.

Marketing Platform 권한 구성에 액세스(설정 > 사용자
역할 & 권한 > 플랫폼 아래)

설정 메뉴의 보고서 SQL 생성기 및 보
고서 폴더 권한 동기화 옵션

보고서 권한 report_system(설정 > 사용자 역할 & 권한
> 보고서 아래)

표준 보고서System 역할에는 다음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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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 액세스 제어
분석 메뉴 제품에 따라 다른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설정:

v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의 경우, 설정 > 사
용자 역할 & 권한의 캠페인 파티션 레벨에 관리 > 액
세스 분석 섹션 권한

v Marketing Operations 및 Distributed Marketing의
경우, 보안 정책의 분석 권한

분석 탭 개별 오브젝트에 대한 보안 정책의 분석(또는 분석하기) 권
한

보고서에서 표시하는 데이터 Cognos 시스템의 인증 모드가 "사용자별로 인증됨"인 경
우 ,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ReportsSystem 또는 ReportsUser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스키마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을 작성하여 Campaign, Interact 및 eMessage에 대한 보
고를 구현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서 보고 가능한 데이터
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Campaign, Interact 및 eMessage의 보고서 패키지에는
보고서 SQL 생성기가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을 작성하는 SQL 스크립트를 생성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고 스키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ampaign 및 Interact의 경우, 보고서에 포함하려는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스키
마 템플리트를 사용자 정의해야 합니다. 스키마 템플리트를 사용자 정의한 후 보
고서 SQL 생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SQL 생성기가 생성한 SQL 스크립트
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Message 보고 스키마는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 보기 또는 테
이블을 빌드하는 SQL 스크립트를 생성한 후 eMessage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스
크립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보고 스키마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타사 보고 도구를 사용하여 IBM 애플리케이
션 데이터를 점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IBM Marketing Softwar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고서를 표시하려는 경우, 사용자의 설치가 IBM Cognos BI와 통
합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SQL 생성기
보고서 SQL 생성기는 보고 스키마를 사용하여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분석 로직을 결
정합니다. 그런 다음 보고서 SQL 생성기는 해당 로직을 구현하는 보기 또는 보
고 테이블을 작성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가 보고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
할 수 있게 하는 SQL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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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구성 도중, 시스템 구현자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
이터베이스를 식별하는 데이터 소스 특성을 구성했습니다. 보고서 SQL 생성기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다음 작업을 완료합니다.

v 보기 또는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는 스크립트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v 보고 테이블을 작성하는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올바른 데이터 유형을 결정합니
다.

JNDI 데이터 소스 이름이 올바르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보고서 SQL 생성기는
보고 테이블을 작성하는 스크립트의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보고 배포 옵션
보고서 SQL 생성기 도구를 실행할 때 배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SQL 생성기 도구를 실행할 때, 스크립트에서 보기, 구체화된 보기 또는
테이블을 작성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사용하는 배포 옵션은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 양에 따라 다릅니다.

v 소형 구현의 경우, 직접 프로덕션 데이터를 쿼리하는 보고 보기는 사용자 요
구에 맞도록 충분히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화된 보기를 시
도하십시오.

v 중간 크기 구현의 경우, 프로덕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구체화된 보기를 사
용하거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 테이블을 설정하십시오.

v 대형 구현의 경우, 별도의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십시오.

모든 구현에서 Cognos Connection 관리를 사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검색하
는 보고서가 휴일 동안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구체화된 보기 및 Microsoft SQL Server

보고서 애플리케이션은 Microsoft SQL Server에 구체화된 보기를 지원하지 않
습니다.

SQL Server에서 구체화된 보기를 "색인화된 보기"라 합니다. 그러나 SQL Server

의 보기에서 인덱스를 작성하는 정의에서는 보고 보기에 포함되는 특정 집계, 함
수 및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중인 경우, 보기 또는 보고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참고: eMessage의 경우, 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eMessage 및 Oracle

설치에 eMessage가 포함되고 데이터베이스가 Oracle인 경우, 구체화된 보기 또
는 보고 테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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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ssage 및 IBM DB2

설치에 eMessage가 포함되고 데이터베이스가 IBM DB2인 경우, 구체화된 보기
또는 보고 테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동기화

구체화된 보기 또는 보고 테이블을 함께 배포할 때 데이터를 운용 시스템 데이
터와 동기화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사용
하여 보고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는 데이터 동기화 프로세스를 스케줄
링합니다.

eMessage의 경우, eMessage 델타 새로 고치기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하면 구
체화된 보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칩니다. 자세한 정보는 41 페이지의 『eMessage

의 경우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스케줄링하고 실행하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보고서에 있는 제어 그룹 및 대상 그룹
보고서 패키지의 예제 IBM Cognos BI 보고서에는 대상 그룹 및 제어 그룹 둘
다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지원하기 위해, 보고 스키마에는 기본 컨택 및 응답 기록 메트릭과
기본 응답 유형 각각에 대한 두 열이 포함됩니다. 한 열은 제어 그룹의 응답을
나타내고 다른 열은 대상 그룹의 응답을 나타냅니다.

예시 보고서를 확장하거나 새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대상 및 제어 그룹 모
두의 응답 정보를 포함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응답이 예이고 메트
릭 또는 응답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보고 스키마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두 열을
작성합니다. 하나는 대상에 대한 열이고 다른 하나는 제어에 대한 열입니다. 응
답이 아니오인 경우, 그 항목에 대한 보고 스키마에서 대상 그룹 열만 작성하십
시오.

대상 레벨 및 보고서
성과 및 응답 스키마를 편집하여 보고서의 대상 레벨을 변경하면 올바른 대상 레
벨에 대한 시스템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상태에서 보고 스키마는 Campaign과 함께 전달되는 하나의 사전 정의
된 대상 레벨 "고객"에 대한 시스템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과와 응
답 기록 보고서는 "고객" 대상 레벨을 참조합니다.

성과 및 응답 스키마를 편집하여 보고서의 대상 레벨을 변경하면 올바른 대상 레
벨에 대한 시스템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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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Campaign 및 Interact의 경우 추가 대상 레벨에 대한 보고 스키마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정 > 구성 페이지의 템플리트에서 보고 스키마를 작성
합니다.Cognos 데이터 모델에 보고 보기를 추가하고 Cognos 보고서를 수정하
여 추가 대상 레벨을 수용하십시오.

보고 스키마의 대상 키
성과 보고서 및 응답 기록을 위한 대상 레벨을 구성하거나 추가 대상 레벨을 위
한 보고 스키마를 작성할 때는 대상 레벨을 위한 대상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키에 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열(멀티키 대상 키라고도 함)이 포함되는 경우, 열
이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합니다. 예제: ColumnX,ColumnY.

보고 스키마의 Audience Key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최대 문자열 길이는 255자
입니다. 대상 키가 255자 이상이면, 생성된 SQL에서 이 제한사항을 중심으로 작
업할 수 있습니다. Audience Key 필드에 키의 처음 255자를 입력하고 평상시와
같이 SQL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된 스크립트를 편집기에 열
고 잘린 대상 키 참조 각각을 완전한 문자열로 바꾸십시오.

파티션 및 보고 스키마
Campaign에서 둘 이상의 파티션을 사용하는 경우, 각 파티션에 대한 보고 스키
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 구성 페이지의 템플리트에서 보고 스키마를 작
성하십시오.

Campaign에서 다중 파티션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구현자가 각 파티션에 대
해 Cognos 시스템에서 보고서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시스템의 데이터 디자인
이 구현된 후에는 각 파티션에 대한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을 다시 방문해야 합
니다.

프레임워크 관리자 데이터 모델
Cognos 모델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와 쿼리 제목 및 쿼리 항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 메타데이터입니다. IBM Cognos

10 BI Report Studio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 모델에 설명된 쿼리 제목 및 항목
에서 보고서를 빌드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모델은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보고 보기를 참조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에서도 전달되는 Cognos 10 보고서에 데이터가 사용 가
능하게 됩니다.

추가 속성, 메트릭 및 응답 유형을 포함하도록 보고 보기를 구성할 때는 Cognos

보고 모델을 보고 보기와 동기화하고 개정된 모델을 Cognos 컨텐츠 저장소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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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합니다. 이 때, 이러한 새 속성은 Report Studio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들을 IBM Marketing Software Reports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의 IBM Cognos 10 모델은 다음 3개
의 폴더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를 표시합니다.

v 가져오기 보기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보고 스키마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이 보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연
결을 통해 데이터 모델과 IBM Marketing Software 데이터베이스 보기, 구
체화된 보기 또는 보고 테이블과 동기화합니다.

v 모델 보기는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는 작업 영역입니다. 쿼리 제
목으로 표시되는 오브젝트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며, 이는 비즈니스 보
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빌딩 블록을 작성합니다.

v 비즈니스 보기는 보고 빌딩을 단순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오브젝트의 기준에서
쿼리 제목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Report Studio에서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를 열 때 표시되는 정보입니다.

Campaign 및 eMessage 모델에는 모델 보기에서 비즈니스 보기로의 바로 가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teract 모델에서는 쿼리 주제 일부가 두 데이터 소스에
걸쳐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바로 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IBM Cognos Configuration에서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는 프로젝트 열기
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작성하십시오. 프로젝트 열기 옵션을 사용하면 쿼리 모
드가 호환 가능으로 설정됩니다. 쿼리 모드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기본 템플리트
를 사용하는 새 프로젝트 작성 옵션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Report Studio 보고서
각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에는 IBM Cognos Report Studio

로 빌드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몇 가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 일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음 위치에서 샘
플 보고서를 실행하십시오.

v 분석 메뉴에서 다중 오브젝트 보고서를 실행하십시오.

v 캠페인 또는 오퍼와 같은 항목의 분석 탭에서 단일 오브젝트 보고서를 실행하
십시오.

v Campaign, Marketing Operations, eMessage 및 Interact 대시보드에서 사
전 구성된 보고서를 실행하십시오. 대시보드에 대한 정보는 IBM Marketing

Platform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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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하위 폴더 및 액세스 설정
각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의 보고서는 공용 폴더 영역에 보고
서의 목적 및 애플리케이션 둘 다를 나타내는 이름의 폴더 및 하위 폴더로 구성
됩니다.

설치 중에 시스템 구현자가 각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Cognos Connection 보고서 아카이브를 공용 폴더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폴더 및 하위 폴더는 Campaign, Interact 및 eMessage에 대한 보안 액세스 제
어 모델에서도 사용되며, 여기에는 폴더별 보고서의 보안 설정이 포함됩니다. 해
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정책은 사용자에게 폴더에 있는 모든 보고서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Marketing Operations에 대한 액세스 제어 모델
에서는 이 레벨의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Marketing Operations에서는 모
든 보고서에 액세스 권한이 있거나 어떤 보고서에도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IBM Cognos Connection 인터페이스에서는 폴더 또는 하위 폴더의 이름을 변
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의 IBM 애플리케이션이
변경된 폴더 이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v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의 경우,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캠
페인 > 파티션 > [파티션 이름] > 보고서 아래에서 폴더의 이름과 일치하도
록 보고서 폴더 특성의 값을 편집하십시오.

v Marketing Operations의 경우 plan_config.xml 파일을 열고
reportsAnalysisSectionHome 및 reportsAnalysisTabHome 구성 설정 값을 편
집합니다.

보고서 스타일 및 모양
모든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고서에서 공통 보고 스
타일을 설정하려면 GlobalReportStyles.css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십시오.

스타일에 대한 정보는 151 페이지의 제 12 장 『Cognos 보고서의 형식』의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는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
니다.

v GlobalReportStyles.css 파일로 구현되는 스타일.

v 스타일 시트로 특정 스타일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수
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스타일 형식.

대시 문자("-")는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계산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총계를 표시하는 한 행의 고유 개
수를 계산할 수 없으면 "-"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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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고서는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적거나 데이터없이 최고의 상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데이터 요소가 있는 선 그래프는 선을 표시할 수 없
으므로 그래프 모양이 빈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약 데이터에 대한 그
래픽 표현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요소의 날짜 또는 시간을 나열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에 하루만 있는 날짜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 그래프에서
는 해당 날짜만 표시합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에 대해 가장 잘 동작하는 차트 또는 그래프 유형을 사용하도
록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생성을 위한 스케줄 설정
IBM Cognos Connection에서는 사용자 보고서의 자동 실행을 스케줄링할 수 있
습니다. 각 보고서에서 실행 빈도, 형식 옵션, 전달 방법 및 저장 위치 등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보고서를 실행하고, 자동 생성된 이메일을 사
용하여 지정된 수신인 그룹으로 보고서를 분배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스케줄링 및 분배에 대한 세부사항은 IBM Cognos Connection 사용자 안
내서에 있는 스케줄 장을 참조하십시오.

보고 스키마 사용자 정의 방법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
는 보고 스키마는 사용자 정의하려는 보고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보고 스키마가 보고서 팩에서 제공된 샘플 보고서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정
보는 167 페이지의 제 14 장 『제품별 보고서 및 보고 스키마』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어떤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할 계획인지 결정하고 적합한 보고서를 보고 스키마
맵에 참조하십시오.

v 169 페이지의 『eMessage Reports 및 보고 스키마』
v 169 페이지의 『Interact Reports 및 보고 스키마』

참고: eMessage 보고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할 수 없지만, eMessage 보고서를 수
정하고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 추가
캠페인 성과 및 오퍼 성과 보고 스키마에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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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결정하십시오.

v 메트릭을 추가하려는 보고서를 지원하는 보고 스키마. 정보는 167 페이지의 제
14 장 『제품별 보고서 및 보고 스키마』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 대상 그룹 이외에 제어 그룹에 대한 보고 스키마에 열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
부. 74 페이지의 『보고서에 있는 제어 그룹 및 대상 그룹』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v 메트릭 계산 방법. 예를 들어 합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셀 수 있습니다.

이 태스크 정보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적합한 보고 스키마의 이름을 펼치십시오.

3. 열 노드를 펼치고 컨택 메트릭 또는 응답 메트릭을 선택합니다.

4. 오른쪽 양식에서 새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한 후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열 이름에는 보고 스키마에서 속성에 대해 사용하려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공백 없이 모두 대문자를 사용하십시오.

6. 기능의 경우, 메트릭을 계산 또는 결정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7. 입력 열 이름에서는 IBM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당 테이블에
서 이 속성에 대한 열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 열 이름에서는 대소문자가
구분됩니다.

8. 제어 처리 플래그에 보고 스키마에서 이 열이 대상 그룹을 나타냄을 표시하
려면 숫자 0을 입력하십시오.

9.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10. 옵션: 필요한 경우, 이 작업을 반복하여 보고 스키마에 제어 그룹 열을 추
가하십시오. 이번에는 이 열이 제어 그룹을 나타냄을 표시하는 숫자 1을 입
력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속성 추가
사용자 정의 캠페인 속성 보고 스키마에 사용자 정의 캠페인, 오퍼 및 셀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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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UA_CampAttribute, UA_CellAttribute 또는 UA_OfferAttribute 테이블(해당
하는 경우)에 있는 속성의 AttributeID 열 값입니다.

v 속성의 데이터 유형: 문자열 값, 숫자 값 또는 날짜/시간 값

이 태스크 정보

사용자 정의 속성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 열을 펼치십시오.

3. 추가하려는 속성의 유형과 일치하는 열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4. 오른쪽 양식에서 새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 속성의 이름을 입
력합니다.

5. 열 이름에는 보고 스키마에서 속성에 대해 사용하려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공
백 없이 모두 대문자를 사용하십시오.

6. 속성 ID의 경우 이 속성의 ID를 입력하십시오.

7. 값 유형의 경우 속성의 데이터 유형을 지정합니다.

참고: 통화 값이 들어 있는 속성을 추가하는 경우, 값 유형 필드에서
NumberValue를 지정하십시오. 양식 요소 유형이 Campaign에서 상자 선택 -

문자열로 설정된 속성을 추가하는 경우, 값 유형 필드에서 StringValue를 지
정하십시오.

8.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응답 유형 추가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스키마에 응답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결정하십시오.

v 제어 그룹과 대상 그룹에 대한 보고 스키마에 열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74

페이지의 『보고서에 있는 제어 그룹 및 대상 그룹』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 UA_UsrResponseType 테이블의 응답 유형 코드입니다.

이 태스크 정보

응답 유형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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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 열 > 응답 유형을
펼치십시오.

3. 오른쪽 양식에서 새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하고 응답 유형의 이름을 입력합니
다.

4. 열 이름에는 보고 스키마에서 응답 유형에 대해 사용하려는 이름을 입력합니
다.

5. 응답 유형 코드의 경우 이 응답 유형에 대해 3자로 된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응답 유형 코드에서는 대소문자가 구분됩니다.

6. 제어 처리 플래그에 보고 스키마에서 이 열이 대상 그룹을 나타냄을 표시하
려면 숫자 0을 입력하십시오.

7.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8. 옵션: 필요한 경우, 이 프로시저를 반복하여 보고 스키마에 제어 그룹 열을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이 열이 제어 그룹을 나타냄을 표시하는 숫자 1을 입
력하십시오.

컨택 상태 코드 추가
캠페인 오퍼 컨택 상태 내역 스키마로 컨택 상태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UA_ContactStatus 테이블에서 컨택 상태 코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태스크 정보

컨택 상태 코드를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오퍼 컨택 상태 내역 > 열 > 컨택 상
태를 펼치십시오.

3. 오른쪽 양식에서 새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하고 컨택 상태 유형의 이름을 입
력합니다.

4. 열 이름에는 보고 스키마에서 컨택 상태 유형에 대해 사용하려는 이름을 입
력합니다.

5. 컨택 상태 코드의 경우 이 컨택 상태에 대해 3자로 된 코드를 입력합니다. 컨
택 상태 코드는 대소문자가 구분됩니다.

6.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성과 보고서에 달력에서의 기간 지정
Campaign 및 Interact 모두의 표준 보고서에는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요약하는
성과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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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이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기간을 기본 시간경과 후 변형 이외의 다른 것으로 지
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보고서 > 스키마를 펼치고 Campaign 또는 Interact를 선택하십시오.

3. 원하는 성과 스키마를 선택합니다.

4. 설정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5. 스키마 설정 절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 옵션 목록에 대해 적합한 값을
선택합니다.

6.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성과 보고서 및 응답 기록의 대상 레벨 구성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Campaign 및 Interact 보고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하여 보고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결정하십시오.

v 컨택 기록, 상세한 컨택 기록 및 관심있는 대상 레벨의 응답 기록 테이블 이
름입니다.

v 컨택 기록 및 상세 컨택 테이블의 대상 키입니다. 75 페이지의 『보고 스키마
의 대상 키』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각각의 적합한 보고 스키마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v Campaign: 오퍼 성과, 캠페인 성과,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캠페인 오퍼 컨
택 상태 내역

v Interact: Interact 성과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보고서 > 스키마 > ProductName > SchemaName을 펼치십시오.

3. 오른쪽에 있는 양식에서 설정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4. 입력 테이블 절에서 대상 레벨 및 대상 키에 대한 시스템 테이블을 식별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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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쉼표를 사용하여 멀티키 대상 키의 열 이름을 분리하십시오. 자세한 정
보는 75 페이지의 『보고 스키마의 대상 키』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5.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추가 대상 레벨 또는 파티션에 대한 보고 스키마
추가 대상 레벨 및 파티션에 대한 보고 스키마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가 보고 스키마를 작성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v 사용자는 둘 이상의 대상 레벨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둘 이상의 대상
레벨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여러 대상 레벨 중 하나
를 지정하도록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필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추가적인 컨택 및 응답 기록 테이블 세트를 가리키는 스키
마가 필요합니다.

v 다중 파티션에 대한 보고를 구성하며 파티션 시스템 테이블의 각 세트에 대해
다른 스키마 사용자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결정합니다.

v 작성할 보고 스키마:

– Campaign: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오퍼 성과, 캠페인 성과, 오퍼 컨택 상
태 내역 및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 Interact: Interact 성과
v 이 대상 레벨에 대한 테이블의 이름:

– Campaign: 컨택 기록, 상세 컨택 기록 및 응답 기록 테이블
– Interact: 상세 컨택 기록 및 응답 기록 테이블

v 이 대상 레벨에 대한 대상 키 열의 이름
v 대상 레벨의 이름을 표시하는 짧은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로 된 코드. 새 보고
스키마의 테이블 또는 보기 이름을 지정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합니다.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스키마 작성
다중 대상 레벨 또는 다중 파티션에 대해 보고를 구성하려는 경우, 보고 스키마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태스크 정보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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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스타 스키마를 펼치십
시오.

3. 새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하고 대상 레벨을 나타내는 보고 스키마의 구체적
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Campaign Offer Response Household.

4. 입력 테이블 섹션에서 이 대상 레벨에 대한 응답 기록 테이블의 이름을 입
력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새 노드는 스키마의 구성 트리에 표시됩니다. 노드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
습니다.

5. 새 노드에서 열 > 응답 유형을 선택한 후 이 대상 레벨의 응답 유형을 구
성합니다.

이 단계에 대한 도움말은 80 페이지의 『응답 유형 추가』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6. 새 노드에서 SQL 구성 > Campaign 응답 내역을 선택한 후 설정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7. 대상 레벨에 대한 코드가 포함되도록 양식에서 테이블/보기 이름 필드의 이
름을 편집하십시오. 이름은 최대 18자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
어 대상 레벨의 이름이 가족인 경우 UARC_CRBO_HH_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및 보기 이름 지정 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31 페이지의 『보
고서 | 스키마 | [제품] | [스키마 이름] | SQL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8.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9. 새 노드에서 SQL 구성 > Campaign 오퍼 응답 내역을 선택한 후 설정 편
집을 클릭하십시오.

10. 대상 레벨의 코드를 포함하도록 테이블/보기 이름 필드에 있는 이름을 편집
합니다. 이름은 최대 18자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합니다. 예: UARC_CORBO_HH_.

11.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캠페인 오퍼 컨택 상태 내역 스키마 작성
다중 대상 레벨 또는 다중 파티션에 대해 보고를 구성하려는 경우, 보고 스키마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태스크 정보

캠페인 오퍼 컨택 상태 내역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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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스타 스키마를 펼치십
시오.

3. 새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하고 대상 레벨을 나타내는 보고 스키마의 구체적
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Campaign Offer Contact Status Household.

4. 입력 테이블 섹션에서 이 대상 레벨에 대한 응답 기록 테이블의 이름을 입
력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새 노드는 스키마의 구성 트리에 표시됩니다. 노드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
습니다.

5. 새 노드 아래에서 열 > 컨택 상태 코드를 선택하고 이 대상 레벨에 대한 컨
택 상태 코드를 구성하십시오.

이 단계에 대한 도움말은 81 페이지의 『컨택 상태 코드 추가』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6. 새 노드에서 SQL 구성 > 캠페인 컨택 상태 컨택 기록을 선택한 후 설정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7. 대상 레벨에 대한 코드가 포함되도록 양식에서 테이블/보기 이름 필드의 이
름을 편집하십시오. 이름은 최대 18자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
어 대상 레벨의 이름이 가족인 경우 UARC_CCSBO_HH_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9. 새 노드에서 SQL 구성 > 캠페인 오퍼 컨택 상태 컨택을 선택한 후 설정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10. 대상 레벨의 코드를 포함하도록 테이블/보기 이름 필드에 있는 이름을 편집
합니다. 이름은 최대 18자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합니다. 예: UARC_COCSBO_HH_.

11.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오퍼 성과 스키마 작성
오퍼 성과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오퍼 성과 스타 스키마를 사용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오퍼 성과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오퍼 성과 스타 스키마를 펼치십시오.

3. 새 카테고리 이름에서 대상 레벨을 나타내는 보고 스키마의 구체적인 이름
을 입력합니다. 예: Offer Performanc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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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테이블 절에서 대상 레벨 및 대상 키를 지원하는 테이블을 식별합니
다.

5. 스키마 설정 섹션에서 적용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 옵션을 선택하고 변
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새 노드는 스키마의 구성 트리에 표시됩니다. 노드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
습니다.

6. 구성 트리의 새 노드 아래에서 열 > 컨택 메트릭을 선택하고 이 대상 레벨
에 대한 컨택 메트릭을 구성하십시오.

이 단계에 대한 도움말은 78 페이지의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 추가』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7. 새 노드 아래에서 열 > 응답 메트릭을 선택하고 이 대상 레벨에 대한 응답
메트릭을 구성하십시오.

이 단계에 대한 도움말은 78 페이지의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 추가』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8. 새 노드에서 SQL 구성을 펼치고 처음 항목(오퍼 컨택 기록)을 선택한 후
설정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9. 대상 레벨에 대한 코드가 포함되도록 양식에서 테이블/보기 이름 필드의 값
을 편집하십시오. 이름은 최대 18자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
어 대상 레벨의 이름이 가족인 경우 UARC_OCH_HH_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11. 새 보고 스키마의 SQL 구성 섹션 아래에 나열되는 각 항목에 대해 8 - 10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캠페인 성과 스키마 작성
캠페인 성과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캠페인 성과 스타 스키마를 사용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캠페인 성과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성과 스타 스키마를 펼치십시오.

3. 새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하고 대상 레벨을 나타내는 보고 스키마의 구체적
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Campaign Performance Household.

4. 입력 테이블 절에서 대상 레벨 및 대상 키를 지원하는 테이블을 식별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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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키마 설정 섹션에서 적용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 옵션을 모두 선택하
고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새 노드는 스키마의 구성 트리에 표시됩니다. 노드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
습니다.

6. 새 노드 아래에서 열 > 컨택 메트릭을 선택하고 이 대상 레벨에 대한 컨택
메트릭을 구성하십시오.

이 단계에 대한 도움말은 78 페이지의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 추가』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7. 새 노드 아래에서 열 > 응답 메트릭을 선택하고 이 대상 레벨에 대한 응답
메트릭을 구성하십시오.

이 단계에 대한 도움말은 78 페이지의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 추가』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8. 새 노드에서 SQL 구성을 선택한 후 처음 항목인 Campaign 컨택 기록을
선택합니다.

9. 대상 레벨에 대한 코드가 포함되도록 양식에서 테이블/보기 이름 필드의 값
을 편집하십시오. 이름은 최대 18자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
어 대상 레벨의 이름이 가족인 경우 UARC_CCH_HH_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11. 새 보고 스키마의 SQL 구성 섹션 아래에 나열되는 각 항목에 대해 9 - 10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스키마 작성
각 파티션에 대해 단 하나의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스키마가 필요합니다. 모
든 대상 레벨에 동일한 스키마가 사용됩니다.

이 태스크 정보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을 펼치십시오.

3. 새 카테고리 이름에서 파티션을 나타내는 보고 스키마의 구체적인 이름을 입
력합니다. 예: Campaign Custom Attributes Partition 2.

4. 구성 트리의 새 노드 아래에서 열을 펼치고 이 보고 스키마를 작성하고 있는
파티션에 필요한 사용자 정의 셀, 오퍼 및 캠페인 속성을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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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 대한 도움말은 79 페이지의 『사용자 정의 속성 추가』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5. 옵션: 보기 또는 테이블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새 노드 아래에서 SQL

구성을 펼치고 각 항목을 선택하여 보기 또는 테이블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이름은 최대 18자이고 모두 대문자여야 하며 공백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6.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Interact 성과 스키마 작성
Interact 성과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Interact 성과 스타 스키마를 사용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Interact 성과 스키마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보고서 > 스키마 > Interact > Interact 성과 스타 스키마를 펼치십시오.

3. 새 카테고리 이름 필드에서 대상 레벨을 나타내는 보고 스키마의 구체적인 이
름을 입력합니다. 예: Interact Performance Household.

4. 입력 테이블 절에서 대상 레벨 및 대상 키를 지원하는 테이블을 식별합니다.

5. 스키마 설정 섹션에서 적용하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 옵션을 모두 선택하
고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새 노드는 스키마의 구성 트리에 표시됩니다. 노드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습
니다.

6. 새 노드에서 SQL 구성을 선택한 후 처음 항목인 Interactive 채널 오퍼 컨
택 기록 요약을 선택합니다.

7. 대상 레벨에 대한 코드가 포함되도록 양식에서 테이블/보기 이름 필드의 값
을 편집하십시오. 이름은 최대 18자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레벨의 이름이 가족인 경우 UARI_ICP_OCH_HH_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9. 새 보고 스키마의 SQL 구성 섹션 아래에 나열되는 각 항목에 대해 7 - 8단
계를 반복하십시오.

IBM Cognos 모델을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하여 메트릭, 속성 또는 대
상 레벨을 추가로 포함한 후 해당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보고 보기 또는 테이
블을 수정할 때 IBMIBM Cognos BI 모델도 편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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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ognos 프레임워크 관리자 기능을 사용하여 보기 또는 테이블을 쿼리하고
데이터 모델로 추가 항목을 가져오십시오.

Cognos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서 작성한 변경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v 속성, 메트릭 또는 응답 유형에 대한 열을 추가하여 기존 보기를 수정한 경우,

연관된 보기를 나타내는 쿼리 오브젝트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새 열을 가져옵니
다.

v 성과 또는 런타임 보고서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을 수정했거나 추가
대상 레벨에 대한 새 보고 스키마를 작성한 경우, 새 보기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 경우 프레임워크 관리자 메타데이터 마법사를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로 보
기를 가져오십시오.

다음 주제는 Cognos 모델을 사용자 정의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BM Cognos BI 프레임워크 관리자 사용자 안
내서 및 프레임워크 관리자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모델에 있는 기존 보기 또는 테이블에 속성 추가
IBM Cognos Report Studio를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에 있는 기존 보기 또는 테
이블에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v UA_OfferAttribute 테이블에서 오퍼 속성을 작성했습니다.

v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보고 스키마에 오퍼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v 보고서 SQL 생성기를 사용하여 보기 작성 스크립트를 생성했습니다.

v Campaign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오퍼 사용자 정의
속성 보기인 UARC_OFFEREXTATTR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다음 예제 작업에서는 IBM Cognos 모델에 있는 기존 보기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의 경우, Campaign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의 오
퍼 속성을 추가하고 보고서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가정하십시오.

Cognos Campaign 모델에 새 오퍼 속성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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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Campaign 모델의 백업을 작성합니다. Cognos/models 디렉토리로 이동해
서 CampaignModel 하위 디렉토리를 복사하십시오. 분산 Cognos 환경에서
models 디렉토리는 Content Manager를 실행 중인 시스템에 있습니다.

2. 프레임워크 관리자에서는 Campaign.cpf 파일(프로젝트)을 열고 가져오기 보
기 노드를 펼칩니다.

3. 가져오기 보기에서 사용자 정의 속성(가져오기 보기 >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 UARC_OFFEREXTATTR)에 대한 보고 보기를 나타내는 쿼리 오
브젝트를 선택합니다.

4. 도구 > 오브젝트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Cognos는 보기의 노드 아래에 나열된 열을 새로 고치기해서 Campaign 데
이터베이스에서 UARC_OFFEREXTATTR 보고 보기에 현재 표시된 모든 열을 반
영합니다.

5. 모델 보기를 펼치고 이 보기에서 사용자 정의 오퍼 속성을 나타내는 노드를
선택합니다(모델 보기 > Campaign 사용자 정의 속성 > 오퍼 사용자 정의
속성).

6. 오퍼 사용자 정의 속성 노드를 두 번 클릭하여 쿼리 제목 정의 대화 상자를
엽니다.

7. 새 열을 찾아 모델 보기에 추가합니다.

8. 읽기 쉽도록 쿼리 항목의 이름을 편집하십시오. 예를 들어, Campaign 데
이터 모델의 가져오기 보기에 있는 LASTRUNDATE 열은 모델 보기에서 마지
막 실행 날짜로 표시됩니다.

참고: 비즈니스 보기에는 모델 보기에 있는 오퍼 사용자 정의 속성 노드에
대한 바로 가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 쿼리 항목이 이제 비즈니스 보
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9. 모델을 저장합니다.

10. 패키지를 Cognos 컨텐츠 저장소에 공개하십시오.

IBM Cognos Report Studio를 사용하여 적합한 보고서에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BM Cognos 데이터 모델에 보기 추가
IBM Cognos 데이터 모델에 보기 또는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BM

Cognos 프레임워크 관리자 기능을 사용하여 보기 또는 테이블을 쿼리한 후에 데
이터 모델에서 추가 항목을 가져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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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v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 옵션에 분기별을 추가하여 캠페인 성과 스키마를 수정
했습니다.

v 보고서 SQL 생성기를 사용하여 보기 작성 스크립트를 생성했습니다. 이 스크
립트에는 이제 추가 보고 보기(UARC_CCCH_QU, UARC_CCH_QU,

UARC_CCRH_QU, UARC_COCH_QU, UARC_CORH_QU 및
UARC_CRH_QU)를 작성하는 명령어가 들어 있습니다.

v Campaign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추가 보고 보기를
작성했습니다.

이 태스크 정보

다음 예제 작업에서는 IBM Cognos 데이터 모델에 보기 또는 테이블을 추가하
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의 경우, 캠페인 성과 보고 스키마에 대한 시간 경
과에 따른 변형을 변경했으며 Cognos 모델로 변경사항을 가져와야 한다고 가정
하십시오.

Cognos Campaign 데이터 모델에 새 보고 보기를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
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ampaign 모델의 백업을 작성합니다. Cognos/models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CampaignModel 하위 디렉토리를 복사하십시오. 분산 Cognos 환경에서 models

디렉토리는 Content Manager를 실행 중인 시스템에 있습니다.

2. 프레임워크 관리자에서 캠페인 프로젝트를 열고 가져오기 보기 노드를 펼치
십시오.

3.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캠페인 성과 폴더를 클릭하고 메타데이터 마법사를 선
택하십시오.

4. 메타데이터 마법사의 단계를 거쳐 새 보기를 가져오십시오.

5. 모델 보기 > 캠페인 성과 노드를 펼치고 새 항목인 분기별 캠페인 성과를 모
델링합니다.

이 단계에 대한 도움말은 참조를 위해 기타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기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 노드에 포함되는 동일한 구조 및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다
음 작업에 대해서는 IBM Cognos BI 프레임워크 관리자 사용자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v 네임스페이스 작성
v 스타 스키마 그룹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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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조인 추가
6. 비즈니스 보기를 펼치고 모델 보기에 있는 분기별 캠페인 성과 노드로의 바
로 가기를 작성합니다.

7. 모델을 저장합니다.

8. 패키지를 Cognos 컨텐츠 저장소에 공개하십시오.

9. Report Studio를 열고 사용자가 작성한 분기별 캠페인 성과 스키마의 오브
젝트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Cognos 보고서 사용자 정의
및 작성 방법

사용자 자신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예시 보고
서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Cognos Connection에서 보고서 옵션을 구성
하고, 보고서가 주기적으로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하며, Report Studio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계획하고 구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v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안내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
한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에 있는 모든 보고서의 간단한 설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에서는 그 패키지에 있는 각 보고서
의 스펙에 대해 설명하는 참조 문서 및 보고서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관리자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공합니다. <ReportsPackInstallationDirectory>/

cognos10/<Product>Docs 아래의 보고서 패키지 설치 디렉토리에서 참조 문
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BM Marketing Software Campaign 보고서 패키지 문서는
/IBM/IMS/ReportsPackCampaign/cognos10/CampaignDocs 아래의 보고서 팩 설
치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모델 또는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하기 전에 이 문서를 점검하십시오. 보고서를
수정하기 전에 보고서가 구성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v IBM Cognos BI 보고서 작성 및 편집에 대한 자세한 문서는 IBM Cognos

BI 문서를 참조하고, 특히 IBM Cognos BI Report Studio Professional Authoring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v 보고서 스타일에 대한 정보는 151 페이지의 제 12 장 『Cognos 보고서의 형
식』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 Marketing Operations 보고서 사용자 정의에 대한 정보는 Marketing Operations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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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Campaign에 대한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에는 예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BM Cognos Report Studio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하십시오.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IBM Cognos Report Studio에서 Campaign에 대
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v Campaign 보고서 패키지에서 예시 보고서의 스펙 및 메타데이터 모델에 대
해 설명하는 참조 문서를 검토하십시오. 이 문서는 보고서 패키지 설치 디렉
토리의 CampaignReportPack\cognosN\docs 하위 디렉토리에 있으며, 여기서
N은 Cognos 설치의 버전 번호입니다.

v Report Studio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복사하고 수정하십시오. 자세
한 내용은 Cognos Report Studio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v 보고서의 사본 또는 보고서 자체를 수정하는 경우, 보고서가 구성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Report Studio에 있는 도구 모음 및 특성 분할
창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속성 및 메트릭을 추가하고, 오브젝트 및 쿼리 항
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Report Studio 사용에 대한 정보는 Cognos Report

Studio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예시 보고서에 있는 오브젝트 및 쿼리 항목에 대
한 정보는 보고서 패키지의 참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v 분석 탭에 표시되는 오브젝트별 보고서의 경우, 오브젝트에서 전달된 값을 승
인하는 매개변수 ID를 작성하십시오. 분석 페이지에 표시되는 시스템 범용 보
고서의 경우, 캠페인 또는 오퍼의 모든 오브젝트 값이 포함된 프롬프트를 작
성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ognos Report Studio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v Campaign에서 표시될 수 있도록 Public Folders 아래의 해당 폴더에 보고
서를 저장하십시오.

– 보고서를 분석 탭에 표시하려면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 폴
더에 저장하십시오.

– 보고서를 분석 페이지에 표시하려면 Campaign 폴더에 저장하십시오.

– 보고서를 대시보드 포틀릿에 추가하려면 Unica Dashboards\Campaign 폴
더에 저장하십시오.

상호작용 지점 성과 대시보드 포틀릿 구성 방법
Interact에는 하나의 IBM Cognos 대시보드 보고서(상호작용 지점 요약)가 있습
니다. 대시보드 보고서는 사용자에게 쿼리 매개변수를 프롬프트하지 않으므로 상
호작용 지점 성과 보고서에 있는 대화식 채널의 채널 ID는 정적인 값입니다. 기
본적으로 이 보고서의 채널 ID는 1로 설정됩니다. 채널 ID가 사용자 구현에 올
바르지 않으면,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하고 보고서의 필터 표현식에서 채널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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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ognos 보고서 중에서 사용자 정의하려면 IBM Cognos 보고서 작성 기술
이 필요합니다. IBM Cognos BI 보고서 작성 및 편집에 대한 자세한 문서는 IBM

Cognos BI 문서를 참조하고, 특히 사용자의 Cognos 버전에 해당하는 IBM

Cognos BI Report Studio Professional Authoring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상호작용 지점 성과 보고서에서 쿼리 및 데이터 항목에 대한 정보는 Interact 보
고서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참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에서 둘 이상의 대화식 채널에 대한 차트를 표시하려면 상호작용 지점
성과 대시보드의 사본을 작성하고 채널 ID를 수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새 보고
서의 새 대시보드 포틀릿을 작성한 후 대시보드에 추가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Campaign, Interact, eMessage, Marketing Operations에 대한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 패키지는 특별히 IBM Marketing Software 대시보드에 사용하기
위해 형식화된 사전 구성된 보고서(포틀릿)를 포함합니다.

대시보드로 작업 및 사전 구성된 포틀릿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IBM Marketing

Platform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Cognos Report Studio에서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
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십시오.

v 보고서 패키지의 예시 보고서 스펙 및 메타데이터 모델에 대해 설명하는 참조
문서를 점검합니다. 이 문서는 보고서 패키지 설치 디렉토리의
ProductNameReportPack\cognosN\docs 하위 디렉토리에 있으며, 여기에서 N

은 Cognos 설치의 버전 번호입니다.

v 기본 Unica 대시보드 폴더 아래의 적절한 제품 하위 디렉토리에 모든 대시보
드 보고서를 저장하십시오.

v 보고서는 대시보드 포틀릿에 제대로 맞도록 형식화되고 크기가 조정되어야 합
니다. 사용해야 하는 형식에 대한 설명은 158 페이지의 『대시보드 보고서 스
타일』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v 대시보드 보고서에 제목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표시되는 포틀릿이 보고서의
제목을 지정합니다.

v 대시보드 보고서에 하이퍼링크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v 대시보드 보고서에 페이지 번호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대시보드 포틀릿을 작성하고 여기에 보고서를 추가하려면 IBM Marketing Software

Marketing Platform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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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Cognos 폴더 및 보고서에 대한 사용자 권한 부여

CJAP(Custom Java Authentication Provider)는 Cognos 보고서 폴더 및 보고
서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를 제공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를 구현한 후에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과 Cognos 간에 싱글 사인온 인증을 제공합
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의 제한사항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를 사용하도록 Cognos가 구성되고 나면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고서에 액세스할 때 Cognos에서
사용자가 자동으로 인증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된 동일한 브라우저 세션에서 사용자가 Cognos URL에 액세스하는 경우,

Cognos에 다시 로그인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Cogno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한 사용자는 Cognos 모두 그룹의 일부가 됩
니다. 이는 기본 Cognos 네임스페이스 구현입니다. Cognos의 모두 그룹은 기본
적으로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집니다. 모든 사용자가 관리 사용자가 되기 때문
에 이는 보안 위험 요소입니다. 악의적 사용자가 이 권한을 이용하여 공용 폴더
의 보고서를 삭제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는 Cognos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되 Cognos

에서 권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한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CJAP 구현 시 사
용자가 Cognos 네임스페이스의 보안 섹션에 표시됩니다. 이것이 수행되면 Cognos

에서 사용자 역할 및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JAP 구현의 개요

CJAP 구현은 보고서 액세스를 가진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사용자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Cognos 네임스페이스로 가져옵니다. CJAP는
IBM Marketing Software 사용자를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 액세스를
기반으로 한 Cognos 그룹에 연결합니다.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ReportsUser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Cognos 폴더 및 보고서에 대해 읽기 전용
의 제한된 액세스 권한을 받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Cognos의 관리자 권한을 받습니다. 또한 Cognos에서 사
용자 정의 보고서 및 보고서 폴더를 보안하기 위해 그룹 및 역할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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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AP 전제조건

CJAP를 구현하기 전에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가 구현되고 테스
트되는지 확인하십시오.

CJAP 보안 구현 방법
CJAP 보안을 구현하려면 표시된 순서대로 이 섹션에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구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수한 고
려사항을 이해하려면 이 주제를 읽어보십시오.

인증 모드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를 구성할 경우, authenticated 또는
authenticatedPerUser 중 하나를 선택하여 Authentication Mode 특성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uthenticated를 선택한 경우, 동일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가 인
증됩니다. 인증됨 옵션을 사용할 때는 다음 고려사항을 참고하십시오.

v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은 Cognos_admin입
니다. CJAP 인증을 구현할 경우,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Cognos_admin 사용자에게 ReportUser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v 다음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
자에 사용자별로 인증됨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작업이 적용됩니다.

– 공용 폴더에서 모든 보고서 사용자에게 읽기 전용 권한 제공
– 공용 폴더 보안
– Cognos에서 사용자 권한 확인

CJAP를 위해 Cognos 환경 백업
CJAP를 구현하기 전에 Cognos 환경을 백업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사용자의 Cognos 환경을 백업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서비스를 중지하십시오.

2. Cognos 구성을 백업하려면 Cognos 구성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 옵션을 선
택하십시오.

3.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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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gnos 설치 아래에 있는 webapps\p2pd\WEB-INF\AAA 폴더를 수동으로 백
업하십시오.

특성 파일 편집 및 동기화
특성 파일은 Cognos에서 복제된 IBM Marketing Software의 그룹을 결정합니
다. 특성 파일을 편집하여 Cognos로 동기화하려는 Marketing Platform 그룹을
지정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그룹을 작성하고 이를 역할과 연관시키고 사용자를 해당 그룹의 구성원으로 만
들어서 Marketing Platform에서 보고서 액세스를 디자인하십시오.

Cognos 서비스를 중지하십시오. 특성 파일을 편집한 후에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
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특성 파일을 편집하고 동기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설치 아래의 \webapps\p2pd\WEB-INF\AAA\lib\을 찾아보십시오.

2. 텍스트 편집기에 ReportSecurityConfig.properties를 여십시오.

3. 특성을 설정하려면 파일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 useFolderSecurity=true

v createEMMProductReportGroupsToSecureCognosReportFolders

=Campaign

Cognos에서 하위 폴더는 여기에서 지정하는 폴더 아래 작성됩니다.

v createCampaignReportsSyncFolderPermissionGroups=true

v createUserGroupInCognosSameAsPlatformGroup=Test_grp

여기에서 지정하는 그룹은 Marketing Platform에 존재해야 합니다.

v createUserGroupInCognosWithPlatformUserRole

=User_Defined_Role01

여기에서 지정하는 역할은 Marketing Platform에 존재해야 합니다.

4. Cognos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5. 특성 파일을 동기화하려면 IBM Marketing Softwar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서 설정 > 보고서 폴더 권한 동기화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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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os에서 새 네임스페이스 제공자 구성
CJAP에 대해 Cognos에서 새 네임스페이스 제공자를 구성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네임스페이스 제공자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구성에서 보안 > 인증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2. 네임스페이스 자원을 인증 폴더에 추가하십시오.

3. 네임스페이스에 이름을 제공하십시오.

4. 유형 > 사용자 정의 Java 제공자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이는 보안 CJAP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를 작성합니다.

5.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고 사용자가 네임스페이스에 부여한 이름을 제공자에
대한 ID로 입력하십시오.

6. 클래스 이름에 대한 com.ibm.emm.cognos.provider.EMMSuiteSecurityCJAP

를 입력하십시오.

앞 또는 뒤에 공백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7. 테스트를 위해 인증을 위해 선택 가능 특성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v True는 사용자가 IBM Marketing Software 신임 정보를 사용하여
Cognos에 로그인하도록 허용합니다.

외부 사용자는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어서 이는 제품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v False는 네임스페이스를 Cognos UI에서 인증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
하지만, IBM Marketing Software 통합이 작동됩니다.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 이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8.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Report_System 역할을 가진 IBM Marketing

Software 계정으로 새 네임스페이스 아래의 Cognos에 로그인하십시오.

URL은 http://host:port/ibmCognos/cgi-bin/Cognos.cgi와 유사합니다.

Cognos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되면 인증 제공자가 작동 중입니다.

9.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설정 > 구성으로 이동해서 보고서 | 통합
| Cognos 10 | 인증 네임스페이스 구성 특성을 사용자가 Cognos에서 설
정한 동일한 이름으로 설정하십시오.

10. Cognos Reports가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제대로 실행 중인지 확
인하십시오.

98 IBM Marketing Software Reports: 설치 및 구성 안내서



동기화 확인
그룹, 사용자 및 역할이 Cognos 네임스페이스에 예상대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십
시오.

이 태스크 정보

동기화를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Connection에서 시작 > Cognos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2. 보안 탭에서 사용자, 그룹 및 역할을 클릭하십시오.

3. 작성한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십시오.

4. 그룹 폴더를 클릭하고 그룹이 올바르게 동기화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하
십시오.

v 다음 세 개의 기본 그룹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그룹에 예상 구성원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 EMM_Report_System_Admin_User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이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 EMM_Report_User_Role_Users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ReportsUser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이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 EMM_Report_Access_All_Users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ReportsUser 역할을 가진 사용자는 이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v ReportSecurityConfig.properties 파일에서 지정한 그룹이 존재하고 예
상 구성원을 가졌는지 확인하십시오.

5. 사용자 폴더를 클릭하고 Marketing Platform에서 ReportsSystem 또는
ReportsUser 역할을 가진 모든 사용자가 이 폴더에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경고: 그룹 멤버십을 통해 보고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보고서에 액세스한 후에 Cognos에 표시됩니다. 또한 Cognos

가 다시 시작된 후 또는 사용자가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액세스한
후에는 새 사용자가 나열됩니다.

6. 역할 폴더를 클릭하고 예상된 역할 구성원 있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하십시오.

v Marketing Platform에서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모든 사용자는
Cognos에서 Reports_System_Role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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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arketing Platform에서 ReportsUser 역할을 가진 모든 사용자는 Cognos

에서 Reports_User_Role을 가집니다.

새 역할에 Cognos 권한 지정
각각 Marketing Platform ReportSystem 역할 및 ReportUser 역할과 동일한
Cognos에서 Cognos Reports_System_Role 및 Report_ User_Role 역할에 권
한을 지정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Cognos 권한을 새 역할에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Connection에서 시작 > IBM Cognos 관리를 클릭하십시오.

2. 보안 탭에서 사용자, 그룹 및 역할을 클릭하십시오.

3. 디렉토리 > [사용자 네임스페이스] > 역할로 이동하십시오.

4. Report_User_Role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이 역할에 읽기 전용 권
한을 부여하십시오.

a. 권한 탭에서 추가 > Cognos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십시오.

b. 인증된 모든 사용자 그룹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십
시오.

c. 읽기, 실행 및 권한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d. 쓰기 및 정책 설정 권한은 거부하십시오.

e.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5. Reports_System_Role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이 역할에 모든 권
한을 부여하십시오.

a. 권한 탭에서 추가 > Cognos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십시오.

b. 인증된 모든 사용자 그룹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십
시오.

c. 읽기, 쓰기, 실행, 정책 설정 및 탐색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d.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Cognos 시스템 관리자 역할에서 모두 그룹 제거
기본적으로 인증된 모든 사용자는 Cognos에서 모두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이 그
룹의 구성원은 Cognos에서 시스템 관리자 역할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Cognos

에서 모든 사용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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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이 작업을 사용하여 Cognos에서 EMM_ Report_System_Admin_User 그룹 또
는 Reports_System_Role 역할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Cognos 시스템 관리자 역
할에서 모두 그룹을 제거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Connection에서 시작 > IBM Cognos 관리를 클릭하십시오.

2. 보안 탭에서 사용자, 그룹 및 역할을 클릭하십시오.

3. Cognos 네임스페이스를 클릭하십시오.

4.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찾아서 특성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모
두 그룹을 수정하십시오.

a. 구성원 탭을 클릭하십시오.

모두 그룹이 나열됩니다.

b. 추가를 클릭하고 네임스페이스를 클릭하십시오.

c. EMM_Report_System_Admin_User 그룹 또는 Reports_System_Role

역할을 추가하십시오.

d.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e. 모두 그룹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하십시오.

보고서 사용자에게 공용 폴더에서 읽기 전용 권한 부여
EMM_Report_Access_All_Users 그룹의 Marketing Platform ReportSystem

및 ReportUser 역할 구성원을 가진 사용자를 작성하십시오. Cognos에서 이 그
룹의 구성원에게 공용 폴더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참고: EMM_Report_System_Admin_User 그룹은 Cognos에서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집니다. Cognos에서 IBM Marketing Software 사용자에게 이 레벨의
권한을 부여하려면 해당 사용자에게 EMM_Report_System_Admin_User 그룹
의 구성원을 작성하십시오.

보고서 사용자에게 공용 폴더에서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
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Connection에서 공용 폴더에 대한 특성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십시
오.

2. 권한 탭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네임스페이스를 클릭하고 그룹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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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임스페이스로부터 EMM_Report_Access_All_Users 그룹을 추가하십시오.

4. 권한에서 다른 모든 역할 및 그룹을 제거하십시오.

5. 읽기, 실행 및 권한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6. 쓰기 및 정책 설정 권한은 거부하십시오.

7.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공용 폴더 보안
Cognos에서 공용 폴더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으려면 각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 보고서 팩에 대해 작성된 폴더를 포함하여 모든 공용 폴더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참고: 아래 예에서 fff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사용자 그룹에 지정해야 하는 공용 폴
더를 나타냅니다.

공용 폴더를 보안 처리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fff 폴더의 특성 설정을 선택하고 권한 탭을 클릭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권한은 모든 폴더에 대해 제공한 EMM_Report_Access_All_Users

그룹 권한입니다.

2. 상위 항목에서 획득한 액세스 권한 대체 선택란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다
른 그룹을 지정하십시오.

a. 추가를 클릭하고 네임스페이스를 클릭하고 그룹을 클릭하고 원하는 그룹
선택 및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b. 원하는 그룹을 추가하고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c. 다른 그룹을 모두 제거하고 새 그룹에 원하는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d.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3. 선택한 그룹의 사용자에게 폴더에 대한 예상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그룹의 구성원이 아닌 사용자에게는 폴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
음을 확인하십시오.

Cognos에서 사용자 권한 확인
CJAP의 구현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Cognos 인증은 쿠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사용자 간
에 전환할 때 Cognos 쿠키를 삭제하고 새 브라우저 창을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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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사용자 권한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Report_User_Role 역할의 계정을 사용하여 Cognos에 로그인하십시오.

2. 이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 IBM Cognos 관리에 대한 액세스 권한 없음.

v 보안화한 공용 폴더에 대한 액세스 권한 없음.

v 잘라내기, 붙여넣기 및 삭제 단추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v 복사할 수 있지만 내 폴더 아래의 사용자의 폴더에만 붙여넣을 수 있습니
다.

v 공용 폴더 아래가 아닌 내 폴더 아래의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특성 파일에서 지정한 Marketing Platform 그룹의 구성원이 예상 그룹에 있
고 예상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v 사용자가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이 사용자가 Cognos에서
Report_User_Role 또는 Reports_System_User 역할 중 하나를 가졌는
지 확인하십시오.

v 로그 파일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여 특성 파일에서 로그를 사용으로 설정
하십시오.

5. Cognos Configuration에서 보안 > 인증으로 이동해서, 사용자가 CJAP에 사
용한 네임스페이스에서 인증을 위해 선택 가능 특성을 False로 설정하십시오.

사용자 환경에서 CJAP 구현 제거
CJAP 보안을 구현했으며 IBM Marketing Software 인증 제공자를 사용하도록
사용자 환경을 롤백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이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CJAP 구현을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CJAP를 구현하기 위해 수행한 다음 단계를 역실행하십시오.

a. 사용자의 백업에서 reportSecurityConfig.properties 파일을 복원하십
시오.

b. 특성 파일을 동기화하려면 IBM Marketing Software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서 설정 > 보고서 폴더 권한 동기화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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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gnos 네임스페이스에서 Cognos 관리자 역할을 모두 그룹에 추가하십
시오.

CJAP를 구성한 경우, Cognos 네임스페이스의 모두 그룹에서 이 역할을
제거했습니다. 이를 뒤로 추가하거나 Cognos가 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
자를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발생하면 새 컨텐츠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베이스를 설정하거나 백업 데이터베이스에서 컨텐츠 저장소를 복원해야 합
니다.

2. Cognos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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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다중 파티션에 대한 IBM Cognos 보고서 구성 방법

Campaign, eMessage 또는 둘 이상의 파티션이 있는 Interact를 사용하는 경우,

각 파티션에 대해 IBM Cognos 보고서 패키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Campaign

및 eMessage에서 파티션을 구성한 후에 다중 파티션에서 보고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참고: Campaign 및 eMessage에서 파티션 구성에 대한 지시사항은 IBM

Campaign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partition_tool.sh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다중 파티션에 대한 보고서를 구성하
십시오. partition_tool.sh 유틸리티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v 초기 보고서 .zip 아카이브에서 xml 파일을 복사합니다.

v 지정하는 새 폴더 아래의 새 패키지를 참조하도록 xml 파일의 패키지 참조를
바꿉니다.

v 새 파티션 이름을 파일 이름의 끝에 추가하여 새 파일을 .zip 아카이브로 압
축합니다.

partition_tool.sh 유틸리티를 실행한 후에 지정한 이름을 사용하여 Cognos

Connection에서 폴더를 작성하고 새 아카이브를 해당 폴더에 가져옵니다. 그리
고 나서 새 파티션을 가리키도록 데이터 소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원래 프로젝
트 파일(모델 포함)을 복사하고 모델을 새 폴더에 공개합니다.

다중 파티션에 대한 전제조건
보고 파티션 유틸리티인 partition_tool.sh는 UNIX 쉘 스크립트입니다.

partition_tool.sh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다중 파티션에 대한 IBM Cognos 보
고서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입력 매개변수의 값 결정

보고 파티션 도구에는 두 개의 입력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Cognos에서 작
성하려는 파티션 폴더의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복사할 보고서 아카이브의 위치
입니다.

v Cognos에서 작성할 계획인 최상위 레벨 파티션 폴더의 이름을 결정하십시오.

이 이름은 패키지 참조를 위해 Cognos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Partition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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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초기 보고서 아카이브의 경로를 참조하십시오. (예: IBM\Unica\

ReportsPacksCampaign\cognos<version>\Unica Reports for Campaign.zip)

Windows 전용: 쉘 스크립트 시뮬레이터 확보하기

Cognos가 Windows에서 실행 중인 경우, 쉘 스크립트 시뮬레이터에서 스크립
트를 실행해야 합니다(예: Cygwin).

Cognos Content Manager가 실행 중인 컴퓨터에 쉘 스크립트 시뮬레이터가 설
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속하기 전에 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파일 압축 유틸리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보고 파티션 도구는 새 파티션 보고서에 대한 .zip 아카이브를 작성합니다. 이 기
능을 사용하려면 파일 압축 유틸리티가 Cognos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
다.

Cognos Content Manager가 실행 중인 컴퓨터에 파일 압축 유틸리티가 설치되
어 있지 않은 경우, 계속하기 전에 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보고 파티션 도구를 실행하여 보고서 아카이브 .zip 파일의 사본 작성
각 파티션에 대해 partition_tool.sh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보고서 아카이브 .zip

파일의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시스템의 각 파티션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쉘 또는 쉘 시뮬레이터에서 IBM\Unica\Platform\tools\

cognos<version>\bin 디렉토리를 찾아보십시오.

2 . 파티션 이름 및 아카이브 경로 매개변수에 대한 값을 제공하여
partition_tool.sh 유틸리티를 실행하십시오.

예제

Campaign 보고서 아카이브의 경우

partition_tool.sh Partition2 "IBM\Unica\ReportsPacksCampaign\

cognos<version>\Unica Reports for Campaign.zip"

eMessage 보고서 아카이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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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_tool.sh Partition2 "IBM\Unica\ReportsPackseMessage\

cognos10\Unica Reports for eMessage.zip"

참고: 아카이브 경로에 대해 위에 표시된 대로, 매개변수 값에 공백이 포함
되는 경우 매개변수 값 주위에 따옴표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각 새 .zip 파일을 Cognos 배포 디렉토리에 복사하십시오.

위의 예에서 제공된 파티션 이름을 사용한 경우, 새 .zip 파일의 이름이 다음
과 같이 지정됩니다.

v Campaign의 경우: Unica Reports for Campaign_Partition2.zip

v eMessage의 경우: Unica Reports for eMessage_Partition2.zip

4. Cognos Connection을 여십시오.

5. 공용 폴더 아래에서 보고서 파티션에 대한 폴더를 작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Campaign Partition 2

6. 가져오기 마법사의 대상 위치로 5단계에서 작성한 폴더를 선택하여 각각의 새
.zip 아카이브를 가져오십시오.

예를 따른 경우, Campaign Partition 2 폴더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Campaign에 대한 Cognos 모델의 사본 작성
다중 파티션에서 Campaign 보고서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 새 Campaign 보고
서에 대한 IBM Cognos 데이터 모델의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델이 올바른
데이터 소스 이름을 참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Campaign의 Cognos 모델의 사본을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이 파티션에 대한 IBM Cognos 데이터 소스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 13 페이지의 『JDBC

데이터 소스 작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 프레임워크 관리자를 사용하여 Campaign 프로젝트 파일, CampaignModel.cpf

를 여십시오.

3.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하여 CampaignModel 프로젝트를 복사하고 여기에
사용된 파티션을 표시하는 새 이름을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
니다. CampaignModelPartition2

4. 프로젝트 뷰어에서 데이터 소스 노드를 펼치고 CampaignDS를 선택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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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할창이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보기 > 특성을 선택하십시오.

5. 이름 필드에서 클릭하십시오. 기본값(CampaignDS)을 이 Campaign 파티션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 소스 이름으로 변경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
다. CampaignDS_partition2

6. Content Manager 데이터 소스 필드에서 클릭하십시오. 5단계에서 지정한 값
으로 기본값(CampaignDS)을 변경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CampaignDS_partition2

7.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8. 컨텐츠 저장소에 패키지를 공개하십시오. 공개 마법사가 위치 유형 선택 창
을 표시하면 이전 작업에서 Cognos Connection의 보고서 아카이브를 가져
온 폴더로 이동해서 선택하십시오.

예에서 폴더는 Campaign Partition 2입니다.

eMessage에 대한 Cognos 모델의 사본 작성
다중 파티션에서 eMessage 보고서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 새 eMessage 보고서
에 대한 IBM Cognos 모델의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델이 올바른 데이터 소
스 이름을 참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eMessage의 Cognos 모델의 사본을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이 파티션에 대한 IBM Cognos 데이터 소스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 13 페이지의 『JDBC

데이터 소스 작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2. 프레임워크 관리자를 사용하여 eMessage 프로젝트 파일, eMessageModel.cpf

를 여십시오.

3.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하여 eMessageModel 프로젝트를 복사하고 여기에
사용된 파티션을 표시하는 새 이름을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
니다. eMessageModelPartition2

4. 프로젝트 뷰어에서 데이터 소스 노드를 펼치고 eMessageTrackDS를 선택하
십시오.

특성 분할창이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보기 > 특성을 선택하십시오.

5. 이름 필드에서 클릭하십시오. 기본값(eMessageTrackDS)을 이 eMessage 파티
션에 대한 새 데이터 소스 이름으로 변경하십시오. 예:

eMessageTrackDS_parti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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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tent Manager 데이터 소스 필드에서 클릭하십시오. 5단계에서 지정한 값
으로 기본값(eMessageTrackDS)을 변경하십시오. 예:

eMessageTrackDS_partition2

7.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8. 컨텐츠 저장소에 패키지를 공개하십시오. 공개 마법사가 위치 유형 선택 창
을 표시하면 이전 작업에서 Cognos Connection의 보고서 아카이브를 가져
온 폴더로 이동해서 선택하십시오.

예에서 폴더는 Campaign Partition 2입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구성 페이지에서 각 파티션의 보고서 특성 업데이
트

각 파티션에는 보고서 폴더의 위치를 지정하는 보고서 특성 세트가 있습니다. 새
최상위 레벨 파티션 폴더를 식별하는 문자열을 삽입하여 폴더의 실제 경로를 반
영하도록 각 파티션의 보고서 특성의 값을 편집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보고서 특성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platform_admin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하십시오.

2.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3. 캠페인 > 파티션 > partitionName > Reports를 펼치십시오.

4. 보고 폴더에 대한 실제 경로를 반영하도록 각 특성의 값을 편집하십시오.

Campaign 예

Cognos Connection의 새 파티션 폴더가 Campaign Partition 2로 이름 지
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고서 특성 설정을 편집하십시오.

folder[@name='Campaign Partition 2']/

offerAnalysisTabCachedFolder 특성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값을 변
경하십시오.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

folder[@name='offer']/folder[@name='cached']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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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folder[@name='Campaign Partition 2']/folder[@name='Affinium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folder[@name='offer']/

folder[@name='cached']

eMessage 예

Cognos Connection의 새 파티션 폴더가 Campaign Partition 2로 이름 지
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고서 특성 설정을 편집하십시오.

folder[@name='Campaign Partition 2']/

campaignAnalysisTabEmessageOnDemandFolder 특성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과 같이 값을 변경하십시오.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folder[@name='eMessageReports']

변경 후:

/content/folder[@name='Campaign Partition 2']/folder[@name='Affinium

Campaign']/folder[@name='eMessage Reports']

5.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6. 각 파티션에 대해 3 - 5단계를 반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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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보고서 업그레이드 방법

현재 버전의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하여 최신 기능을 갖
춘 최신 보고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보고는 Marketing Platform에서 제공되는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업그레이드 시 설치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가 보고 기능도 업그레
이드하며 Campaign 및 Interact 보고 스키마에 대한 구성 설정은 유지합니다.

업그레이드 시나리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을 8.x 또는 9.x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
려면 다음 주제에 설명된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v 『업그레이드 전제조건』
v 119 페이지의 제 10 장 『8.x 또는 9.x 모델 업그레이드 및 새 보고서 설치』

eMessage의 경우, 다음 업그레이드 경로가 지원됩니다.

v 버전 8.6.0.4 이상 수정팩은 버전 9.1로 업그레이드됨
v 버전 9.0 이상 수정팩은 버전 9.1로 업그레이드됨

참고: eMessage 보고서를 사용자 정의한 경우, 8.6.0.4 이상 수정팩이 아니라 9.0

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보고서 사용자 정의 작업할 것이 적습니다.

Oracle 또는 IBM DB2와 함께 eMessage를 사용하는 경우, 구체화된 보기를 사
용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전제조건
IBM Marketing Software Reports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특정 작업을 완
료해야 합니다.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

버전 8.x에서 업그레이드할 때 ReportsSystem 역할이 있는 사용자가 이미 존재
할 수 있습니다 . 이 보고 사용자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 11 페이지의
『ReportsSystem 역할을 가진 사용자 구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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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ognos BI에 대한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IBM Cognos BI의 버전을 사용자가 설치하고 있는 보고서 팩에 지원되는 버전
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IBM Cognos BI 버전에 대한 자세한 정
보는 IBM Marketing Software 권장 소프트웨어 환경 및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에 대한 도움말은 IBM Cognos BI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Cognos를 업그레이드한 후에 이 안내서의 설치 장에 설명된 Cognos 구성 작업
을 완료하십시오.

Cognos 모델 및 Reports 아카이브의 요구사항 백업

IBM Cognos BI 시스템에서 다음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v 모델 하위 디렉토리 백업: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 설치 프
로그램에서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찾아서 전체 모델 하위 디렉토리를 복
사하여 백업을 작성하십시오.

v Cognos Connection의 배포 스펙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보
고서 아카이브의 백업을 작성하십시오. 전체 컨텐츠 저장소를 내보내십시오.

v Cogno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전 모델과 폴더를 삭제하십시오. 파일 디렉
토리 구조 또는 Cognos 프레임워크 관리자에서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eMessage 보고서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eMessage 보고서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9 페이지의 『eMessage 보고서에 대
한 전제조건』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보기, 구체화된 보기 또는 테이블을 삭제하고 제품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실행하는 SQL 생성

보고서 SQL 생성기를 사용하여 테이블 삭제 SQL 명령을 생성하고 적합한 제품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 스키마
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이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참고: 이 프로시저는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에 적용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어떤 오브젝트 유형이 Oracle, DB2 및 SQL Server에 대해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에서 지원되는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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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지원되는 오브젝트 유형
Campaign eMessage Interact

Oracle 보기

구체화된 보기

테이블

구체화된 보기 보기

구체화된 보기

테이블
DB2 보기

구체화된 보기

테이블

구체화된 보기 보기

구체화된 보기

테이블
SQL Server 보기

테이블

보기 보기

테이블

프로시저

다음 작업을 완료하여 SQL 명령문을 생성하고 실행하십시오.

1. platform_admin 사용자(또는 보고서 SQL 생성기 메뉴 항목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을 가진 또다른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하십
시오.

2. 옵션: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JDBC 데이터 소스의 기본 JNDI 이름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설정 | 구성 | 보고서 | 스키마 | ProductName을 선택하십시오.

b. 이전 단계에서 JDBC 연결에 지정한 JNDI 이름과 일치하도록 JNDI 특
성의 기본값을 변경하십시오.

3. 설정 | 보고서 SQL 생성기를 선택하십시오.

4. 제품 필드에서 적절한 IBM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십시오.

5. 스키마 필드에서 하나 이상의 보고 스키마를 선택하십시오.

6.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7. 유형 생성 필드에서 해당 옵션(보기, 구체화된 보기 또는 테이블)을 선택하
십시오.

참고:

v 데이터베이스 유형이 Microsoft SQL Server로 설정된 경우 구체화된 보
기는 옵션이 아닙니다.

v JNDI 데이터 소스 이름이 올바르지 않거나 구성되지 않은 경우 SQL 생
성기는 테이블을 작성하는 SQL를 유효성 검사할 수 없습니다.

8. Drop문 생성이 Yes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9. 옵션: 생성되는 SQL을 조사하려면 생성을 클릭하십시오. SQL 생성기가 스
크립트를 작성하고 브라우저 창에 표시합니다.

제 9 장 보고서 업그레이드 방법 113



10. 다운로드를 클릭하십시오.

SQL 생성기가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라
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스키마 필드에서 단일 보고 스키마를 선택한 경
우 스크립트 이름은 스키마의 이름(예: eMessage_Mailing_Performance.sql)

과 일치합니다. 둘 이상의 보고 스키마를 선택한 경우, 스크립트 이름은 제
품 이름만 사용합니다(예: Campaign.sql). 완전한 이름 목록은 29 페이지의
『데이터 소스별 SQL 스크립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11. 스크립트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택
한 스키마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저장을 클
릭하십시오.

12. 생성해야 하는 각 테이블 삭제 스크립트에 대해 5 - 11단계를 반복하십시
오.

참고: Interact 보고 스키마는 둘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참조합니다. 각 데
이터 소스에 대해 별도의 SQL 스크립트를 생성하십시오.

스크립트 유효성 검사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Marketing Platform이 IBM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생성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
효성 검사를 비활성화하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에서 데이터 소스 이름을 지
우십시오(위 3단계 참조). 스크립트를 생성하면 SQL 생성기는 데이터 소스
에 연결할 수 없다는 경고를 표시하면서도 여전히 SQL 스크립트를 생성합
니다.

13. 제품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삭제 SQL문을 실행하십시오.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할 각 제품에 대해 반복하십시오.

Marketing Platform에서 보고 스키마 업그레이드
IBM Marketing Software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을 보고서 팩 설치 프로그램과
함께 실행하여 보고 스키마와 보고서 통합 구성 특성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Marketing Platform이 설치된 컴퓨터에 적절한 보고서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으
로 IBM Marketing Software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IBM Marketing

Software Product 보고 스키마 설치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보고 스키마를 업그레이드한 후에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업그레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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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IBM Marketing Software 시스템에 platform_admin 사용자로 로그인하십
시오.

2. 설정 >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3. 보고서 > 스키마 > ProductName을 펼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키마 구성 카테고리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았으면
Marketing Platform에서 보고서를 아직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 Marketing Operations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뛰
십시오(Marketing Operations에는 보고 스키마가 없음).

4. 보고서 > 통합을 펼치십시오.

스키마 구성 카테고리가 업그레이드되고 현재 Reports 설치가 8.6.0 이전인
경우 Cognos 10 구성에 대한 새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Cognos 8 카테고
리는 비활성화되지만 Cognos 10에 대한 구성 특성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
조용으로 보관됩니다. 보고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구성하고 테스트한 후에는 카
테고리 삭제 링크를 사용하여 Cognos 8 구성 카테고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Marketing Platform에서 보고 템플리트 업그레이드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Marketing Platform에서 보고 템플리트를 업그
레이드해야 합니다. Marketing Operations의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보
고 템플리트를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Marketing Operations에는 보고 스키
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태스크 정보

보고서 팩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1. Unica\productReportsPack\schema 디렉토리를 찾아보고

templates_sql_load.sql 스크립트를 찾아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
이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하십시오.

2. Marketing Platform이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3.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IBM Marketing Software에 로그인하십시오.

4. 설정 > 사용자에서 사용자 자신에게 ReportsSystem 역할을 부여하십시오.

그런 다음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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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Marketing Software 통합 구성요소 업그레이드
IBM Marketing Software 통합 구성요소를 업그레이드하려면 Cognos Content

Manager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태스크 정보

IBM Marketing Software 통합 구성요소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
하십시오.

프로시저
1. Cognos Content Manager를 실행하는 IBM Cognos BI 시스템에서 다음 IBM

Marketing Software 설치 프로그램을 단일 디렉토리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사
하십시오.

v IBM Marketing Software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
v Marketing Platform 설치 프로그램
v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

2. IBM Marketing Software 마스터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Marketing

Platform 및 보고서 패키지에 대한 하위 설치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실행합
니다.

3. 첫 번째 제품 창에서 Marketing Platform 및 보고서 패키지 옵션이 둘 다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연결 창에서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이블에 연
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5. 플랫폼 설치 구성요소 창에서 IBM Cognos용 보고서 옵션을 선택하고 나머
지 옵션은 선택 취소하십시오.

6. Marketing Platform 설치 프로그램이 JDBC 드라이버에 대한 경로를 입력
하라고 프롬프트를 표시하면 보고의 초기 설치 중에 Cognos 시스템에 복사
한 JDBC 드라이버에 대한 완전한 경로를 입력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19 페이지의 『Marketing Platform 시스템 테이블에 대한
JDBC 드라이버 확보』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7. Marketing Platform 설치 프로그램이 IBM Cognos 설치 위치를 프롬프트
로 표시하면 IBM Cognos 설치 디렉토리의 최상위 레벨을 입력하거나 찾아
보십시오.

이 필드에 제공되는 기본값은 IBM Cognos 시스템의 파일 구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정적 값입니다.

8. 보고서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이 해당 설치 옵션을 표시하는 경우, IBM

Marketing Software [product]용 IBM Cognos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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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키마에 대한 옵션은 선택 취소하십시오. 이 설치 옵션은 보고서 아카이
브 파일을 Cognos 컴퓨터에 복사합니다. 이 아카이브 파일은 나중에 수동으
로 가져옵니다.

9. 설치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Marketing Platform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JDBC

드라이버를 IBM Cognos webapps\p2pd\WEB-INF\AAA\lib 디렉토리에 복사
하십시오.

드라이버를 복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버를 잘라내어 붙여넣지 마십시
오.

eMessage 및 Interact의 룩업 테이블 업데이트
eMessage 및 Interact에 대한 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 룩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에 대해 특정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이 태스크 정보

제품에 따라서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프로시저
v 버전 8.6.0.4 또는 9.0에서 eMessage 업그레이드: 보고서 팩 설치 아래의

ReportsPackCampaign\tools 디렉토리에서 uare_lookup_create_DB_type.sql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여기서 DB_type은 사용자의 Campaign의 설치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유형
입니다.

v Interact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보고서 팩 설치 아래의 ReportsPackInteract\tools 디렉토리에서
uari_lookup_create_DB_type.sql 스크립트를 찾으십시오.

여기서 DB_type은 사용자의 Campaign의 설치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유
형입니다.

2. Interact 디자인 시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해당 버전의 스크립트를 실행
하십시오.

제품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기 또는 테이블 업그레이드
보고서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제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된 SQL을 생
성하여 보기 또는 테이블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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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스크 정보

참고: eMessage의 경우, 이 작업을 건너뛰십시오.

제품 데이터베이스의 보기 또는 테이블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
십시오.

프로시저
1. 27 페이지의 『보기 또는 테이블 작성 스크립트 생성』에 설명된 대로 업데
이트된 SQL을 생성하십시오.

2. 제품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전에 생성한 SQL 스크립트를 실
행하십시오.

3. Campaign 및 Interact에 대해 새 SQL 스크립트와 보고서 팩에 제공된 SQ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보고 보기 또는 보고 테이블을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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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8.x 또는 9.x 모델 업그레이드 및 새 보고서 설치

8.x 또는 9.x 모델 업그레이드 및 새 보고서 설치는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
해 완료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태스크 정보

참고: 다음 단계에서 CognosN은 Cognos 버전 번호를 참조합니다.

8.x 또는 9.x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새 보고서를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
하십시오.

프로시저
1. Unica\ProductNameReportsPack\CognosN 디렉토리를 찾아보십시오.

2. 보고서 아카이브 zip 파일(예: Unica Reports for Campaign.zip)을 Cognos

배포 아카이브가 저장된 디렉토리로 복사하십시오.

기본 위치는 IBM Cognos 설치 아래의 배포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는
Cognos Content Manager와 함께 설치된 Cognos Configuration 도구에
서 지정됩니다(예: cognos\deployment).

분산 IBM Cognos 환경에서 디렉토리는 Content Manager를 실행하는 시
스템에 있습니다.

3. Campaign 모델의 업그레이드 이전 버전을 프레임워크 관리자가 설치된 서
버의 디렉토리에 복사하십시오.

a. 보고서 팩 설치 디렉토리 및 프레임워크 관리자가 다른 서버에 있는 경
우, 보고서 팩 설치 디렉토리 아래에서 업그레이드된 cognos10\model

디렉토리를 찾으십시오.

b. 해당 upgrade.xml 파일을 프레임워크 관리자가 설치된 서버의 디렉토
리로 복사하십시오.

c. 프레임워크 관리자 설치된 서버의 디렉토리로 업데이트된 모델(이전 모
델에서)의 변환 폴더를 복사하십시오.

d. 대체할 것인지 묻는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예를 클릭하십시오.

4. 옵션: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을 Windows의 기본 C:\Unica 디렉
토리에 설치하지 않았으면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언어의 각 스크립트에서 파일 경로를 수정하십시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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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_directory \ReportsPackCampaign\cognosN\CampaignModel\

translations\L\translations.txt

L은 두 개의 문자로 된 언어 표시기입니다.

v fr

v de

v es

v it

v ja

v ko

v pt

v ru

v zh

v zh-tw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편집하십시오.

Campaign

v upgrade85to86.xml

v upgrade86to90.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v upgrade911to9112.xml

v upgrade912to100.xml

eMessage

v upgrade86to90.xml

v upgrade8604to91.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v 버전 9.1.0.x.0.0(x >= 2)에서 업그레이드
– 9.1.0.2 보고 기능팩 1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upgrade9102to911.xml

– 9.1.0.2 보고 기능팩 1을 적용한 경우: upgrade910201to911.xml

Interact

v upgrade85to86.xml

v upgrade86to90.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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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v upgrade911to9112.xml

Leads

v upgrade86to90.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Marketing Operations용 Campaign

v upgrade86to90.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v upgrade911to9112.xml

Marketing Operations

v upgrade85to86.xml

v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따라서 버전 8.6에서 버전 9.0으로 업그
레이드:

– DB2의 경우: upgrade86to90_DB2.xml

– Oracle의 경우: upgrade86to90_Oracle.xml

– SQL Server의 경우: upgrade86to90_Sqlserver.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v upgrade911to9112.xml

Distributed Marketing

v upgrade86to90.xml

v upgrade911to9112.xml

5. Cognos Connection을 여십시오.

6. Cognos 컨텐츠 관리 > 구성 > 컨텐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7. 도구 모음의 새 가져오기 단추 를 클릭하여 보고서 폴더를 가져오십시
오.

8. Cognos 프레임워크 관리자를 열고 업그레이드될 버전에 대해 프로젝트를 여
십시오.

9. 프로젝트 > 스크립트 실행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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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자의 제품의 새 버전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모든 스크립트는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 설치 아래의 ProductNameReportsPack\

cognosN\ProductNameModel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참고: 업그레이드될 8.x 또는 9.x 버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
다.

v 8.6을 제외한 모든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preUpgrade_86_fromanyversion.xml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v 소스 버전에서 대상 버전으로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전 9.0.0에서 버전 9.1.1로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먼저 버전
9.0.0에서 버전 9.1로 업그레이드한 후 버전 9.1에서 버전 9.1.1로 업그레
이드해야 합니다.

v eMessage 보고서에 한해 버전 8.6.0.4 이상에서 직접 9.1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Campaign

v preUpgrade_86_fromanyversion.xml

v upgrade85to86.xml

v upgrade86to90.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v upgrade911to9112.xml

v upgrade912to100.xml

eMessage

v upgrade86to90.xml

v upgrade8604to91.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v 버전 9.1.0.x.0.0(x >= 2)에서 업그레이드
– 9.1.0.2 보고 기능팩 1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upgrade9102to911.xml

– 9.1.0.2 보고 기능팩 1을 적용한 경우: upgrade910201to911.xml

Interact

v preUpgrade_86_fromanyversion.xml

v upgrade85to86.xml

v upgrade86to90.xml

v upgrade90to9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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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upgrade91to911.xml

v upgrade911to9112.xml

v upgrade912to9121.xml

Leads

v upgrade86to90.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Marketing Operations용 Campaign

v upgrade86to90.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v upgrade911to9112.xml

Marketing Operations

v upgrade85to86.xml

v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따라서 버전 8.6에서 버전 9.0으로 업그
레이드:

– DB2의 경우: upgrade86to90_DB2.xml

– Oracle의 경우: upgrade86to90_Oracle.xml

– SQL Server의 경우: upgrade86to90_Sqlserver.xml

v upgrade90to91.xml

v upgrade91to911.xml

v upgrade911to9112.xml

Distributed Marketing

v upgrade86to90.xml

v upgrade911to9112.xml

11. eMessage의 경우만 해당: eMessage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다음 단계
를 완료하십시오.

참고: 데이터베이스가 DB2인 경우 명령문 종료 문자를 ;(세미콜론)에서 !(느
낌표)로 변경하십시오.

a. Campaign_ReportPack_Installer_Home\Cognos10\emessage-ddl\DB

Type\Upgrade로 이동하십시오.

b. 다음 스크립트를 표시된 순서대로 실행하십시오.

v 8.6.0.4 이상에서 9.1로 업그레이드:

제 10 장 8.x 또는 9.x 모델 업그레이드 및 새 보고서 설치 123



acer_tables_upgrade_dbname.sql. 기본 버전 이름을 검색하고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8.6.0.4 Updates--

v 9.0 이상에서 9.1로 업그레이드:

acer_tables_upgrade_dbname.sql. 기본 버전 이름을 검색하고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9.0.x Updates--

acer_indexes_upgrade_dbname.sql. 기본 버전 이름을 검색하고 다
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9.0.x Updates--

v 9.1.0.x.0.0(x >= 0)에서 9.1.1로 업그레이드:

acer_tables_upgrade_dbname.sql. 기본 버전 이름을 검색하고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9.1.0.x updates (Not applicable for 9.1.0 Feature Pack 1

upgrade)--

참고: 9.1.0 기능팩 1을 적용한 경우, 테이블 또는 색인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c. Campaign_ReportPack_Installer_Home\Cognos10\emessage-ddl\DB Type

으로 이동하여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acer_tables_upgrade_dbname.sql

참고: 보고서의 신규 설치 및 업그레이드 모두에 대해
acer_tables_upgrade_dbname.sql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참고: Microsoft SQL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이 단계를 완료하기 전
에 8.6.0.4 버전의 프로시저를 삭제해야 합니다.

d. 보고서 SQL 생성기를 사용하여 보고서 보기 스크립트를 생성하십시오.

Microsoft SQL Server의 경우 보기를 생성하십시오. Oracle 및 IBM

DB2의 경우, 구체화된 보기를 작성하십시오.

e.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 및 스케줄링하십시오.

참고: 적절한 보고서 성능을 보장하려면 정기적으로 실행하도록 스토어
드 프로시저를 스케줄링해야 합니다. eMessage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
한 자세한 정보는 41 페이지의 『eMessage의 경우만: 스토어드 프로시
저를 스케줄링하고 실행하는 방법』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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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패키지를 Cognos 컨텐츠 저장소에 공개하십시오.

13. 모든 IBM Marketing Software 제품에 대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파일 > 보고서 패키지로 이동하십시오.

b. 제품에 따라 적절한 보고서 패키지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c. 필요에 따라 보고서의 프롬프트를 채우십시오.

d. 보고서의 유효성을 검사한 후 유효성 검사 응답 창에서 닫기를 클릭하
십시오.

14. 보고서를 실행하여 업그레이드를 테스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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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보고서 구성 특성

IBM Marketing Software의 보고서 구성 특성은 설정 > 구성 > 보고서에 있습
니다.

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해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는 비즈니스 인텔리전
스 애플리케이션인 IBM Cognos와 통합합니다. 통합 > Cognos 특성을 사용하
여 IBM Cognos 시스템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의 경우, 보고 스키마를 설정하고 사용자 정의하려면 추가 특성을 구성해
야 합니다.

보고서 | 통합 | Cognos [버전]
IBM Marketing Software 스위트는 IBM Cognos와 통합되어 보고서를 생성합
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IBM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URL 및 기타 매개변수를 지정하는
특성을 표시합니다.

통합 이름
설명

읽기 전용입니다. IBM Cognos가 IBM Marketing Software에서 보고서
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써드파티 보고 또는 분석 도구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ognos

벤더
설명

읽기 전용입니다. IBM Cognos가 통합 이름 특성에서 지정한 애플리케이
션을 제공하는 회사의 이름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ognos

버전
설명

읽기 전용입니다. 통합 이름 특성에서 지정한 애플리케이션의 제품 버전
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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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version>

사용으로 설정됨
설명

IBM Cognos를 스위트에서 사용으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

False

올바른 값

True | False

통합 클래스 이름
설명

읽기 전용입니다. 통합 이름 특성에서 지정한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Java 클래스의 완전한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com.unica.report.integration.cognos.CognosIntegration

도메인
설명

Cognos 서버가 실행 중인 완전한 회사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제
: myCompanyDomain.com.

회사에서 하위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에 있는 값에는 해당하는
하위 도메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1024자 미만의 문자열입니다.

포털 URL

설명

IBM Cognos Connection 포털의 URL을 지정합니다. Domain 특성에
서 지정한 도메인 이름(및 해당하는 경우 하위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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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

http://MyReportServer.MyCompanyDomain.com/cognos<version>/cgi-

bin/cognos.cgi

IBM Cognos Configuration(로컬 구성 > 환경)에서 해당 URL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값

http://[CHANGE ME]/cognos<version>/cgi-bin/cognos.cgi

올바른 값

잘 구성된 URL입니다.

발송 URL

설명

IBM Cognos Content Manager의 URL을 지정합니다. Domain 특성에서
지정한 도메인 이름(및 해당하는 경우 하위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완
전한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

http://MyReportServer.MyCompanyDomain.com:9300/p2pd/servlet/

dispatch

로컬 구성 > 환경에서 Cognos 구성의 URL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값

http://[CHANGE ME]:9300/p2pd/servlet/dispatch

9300은 Cognos Content Manager의 기본 포트 번호입니다. 지정된 포
트 번호가 Cognos 설치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값

잘 구성된 URL입니다.

인증 모드
설명

IBM Cognos 애플리케이션이 IBM 인증 제공자를 사용 중인지 여부 즉,

Marketing Platform에서 인증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

anonymous

올바른 값
v anonymous: 인증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v authenticated: IBM 시스템과 Cognos 시스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 시스템 레벨에서 보안됨을 의미합니다. 단일 시스템 사용자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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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적절한 액세스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를 구성합니다. 규
칙에 따라 이 사용자의 이름은 "cognos_admin"으로 지정됩니다.

v authenticatedPerUser: 시스템이 개인 사용자 신임 정보를 평가함을
의미합니다.

인증 네임스페이스
설명

읽기 전용입니다. IBM 인증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기본값

UNICA

인증 사용자 이름
설명

보고서 시스템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IBM 애플리케이션은
Cognos가 Unica 인증 제공자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사용자로
Cognos에 로그인합니다. 이 사용자는 IBM Marketing Software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있습니다.

이 설정은 인증 모드 특성이 인증됨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값

cognos_admin

인증 데이터 소스 이름
설명

Cognos 로그인 신임 정보가 있는 보고 시스템 사용자의 데이터 소스 이
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ognos

양식 인증 사용
설명

양식 기반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
나가 true인 경우 이 특성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v IBM Marketing Software가 IBM Cognos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도
메인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v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과 IBM Cognos 설치가 동일
한 시스템에 있는 경우에도 완전한 호스트 이름(IBM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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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 중임) 대신 동일한 네
트워크 도메인 내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IBM Cognos에 액세스하는
경우

그러나 값이 True이면 Cognos Connection으로의 로그인 프로세스는 로
그인 이름 및 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전달하므로 IBM Cognos 및 IBM

Marketing Software가 SSL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가 아
니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SSL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라도 표시된 보고서에서 "소스 보기"를 수
행할 경우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는 HTML 소스 코드에서 일반 텍스
트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IBM Cognos 및 IBM Marketing Software를
동일한 도메인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본값

False

올바른 값

True | False

보고서 | 스키마 | [제품] | [스키마 이름] | SQL 구성
SQL 스크립트는 보고 스키마에 대한 보기 또는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보고서 |

스키마 | [제품] | [스키마 이름] | SQL 구성 특성은 보기 또는 테이블의 이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테이블/보기 이름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 대해 생성하는 SQL 스크립트에서 작성할 보기 또는 테
이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표준 또는 기본 테이블/보기 이름 중 어느 것
도 이름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경하는 경우, IBM

Cognos 프레임워크 관리자에 있는 Cognos 모델에서도 보기의 이름을 변
경해야 합니다.

새 대상 레벨의 새 보고 스키마를 작성하는 경우 새 보고 테이블/보기 모
두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값

스키마에 따라 다름

올바른 값

다음 제한사항이 있는 문자열입니다.

v 18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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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모두 대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이름 지정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v 이름이 "UAR" 문자로 시작함
v 1자 코드를 추가하여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을 나타
냅니다. 아래 코드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v 밑줄 문자 추가
v 대상 레벨을 나타내는 하나 또는 두 자의 문자 코드를 포함하는 테이
블 이름 추가

v 밑줄 문자로 종료합니다.

SQL 생성기는 해당하는 경우 시간 차원 코드를 첨부합니다. 다음 코드 목
록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UARC_COPERF_DY는 일일 Campaign 오퍼 성과의 보고 보기 또
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다음은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코드 목록입니다.

v Campaign: C

v eMessage: E

v Interact: I

v Distributed Marketing: X

v Marketing Operations: P

v Leads: L

다음은 생성기에서 추가한 시간 차원 코드의 목록입니다.

v 시: HR

v 일: DY

v 주: WK

v 월: MO

v 분기: QU

v 연도: YR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특성은 Campaign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력 데이터 소스(JNDI)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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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는 JNDI 데이터 소스 특히 시스템 테
이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SQL 생성 도구를 사용하여 보고 테이블을 작
성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경우 이 데이터 소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
니다. SQL 생성 도구는 이 데이터 소스 없이도 보고 보기를 작성하는 스
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들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Campaign 보기 또는 보고 테이
블에 대한 SQL 스크립트를 생성할 때 사용자가 선택하는 데이터베이스
와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값

campaignPartition1DS

Reports | Schemas | Campaign | Offer Performance
오퍼 성과 스키마에서는 모든 오퍼 및 캠페인별 오퍼에 대해 컨택 및 응답 기록
메트릭을 생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키마는 항상 "요약" 보기(또는 테이블)를 생
성하도록 구성됩니다.

대상 키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대상 키인 열 이름을 지정합
니다.

기본값

CustomerID

올바른 값

255자 미만의 문자열 값

키에 둘 이상의 열이 포함되면 열 이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십시오. 예
제: ColumnX,ColumnY.

컨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컨택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
다.

기본값

UA_ContactHistory

상세 컨택 테이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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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상세 컨택 테이블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UA_DtlContactHist

응답 기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응답 기록 테이블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UA_ResponseHistory

시간경과 후 변형
설명

이 스키마가 지원하는 "오버 타임"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달력에서의 기간
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Day, Month

올바른 값

Day, Week, Month, Quarter, Year

Reports | Schemas | Campaign | [schema name] | Columns |
[Contact Metric]

보고서 | 스키마 | Campaign | [스키마 이름] | 열 | [컨택 메트릭] 특성을
사용하여 캠페인 성과 또는 오퍼 성과 보고 스키마에 컨택 메트릭을 추가하십시
오.

열 이름
설명

입력 열 이름 필드에서 지정된 열의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서 사용할
이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이름은 18자 미만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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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컨택 메트릭이 결정 또는 계산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개수

올바른 값

count, count distinct, sum, min, max, average

입력 열 이름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 추가하는 컨택 메트릭을 제공하는 열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컨택 기록 및 상세 세부사항 컨택 테이블에 있는 열의 이름입니다.

제어 처리 플래그
설명

샘플 IBM Cognos 보고서를 사용하거나 제어 그룹을 포함하는 자체 사
용자 정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고 스키마에 각 컨택 메트릭에 대
한 두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한 열은 제어 그룹의 메트릭을 나타내고
다른 열은 대상 그룹의 메트릭을 나타냅니다. 제어 처리 플래그에 있는 값
은 보기에 있는 열이 제어 그룹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대상 그룹을 나타
내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보고서에 제어 그룹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제어 그룹의 두 번째 열이 필
요 없습니다.

기본값

0

올바른 값
v 0: 열이 대상 그룹을 나타냄
v 1: 열이 제어 그룹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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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 Schemas | Campaign | [schema name] | Columns |
[Response Metric]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스키마 이름] | 열 | [응답 메트릭] 특성을 사용
하여 캠페인 성과 또는 오퍼 성과 보고 스키마에 사용자 보고서에 포함시킬 응
답 메트릭을 추가하십시오.

열 이름
설명

입력 열 이름 필드에서 지정된 열의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서 사용할
이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이름은 18자 미만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기능
설명

응답 메트릭이 결정 또는 계산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개수

올바른 값

count, count distinct, sum, min, max, average

입력 열 이름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 추가하는 응답 메트릭을 제공하는 열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응답 기록 테이블에 있는 열의 이름입니다.

제어 처리 플래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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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IBM Cognos 보고서를 사용하거나 제어 그룹을 포함하는 자체 사
용자 정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고 스키마에 각 응답 메트릭에 대
한 두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한 열은 제어 그룹의 응답을 나타내고
다른 열은 대상 그룹의 응답을 나타냅니다. 제어 처리 플래그에 있는 값
은 보기에 있는 열이 제어 그룹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대상 그룹을 나타
내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보고서에 제어 그룹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제어 그룹의 두 번째 열이 필
요 없습니다.

기본값

0

올바른 값
v 0: 열이 대상 그룹을 나타냄
v 1: 열이 제어 그룹을 나타냄

Reports | Schemas | Campaign | Campaign Performance
캠페인 성과 스키마는 캠페인, 캠페인-오퍼 및 캠페인-셀 레벨에서 컨택 및 응답
기록 메트릭을 생성합니다.

대상 키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대상 키인 열 이름을 지정합
니다.

기본값

CustomerID

올바른 값

255자 미만의 문자열 값입니다.

키에 둘 이상의 열이 포함되면 열 이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십시오. 예
제: ColumnX,ColumnY.

컨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컨택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
다.

기본값

UA_Contac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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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컨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상세 컨택 테이블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UA_DtlContactHist

응답 기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응답 기록 테이블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UA_ResponseHistory

시간경과 후 변형
설명

이 스키마가 지원하는 "오버 타임"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달력에서의 기간
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Day, Month

올바른 값

Day, Week, Month, Quarter, Year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스키마는 캠페인 상세 응답에 대한 보고를 지원하며, 이
는 응답 유형 및 오퍼 데이터별로 구분됩니다. 이 스키마 템플리트는 캠페인의 사
용자 정의 응답 유형과 캠페인별로 그룹화된 오퍼 각각에 대해 다른 응답 계수
를 지정합니다.

이 스키마

응답 기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응답 기록 테이블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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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_ResponseHistory

Reports | Schemas | Campaign | Campaign Offer Response
Breakout | Columns | [Response Type]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오퍼 응답 내역 | 열 | [응답 유형] 특성을
사용하여 보고서에 포함하려는 사용자 정의 응답 유형을 보고 스키마에 추가하
십시오.

열 이름
설명

응답 유형 코드 필드에 지정된 열의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 사용할 이
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이름은 18자 미만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응답 유형 코드
설명

지정된 응답 유형의 응답 유형 코드입니다. 이 값은 UA_UsrResponseType

테이블의 ResponseTypeCode 열에 있습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예제 응답 유형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v EXP(탐색)

v CON(고려)

v CMT(커밋)

v FFL(충족)

v USE(사용)

v USB(수신 거부)

v UKN(알 수 없음)

Campaign 설치에는 추가 사용자 정의 응답 유형 코드가 있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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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처리 플래그
설명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팩에서 제공하는 표준 IBM Cognos

보고서 또는 제어 그룹을 포함하는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사용하는 경우,

보고 스키마에 각 응답 유형에 대한 두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한 열
은 제어 그룹의 응답 유형을 나타내고 다른 열은 대상 그룹의 응답 유형
을 나타냅니다. 제어 처리 플래그에 있는 값은 보기에 있는 열이 제어 그
룹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대상 그룹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보고서에 제어 그룹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제어 그룹의 두 번째 열이 필
요 없습니다.

기본값

0

올바른 값
v 0: 열이 대상 그룹을 나타냄
v 1: 열이 제어 그룹을 나타냄

Reports | Schemas | Campaign | Campaign Offer Contact Status
Breakout

캠페인 오퍼 컨택 상태 내역 스키마는 캠페인 상세 컨택에 대한 보고를 지원하
며, 이는 컨택 상태 유형 및 오퍼 데이터별로 구분됩니다. 이 스키마 템플리트는
캠페인별로 그룹화된 오퍼 및 캠페인의 각 사용자 정의 컨택 상태 유형 각각에
대해 다른 컨택 계수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제 Campaign 보고서 중에는 이 스키마를 사용하는 보고서가 없
습니다.

대상 키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대상 키인 열 이름을 지정합
니다.

기본값

CustomerID

올바른 값

255자 미만의 문자열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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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 둘 이상의 열이 포함되면 열 이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십시오. 예
제: ColumnX,ColumnY.

컨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컨택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
다.

기본값

UA_ContactHistory

상세 컨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상세 컨택 테이블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UA_DtlContactHist

Reports | Schemas | Campaign | Campaign Offer Contact Status
Breakout | Columns | [Contact Status]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오퍼 컨택 상태 내역 | 열 | [컨택 상태]를
사용하여 보고서에 포함하려는 컨택 상태를 보고 스키마에 추가하십시오.

열 이름
설명

컨택 상태 필드에 지정된 열의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 사용할 이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이름은 18자 미만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컨택 상태 코드
설명

컨택 상태 코드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UA_UsrResponseType 테이블의
ContactStatusCode 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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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예제 컨택 상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v CSD(캠페인 전송)

v DLV(전달)

v UNDLV(전달되지 않음)

v CTR(제어)

Campaign 설치에는 추가 사용자 정의 컨택 상태 유형이 있을 수 있습
니다.

Reports | Schemas | Campaign | Campaign Custom Attributes |
Columns | [Campaign Custom Column]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 열 | [캠페인 사용자
정의 열] 특성을 사용하여 보고서에 포함하려는 사용자 정의 캠페인 속성을 보고
스키마에 추가하십시오.

열 이름
설명

속성 ID 필드에서 식별된 속성의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서 사용할 이
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이름은 18자 미만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속성 ID

설명

UA_CampAttribute 테이블에 있는 속성의 AttributeID 열에 있는 값
입니다.

기본값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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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유형
설명

캠페인 속성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기본값

StringValue

올바른 값

StringValue, NumberValue, DatetimeValue

이 캠페인 속성에 통화 값이 있으면 NumberValue를 선택하십시오.

이 캠페인 속성의 양식 요소 유형이 Campaign에서 Select Box - String

으로 설정되었으면 StringValue를 선택하십시오.

Reports | Schemas | Campaign | Campaign Custom Attributes |
Columns | [Offer Custom Column]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 열 | [오퍼 사용자 정
의 열] 특성을 사용하여 보고서에 포함하려는 사용자 정의 오퍼 속성을 보고 스
키마에 추가하십시오.

이 양식을 사용하여 추가하십시오.

열 이름
설명

속성 ID 필드에서 식별된 속성의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서 사용할 이
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이름은 18자 미만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속성 ID

설명

UA_OfferAttribute 테이블에 있는 속성의 AttributeID 열에 있는 값입
니다.

기본값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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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유형
설명

오퍼 속성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기본값

StringValue

올바른 값

StringValue, NumberValue, DatetimeValue

이 오퍼 속성에 통화 값이 있으면 NumberValue를 선택하십시오.

이 오퍼 속성의 양식 요소 유형이 캠페인에서 Select Box - String으로
설정되었으면 StringValue를 선택하십시오.

Reports | Schemas | Campaign | Campaign Custom Attributes |
Columns | [Cell Custom Column]

보고서 | 스키마 | 캠페인 |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 열 | [셀 사용자 정의
열] 특성을 사용하여 보고서에 포함하려는 사용자 정의 셀 속성을 보고 스키마에
추가하십시오.

열 이름
설명

속성 ID 필드에서 식별된 속성의 보고 보기 또는 테이블에서 사용할 이
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CHANGE ME]

올바른 값

이름은 18자 미만이며, 모두 대문자여야 하고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속성 ID

설명

UA_CellAttribute 테이블에 있는 속성의 AttributeID 열에 있는 값입
니다.

기본값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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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유형
설명

셀 속성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기본값

StringValue

올바른 값

StringValue, NumberValue, DatetimeValue

보고서 | 스키마 | Interact
Interact 보고 스키마에서는 세 가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즉 디자인 시간, 런타
임 및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합니다. 보고서 | 스키마 | Interact 특성을 사
용하여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소스의 JNDI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보고서 SQL 생성 도구를 사용하여 보고 테이블을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하
는 경우 이 페이지에 지정된 데이터 소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SQL 생성
도구는 이 데이터 소스 없이도 보고 보기를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
지만 스크립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보기 또는 보고 테이블의 SQL 스크립트를
생성할 때 사용자가 선택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Interact 디자인 데이터 소스(JNDI)

설명

Interact 디자인 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는 JNDI 데이터 소스의 이
름을 지정하며, 이것이 Campaign 시스템 테이블이기도 합니다.

기본값

campaignPartition1DS

Interact 런타임 데이터 소스(JNDI)

설명

Interact 런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는 JNDI 데이터 소스의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InteractRTDS

Interact 학습 데이터 소스(JNDI)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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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는 JNDI 데이터 소스의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InteractLearningDS

보고서 | 스키마 | Interact | Interact 성과
Interact 성과 스키마는 채널, 채널-오퍼, 채널-분기화, 채널-상호작용 지점, 대화
식 셀, 대화식 셀-오퍼, 대화식 셀-상호작용 지점, 대화식 오퍼, 대화식 오퍼-셀 및
대화식 오퍼-상호작용 지점 레벨에서 컨택 및 응답 기록 메트릭을 생성합니다.

대상 키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대상 키인 열 이름을 지정합
니다.

기본값

CustomerID

올바른 값

255자 미만의 문자열 값입니다.

키에 둘 이상의 열이 포함되면 열 이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십시오. 예
제: ColumnX,ColumnY.

상세 컨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상세 컨택 테이블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UA_DtlContactHist

응답 기록 테이블
설명

이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하는 대상 레벨의 응답 기록 테이블 이름을 지
정합니다.

기본값

UA_Response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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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경과 후 변형
설명

이 스키마가 지원하는 "오버 타임"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달력에서의 기간
을 지정합니다.

기본값

Hour, Day

올바른 값

Hour, Day, Week, Month, Quarter, Year

보고서 | 스키마 | eMessage
보고서 | 스키마 | eMessage 특성은 Campaign 시스템 테이블에 있는 eMessage

추적 테이블을 식별하는 데이터 소스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eMessage Tracking Datasource(JNDI)

설명

eMessage 추적 테이블을 식별하는 JNDI 데이터 소스의 이름을 지정합
니다. 이는 Campaign 시스템 테이블에 있습니다. 보고서 SQL 생성 도
구를 사용하여 보고 테이블을 작성하는 스크립트의 유효성을 검증하려는
경우 이 데이터 소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SQL 생성 도구는 이 데
이터 소스 없이도 보고 보기를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
들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보기 또는 보고 테이블의 SQL 스
크립트를 생성할 때 사용자가 선택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값

campaignPartition1DS

Campaign | partitions | partition[n] | reports
캠페인 | 파티션 | 파티션[n] | 보고서 특성은 보고서에 대해 다른 유형의 폴더
를 정의합니다.

offerAnalysisTabCachedFolder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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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AnalysisTabCachedFolder 특성은 탐색 패널에서 분석 링크를 클릭
하여 도달하는 경우 분석 탭에 나열된 버스트(펼쳐진) 오퍼 보고서의 스
펙이 포함된 폴더 위치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XPath 표기법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folder[@name='offer']/folder[@name='cached']

segmentAnalysisTabOnDemandFolder

설명

segmentAnalysisTabOnDemandFolder 특성은 세그먼트의 분석 탭에 나열
되는 세그먼트 보고서가 포함된 폴더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XPath

표기법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folder[@name='segment']/folder[@name='cached']

offerAnalysisTabOnDemandFolder

설명

offerAnalysisTabOnDemandFolder 특성은 오퍼의 분석 탭에 표시되는 오
퍼 보고서를 포함하는 폴더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XPath 표기법
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folder[@name='offer']

segmentAnalysisTabCachedFolder

설명

segmentAnalysisTabCachedFolder 특성은 탐색 패널에서 분석 링크를 클
릭하여 도달하는 경우 분석 탭에 나열된 버스트(펼쳐진) 세그먼트 보고서
의 스펙이 포함된 폴더 위치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XPath 표기법을 사용
하여 지정됩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folder[@name='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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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SectionFolder

설명

analysisSectionFolder 특성은 보고서 스펙을 저장하는 루트 폴더의 위
치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XPath 표기법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campaignAnalysisTabOnDemandFolder

설명

campaignAnalysisTabOnDemandFolder 특성은 캠페인의 분석 탭에 나열되
는 캠페인 보고서가 포함된 폴더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XPath 표
기법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folder[@name='campaign']

campaignAnalysisTabCachedFolder

설명

campaignAnalysisTabCachedFolder 특성은 탐색 패널에서 분석 링크를 클
릭하여 도달하는 경우 분석 탭에 나열된 버스트(펼쳐진) 캠페인 보고서의
스펙이 포함된 폴더 위치를 지정합니다. 경로는 XPath 표기법을 사용하
여 지정됩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folder[@name='campaign']/folder[@name='cached']

campaignAnalysisTabEmessageOnDemandFolder

설명

campaignAnalysisTabEmessageOnDemandFolder 특성은 캠페인의 분석 탭
에 나열된 eMessage 보고서를 포함하는 폴더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경로
는 XPath 표기법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folder[@name='eMessage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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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AnalysisTabInteractOnDemandFolder

설명

Interact가 보고하는 보고서 서버 폴더 문자열입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folder[@name=’Interact

Reports’]

가용성

이 특성은 Interact를 설치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interactiveChannelAnalysisTabOnDemandFolder

설명

대화식 채널 분석 탭 보고서의 보고서 서버 폴더 문자열입니다.

기본값

/content/folder[@name=’Affinium Campaign - Object Specific

Reports’]/folder[@name=’interactive channel’]

가용성

이 특성은 Interact를 설치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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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Cognos 보고서의 형식

IBM Cognos 보고 통합 구성요소에는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BM Marketing Software 애플리케이션 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인 수동 형식화와
함께 이러한 스타일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스타일과 새 보고서의 스타일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스타일시트에서 스타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수동으로 스타일을 형식화해야 합니다.

스타일은 다양한 보고서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v 목록 보고서
v 교차분석 보고서
v 차트
v 대시보드 보고서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에 포함된 스타일을 사용하
여 새 IBM Cognos 보고서를 형식화하십시오. 새 보고서의 스타일은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에 있는 보고서의 스타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표 15.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항목
CSS 클래스
이름 스타일

일반 글꼴 패밀리 pg, pp font-family: Arial, ...

보고서 제목 ta font-size: 10pt;

페이지 - 머리글 ph padding-bottom:10px;
font-size:8pt;font-weight:bold;

페이지 - 바닥글 pf padding-top:10px;
font-size:8pt;font-weight:bold;

필드 설정 레이블 fs font-size:8pt;

테이블 tb border-collapse: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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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계속)

항목
CSS 클래스
이름 스타일

테이블 - 목록 열 제목 셀 lt text-align:left;
background-color:#F2F2F2; /*light grey*/
font-weight:bold;
border-top:1px solid silver;
border-left:1px solid silver;
border-bottom:1.5pt solid black;
border-right:1px solid silver;
padding-top: 13px;

테이블 - 목록 열 본문 셀 lc, lm border:1px solid silver;

테이블 - 외부 머리글 oh background-color:#FFFFCC; /*light yellow*/

테이블 - 목록 바닥글 of, os border-top:1.5pt solid black;

교차 분석 xt border-collapse:collapse;

교차 분석 - 기본 측정 셀 xm border-top:1px solid silver;
border-left:1px solid silver;
border-bottom:1.5pt solid black;
border-right:1.5pt solid black;

교차 분석 - 구성원 레이블
셀

ml background-color: transparent;border:1px
solid silver;

교차 분석 - 외부 레벨 합계 ol background-color:#F7F7F7; /*offwhite*/

교차 분석 - 스페이서 xs 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weight:
bold;

차트 ch border:1pt solid #E4E4E4;

차트 - 제목 ct font-size: 10pt;font-weight:bold;

차트 - 축 레이블 al font-size:10pt;

차트 - 축 행 at color:#939393;

차트 - 차트 팔레트 XML 보고서
스펙에서

XML 보고서 스펙에 있는 닫기 차트 태그
(</combinationChart>) 앞에 다음 행을 붙여넣으십시
오.

<chartPalette>
<chartColor value="#00a6a0"/>
<chartColor value="#734098"/>
<chartColor value="#7cc7ff"/>
<chartColor value="#a6266e"/>
<chartColor value="#d74108"/>
<chartColor value="#efc100"/>
<chartColor value="#aeb8b8"/>
<chartColor value="#4178be"/>
</chartPalette>

보고서 페이지 스타일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에 포함된 스타일을 사용하
여 보고서 페이지를 형식화하십시오.

표 16. 보고서 페이지 스타일.

항목 스타일
텍스트 Arial 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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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보고서 페이지 스타일 (계속).

항목 스타일
보고서 제목 텍스트 Arial 10 포인트
페이지 푸터 텍스트 Arial 8 포인트
필드 설정 레이블 Arial 8 포인트

목록 보고서 스타일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에 포함된 스타일을 사용하
여 목록 보고서를 형식화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목록 보고서를 위한 GlobalStyleSheet.css 스타일 시트의 형식이
표시됩니다.

표 17. 목록 보고서 스타일
항목 스타일
셀 1 px 은색 선 경계(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열 헤더 밝은 회색 백그라운드; 1.5 포인트 검은선은 나
머지 테이블과 열 헤더를 구분합니다.

요약 헤더 행(목록 헤더) 밝은 노란색 백그라운드
맨 아래에 총계 행 짙은 회색 백그라운드; 1.5 포인트 검은선은 나

머지 테이블과 행을 구분합니다.

또한, 새 목록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기존 보고서와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v 목록 헤더(목록 바닥글 아님)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레벨에서 요약을 표시하십
시오.

v 목록 헤더에 표시되는 숫자를 직접 오른쪽 정렬합니다. 목록 푸터와는 달리,

목록 헤더는 외부 구성요소와 요약 구성요소로 구분되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목록 헤더로 정보를 요약할 때
는 추가 단계를 완료하고 값을 오른쪽 정렬해야 합니다.

v 선택사항으로 그룹 열에 1.5 포인트 실선 검은색 테두리를 추가하십시오.

다음 예에는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는 목록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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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는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는 목록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글로벌 버전의 날짜 형식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의 글로벌 버전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
는 로케일에 따라 사용자 목록 보고서에 다른 날짜 형식이 표시됩니다. Cognos

목록 보고서는 중간 날짜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로케일에 대한 목록 보고서의 날짜 형식을 보
여줍니다.

표 18. 글로벌 버전에 대한 Cognos 목록 보고서 날짜 형식
로케일 Cognos 목록 보고서 날짜 형식 예
영어 Mar 18, 2014

포르투갈어(브라질) 18/03/2014

프랑스어 18 mars 14

독일어 18.03.2014

이탈리아어 18/ma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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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글로벌 버전에 대한 Cognos 목록 보고서 날짜 형식 (계속)

로케일 Cognos 목록 보고서 날짜 형식 예
일본어 2014/03/18

한국어 2014-03-18

러시아어 18.03.2014

중국어(간체) 2014-3-18

스페인어 18-Mar-14

교차분석 보고서 스타일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에 포함된 스타일을 사용하
여 교차분석 보고서를 형식화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교차분석 보고서를 위한 GlobalStyleSheet.css 스타일 시트의 형
식이 표시됩니다.

표 19. 교차분석 보고서 스타일.

항목 스타일
셀 투명 백그라운드: 1픽셀 은색 선 경계
수치 셀(맨 위 왼쪽) 1.5 포인트 검은선은 나머지 교차 통계와 셀을 구

분합니다.

외부 레벨 총계 회색/흰색에 가까운 백그라운드

또한, 새 목록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기존 보고서와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v 1.5 포인트 검은색 경계를 사용하여 측정에서 요약을 구분합니다.

v 1.5 검은색 경계를 사용하여 논리 열 그룹화를 그룹화합니다.

v 일반 가이드라인으로는 동일한 보고서에서 열과 행 모두를 요약하는 것을 피
합니다.

다음 예에는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는 교차분석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다음 예에는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고 열 그룹화를 표시하기 위해 1.5 픽셀 경
계가 적용된 교차분석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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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스타일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에 포함된 스타일을 사용하
여 차트를 형식화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차트를 위한 GlobalStyleSheet.css 스타일 시트의 형식이 표시됩
니다.

차트는 GlobalStyleSheet.css에서 다음 형식을 가져옵니다.

표 20. 차트 스타일.

항목 스타일
차트 1 포인트 밝은 회색 경계
제목 및 레이블 10 포인트 굵은체 글꼴

또한, 새 차트를 작성할 때는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기존 차트 보고서와 일
치하도록 하십시오.

v 보고서에 둘 이상의 차트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 너비를 사용합니다. 단
일 보고서에 다중 차트가 포함되는 경우, 차트 너비를 750px로 설정합니다.

v 변화도 및 색상표를 사용하려면 151 페이지의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에 있
는 테이블에서 XML 보고서 스펙으로 문자열을 복사한 뒤 붙여넣습니다.

v 일반 가이드라인으로는 리턴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차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 보고서에서 연속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차트 유형으로
선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 여러 시리즈가 있는 경우, 비막대형보다 누적 막대형이 더 잘 동작합니다.

– 총 백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백분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형 차
트는 값이 합산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
습니다.

v 차트에 두 시리즈만 있고 Y1과 Y2 축 모두를 표시하는 경우 우수 사례로 색
상을 축 레이블에 대해 처음 두 팔레트 색상으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음 예에는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는 차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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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는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고 추가 형식화가 적용된 차트가 표시됩니
다.

글로벌 버전의 날짜 형식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의 글로벌 버전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
는 로케일에 따라 사용자 차트 보고서에 다른 날짜 형식이 표시됩니다. Cognos

차트 보고서는 짧은 날짜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로케일에 대한 차트 보고서의 날짜 형식을 보
여줍니다.

표 21. 글로벌 버전에 대한 Cognos 차트 보고서 날짜 형식
로케일 Cognos 차트 보고서 날짜 형식 예
영어 3/18/14

포르투갈어(브라질) 18/03/14

프랑스어 18/03/14

독일어 18.03.14

이탈리아어 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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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글로벌 버전에 대한 Cognos 차트 보고서 날짜 형식 (계속)

로케일 Cognos 차트 보고서 날짜 형식 예
일본어 14/03/18

한국어 14-03-18

러시아어 18.03.14

중국어(간체) 14-3-18

스페인어 18/03/14

대시보드 보고서 스타일
대시보드 보고서에서는 일부 수동 형식화와 함께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보고서가 대시보드 포틀릿에 적합하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다
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십시오.

표 22. 대시보드 보고서 스타일.

항목 스타일
배경색 배경색을 회색(16진 값 F2F2F2)으로 설정합니다.

크기 가능하면 백분율을 사용하여 크기를 지정합니다.
백분율로 크기를 지정할 수 없을 때는 크기를 너
비 323 픽셀, 높이 175 픽셀로 설정합니다.

부제목 왼쪽에 부제목을 삽입합니다.

날짜 오른쪽에 날짜를 삽입합니다.

범례 차트 아래 중앙에 범례를 입력합니다.

선형 차트에서의 선 가로선만 표시합니다. 세로선은 표시하지 않습니
다.

축 선 색상 축 선은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눈금선 색상 눈금선은 회색(16진 값 D9D9D9)으로 설정합니
다.

목록(테이블) 최대 10개 선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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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 Cognos 보고서의
형식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 Cognos 보고서에는 추가 스타일링이 필요합
니다.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 보고서의 룩앤필 개선을 위해 글로벌 보
고서 스타일이 기존 클래스의 스타일링을 대체하여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수정되
었습니다.

페이지 클래스, peretz는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 보고서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페이지 스타일에 peretz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모든 보
고서가 수정되었습니다. GlobalReportStyles.css 및 GlobalReportStyles_10.css

에서 peretz 상위 클래스에 하위 클래스가 추가되었습니다.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 Cognos 보고서의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새
보고서 페이지 작성에 새 페이지 클래스, peretz를 사용하십시오.

스타일시트에서 스타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수동으로 스타일을 형식화해야 합니다.

스타일은 다양한 보고서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v 목록 보고서
v 교차분석 보고서
v 차트
v 대시보드 보고서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 및
GlobalReportStyles_10.css에 포함된 스타일을 사용하여 새 IBM Campaign,

eMessage 및 Interact Cognos 보고서를 형식화하십시오.

표 23.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항목
CSS 클래스 이
름 스타일

페이지 - 머리글 ph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페이지 - 바닥글 pf padding-top:10px;
font-size:8pt;font-weight: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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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계속)

항목
CSS 클래스 이
름 스타일

테이블 - 목록 열 제목
셀

lt text-align:left;
border: 1px solid #d9dbdc;
background-color: #f7f7f7;
background-image: none !important;
font-weight:normal;
vertical-align: top;padding: 10px 20px;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color: #58595b;
font-size: 14px;

테이블 - 내부 목록 열
본문 셀

lci border: none;
background-color: white !important;text-align:
right;padding: 3px 5px;vertical-align: middle;

테이블 - 목록 열 본문
셀

lc border-top:1px solid #ddd;border-bottom:1px
solid #ddd;padding: 3px 5px;text-align: left;vertical-align:
middle;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테이블 - 목록 열 본문
수치 셀

lm vertical-align: top;border:1px
solid #ddd;border-right: 0;border-left: 0;padding: 3px 5px;
text-align: right;

교차 분석 - 첫 번째 행
총계

tr border-left: 2px solid black;background-color:
#bebebe !important;font-weight: bold;padding: 3px 5px;

복합 테이블 합계 -new
클래스가 추가됨

ctth color: #5a5a5a;
background-color:
#bebebe;border-bottom: 2px solid black;padding: 3px 5px;border-left:
2px solid #bebebe;

테이블 합계 행 ttr color: #5A5A5A;
font-weight: bold;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3px 5px;

테이블 합계 행 ctr color: #000000;font-weight: bold;border-left:2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white;border-bottom:1px solid #a2a2a2;

테이블 합계 머리글 cth color: #000000;border-bottom: 2px solid black;border-left:1.5px solid
white; border-right:1.5px
solid white; font-weight: 100;

목록 - 내부 머리글 셀 ih border-top:1px solid #A0A0A0;border-bottom:1px
solid #A0A0A0;padding: 3px 5px;vertical-align: middle;

목록 - 외부 머리글 셀 oh font-weight: bold;vertical-align: top;border: 1px solid #CCCCCC;
border-right: 0;border-left: 0;padding: 3px 5px;word-break:keep-all;
background-color: #fff;

맨 위 테두리가 있는 외
부 머리글 셀

ohl font-weight: bold;vertical-align: top;background-color: #ddd;
padding: 3px 5px;word-break:keep-all;border-top:2px solid black;

border-left:1.5px solid #ddd;border-right: 5pt solid #ddd;
border-style:solid;border-bottom:none;

교차 분석 xt border: 1px solid #d9dbdc;
color: #6d6e70;
empty-cells: show;
font-size: 14px;

교차 분석 - 구성원 레이
블 셀

ml font-style: normal !important;color: black;font-weight: 300;height:
30px;border-left:
none;border-right: none;border-bottom:1px solid #a2a2a2;

교차 분석 - 구성원 레이
블 셀

cht vertical-align: top;background-color:transparent;padding: 3px 5px;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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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계속)

항목
CSS 클래스 이
름 스타일

교차 분석 - 구성원 값
셀

mv vertical-align: top;white-space:
nowrap;border: 1px solid #a2a2a2;padding: 3px 5px;text-align:
right;border-left:none;border-right:none;vertical-align: top;
white-space:
nowrap;padding: 3px 5px;text-align: right;

필드 세트 fs display: -moz-inline-block;display:
inline;text-align: left;font-size:8pt;margin-bottom: 15px;
color : #5a5a5a;

차트 ch border:1pt solid #E4E4E4;

차트 - 제목 ct font-size: 10pt;font-weight:bold;

차트 - 축 레이블 al font-size:10pt;

차트 - 축 제목 at font-weight:bold;text-align:center;font-size: 10pt;color:#939393;

차트 - 차트 팔레트 XML 보고서 스
펙에서

XML 보고서 스펙에 있는 닫기 차트 태그(</combinationChart>) 앞에 다음 행
을 붙여넣으십시오.

<chartPalette>
<chartColor value="#00a6a0"/>
<chartColor value="#734098"/>
<chartColor value="#7cc7ff"/>
<chartColor value="#a6266e"/>
<chartColor value="#d74108"/>
<chartColor value="#efc100"/>
<chartColor value="#aeb8b8"/>
<chartColor value="#4178be"/>
</chartPalette>

하이퍼링크 .hy color: #037bbf;
font-size: 14px;
font-family: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첫 번째 열 합계 tf border-left: 2px solid black;background-color:
#bebebe !important;font-weight: bold;padding: 3px 5px;

복합 테이블 합계 ctt color: #000000;background-color:
#bebebe !important;border-left:2px solid black;border-bottom:1px
solid #a2a2a2;padding-left: 5px 5px;

복합 테이블 합계 행 cttr color: #000000;background-color:
#bebebe;font-weight: bold;border-bottom:1px solid #a2a2a2;

목록 ls border: 1px solid #d9dbdc;
color: #6d6e70;
empty-cells: show;
margin-top: 10px;
font-size: 14px;

호버 선택사항 클래스 hoverSelection background-color: transparent !important;
color: #6d6e70 !important;

목록 보고서 스타일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 및
GlobalReportStyles_10.css에 포함된 스타일을 사용하여 목록 보고서를 형식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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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목록 보고서를 위한 GlobalStyleSheet.css 및
GlobalReportStyles_10.css 스타일 시트의 형식이 표시됩니다.

표 24. 목록 보고서 스타일.

항목 스타일
셀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는 1px의 밝은 회색 테두

리
열 헤더 흰색 백그라운드; 맨 아래 1.5 포인트 검은선은

나머지 테이블과 열 헤더를 구분합니다.

요약 헤더 행(목록 헤더) 옅은 회색 배경
맨 아래에 총계 행 짙은 회색 배경

다음 예는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는 목록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버전의 날짜 형식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의 글로벌 버전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
는 로케일에 따라 사용자 목록 보고서에 다른 날짜 형식이 표시됩니다. Cognos

목록 보고서는 중간 날짜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로케일에 대한 목록 보고서의 날짜 형식을 보
여줍니다.

표 25. 글로벌 버전에 대한 Cognos 목록 보고서 날짜 형식
로케일 Cognos 목록 보고서 날짜 형식 예
영어 Mar 18, 2014

포르투갈어(브라질) 18/03/2014

프랑스어 18 mars 14

독일어 18.03.2014

이탈리아어 18/mar/2014

일본어 2014/03/18

한국어 2014-03-18

러시아어 18.03.2014

중국어(간체)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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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글로벌 버전에 대한 Cognos 목록 보고서 날짜 형식 (계속)

로케일 Cognos 목록 보고서 날짜 형식 예
스페인어 18-Mar-14

교차분석 보고서 스타일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 및
GlobalReportStyles_10.css에 포함된 스타일을 사용하여 교차분석 보고서를 형
식화하십시오.

다음 예에는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는 교차분석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차트 스타일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 시트, GlobalReportStyles.css 및
GlobalReportStyles_10.css에 포함된 스타일을 사용하여 차트를 형식화하십시
오.

새 차트를 작성할 때는 기존 차트 보고서와 일치하도록 다음 가이드라인을 사용
하십시오.

v 보고서에 둘 이상의 차트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 너비를 사용합니다. 단
일 보고서에 다중 차트가 포함되는 경우, 차트 너비를 750px로 설정합니다.

v 색상표를 사용하려면 159 페이지의 『글로벌 보고서 스타일』의 테이블에서
XML 보고서 스펙으로 문자열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십시오.

v 차트에 두 시리즈만 있고 Y1과 Y2 축 모두를 표시하는 경우 우수 사례로 색
상을 축 레이블에 대해 처음 두 팔레트 색상으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음 예에는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고 추가 형식화가 적용된 차트가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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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버전의 날짜 형식

IBM Marketing Software 보고서 패키지의 글로벌 버전을 사용할 경우, 사용하
는 로케일에 따라 사용자 차트 보고서에 다른 날짜 형식이 표시됩니다. Cognos

차트 보고서는 짧은 날짜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로케일에 대한 차트 보고서의 날짜 형식을 보
여줍니다.

표 26. 글로벌 버전에 대한 Cognos 차트 보고서 날짜 형식
로케일 Cognos 차트 보고서 날짜 형식 예
영어 3/18/14

포르투갈어(브라질) 18/03/14

프랑스어 18/03/14

독일어 18.03.14

이탈리아어 18/03/14

일본어 14/03/18

한국어 14-03-18

러시아어 18.03.14

중국어(간체) 14-3-18

스페인어 18/03/14

대시보드 보고서 스타일
대시보드 보고서에서는 일부 수동 형식화와 함께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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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에 표시되는 보고서가 대시보드 포틀릿에 적합하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다
음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십시오.

표 27. 대시보드 보고서 스타일.

항목 스타일
크기 가능하면 백분율을 사용하여 크기를 지정합니다.

백분율로 크기를 지정할 수 없을 때는 크기를 너
비 323 픽셀, 높이 175 픽셀로 설정합니다.

부제목 왼쪽에 부제목을 삽입합니다.

날짜 오른쪽에 날짜를 삽입합니다.

범례 차트 아래 중앙에 범례를 입력합니다.

선형 차트에서의 선 가로선만 표시합니다. 세로선은 표시하지 않습니
다.

축 선 색상 축 선은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눈금선 색상 눈금선은 회색(16진 값 D9D9D9)으로 설정합니
다.

목록(테이블) 최대 10개 선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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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제품별 보고서 및 보고 스키마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 속성 또는 응답 유형을 추가하여 Campaign 보고서 패
키지에서 보고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Campaign 보고서 패키지의 보고 스키마는 다음 방법으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
습니다.

v 컨택 또는 응답 메트릭을 추가합니다.

v 사용자 정의 캠페인, 오퍼 또는 셀 속성을 추가합니다.

v 응답 유형을 추가합니다.

v 성과 보고서에 대한 대상 레벨을 구성합니다.

v 추가로 대상 레벨의 보고 스키마를 작성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Campaign 보고서 패키지에 제공된 개별 IBM Cognos BI 보고
서를 이를 지원하는 보고 스키마에 맵핑합니다.

표 28. 보고 스키마에 IBM Cognos BI 보고서 맵핑

캠페인 보기 스
키마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스키
마

캠페인 성과 스
키마

오퍼 성과 스키
마

캠페인 오퍼 응
답 내역

오퍼 컨택 상태
내역

오퍼 금융 요약
보고서인 경우

X X X

캠페인 세부 오
퍼 응답 내역

X X X

오퍼 응답 내역,
대시보드 버전

X X X

오퍼별 캠페인
재무 정보 요약
(실제)

X X X

캠페인 투자 수
익률 비교

X X X

월별 캠페인 오
퍼 성과

X X

캠페인 성과 비
교

X X

캠페인 응답 비
율 비교

X X

수익별 캠페인
성과 비교

X X

이니셔티브별 캠
페인 성과 비교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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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보고 스키마에 IBM Cognos BI 보고서 맵핑 (계속)

캠페인 보기 스
키마

캠페인 사용자
정의 속성 스키
마

캠페인 성과 스
키마

오퍼 성과 스키
마

캠페인 오퍼 응
답 내역

오퍼 컨택 상태
내역

셀 기준 캠페인
성과 요약

X X

수익을 사용한
셀별 캠페인 성
과 요약

X X

셀 및 이니셔티
브별 캠페인 성
과 요약

X X

오퍼별 캠페인
성과 요약

X X

수익을 사용한
오퍼별 캠페인
성과 요약

X X

오퍼별 캠페인
수익 비교

X X

캠페인 요약 X

오퍼 캠페인 목
록

X

오퍼 성과 메트
릭

X X

일별 오퍼 성과 X X

지난 7일간의 오
퍼 응답

X X

오퍼 성과 비교 X X

오퍼 응답률 비
교

X X

캠페인별 오퍼
성과 요약

X X X

다음 보고서는 Campaign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컨택 및 응답 메트릭 속성
의 표준 세트에 의존합니다.

v 오퍼 금융 요약인 경우
v 캠페인 세부 오퍼 응답 내역
v 오퍼별 캠페인 재무 정보 요약(실제)

v 수익을 사용한 캠페인 성과 비교
v 수익을 사용한 셀별 캠페인 성과 요약
v 수익을 사용한 오퍼별 캠페인 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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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ssage Reports 및 보고 스키마
메시지 개요 보고서, 링크 세부 보고서, eMessage Reports 처리 개요 및 SMS

메시지 요약 보고서 등의 보고서가 eMessage 보고서 패키지에서 사용 가능합니
다.

다음 표에서는 eMessage 보고서 패키지에 제공된 개별 IBM Cognos BI 보고서
를 이를 지원하는 IBM 보고 스키마에 맵핑합니다.

표 29. eMessage Reports 및 보고 스키마
보고서 이름 메일링 성과 스키마
메시지 개요 보고서 X

링크 세부 보고서 X

셀별 링크 세부 보고서 X

자세한 반송 보고서 X

A/B 테스트 성과 보고서 X

eMessage Reports 처리 개요 X

SMS 메시지 요약 보고서 X

Interact Reports 및 보고 스키마
Interact Reports 패키지 보고서는 IBM 보고 스키마에서 지원됩니다.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대상 레벨을 구성하고 추가 성능 보고 스키마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Interact 보고서 패키지에서 보고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v 성과 보고서의 일정 기간 지정
v 성과 보고서의 대상 레벨 구성
v 추가 대상 레벨에 대한 추가 성능 보고 스키마 작성

다음 표에서는 Interact 보고서 패키지에 제공된 개별 IBM Cognos BI 보고서를
이를 지원하는 IBM 보고 스키마에 맵핑합니다.

대화식 보기 스키마
Interact 성능 보기
스키마

대화식 채널/캠페인
배포 기록

Interact 런타임 보
기 스키마

Interact 학습 보기
스키마

캠페인 - 대화식 채
널 배포 기록

X X

캠페인 - 시간경과
후 대화식 셀 성과

X X X

캠페인 - 오퍼별 대
화식 셀 성과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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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식 보기 스키마
Interact 성능 보기
스키마

대화식 채널/캠페인
배포 기록

Interact 런타임 보
기 스키마

Interact 학습 보기
스키마

캠페인 - 시간경과
후 오퍼 성과

X X X

캠페인 - 셀별 대화
식 오퍼 성과

X X X

캠페인 - 대화식 오
퍼 학습 세부사항

X X

대화식 셀 리프트
분석

X X X X

대화식 채널 - 채널
배포 기록

X X

대화식 채널 - 채널
이벤트 활동 요약
보고서

X X

대화식 채널 - 채널
상호작용 지점 성과
요약

X X X

대화식 채널 - 채널
처리 규칙 목록

X

대화식 세그먼트 리
프트 분석

X X X

상호작용 지점 성과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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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기술 지원에 문의하기 전에

문서를 참조해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전담 지원 담당자가 IBM

기술 지원 담당자와의 통화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문제
점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담 지원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IBM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술 지원은 API 스크립트를 쓰거나 작성하지 않습니다. API 오퍼링을 구
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IBM Professional Services에 문의하십시오.

정보 수집

IBM 기술 지원에 문의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v 문제점의 특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v 해당 문제점이 발생할 때 표시되는 자세한 오류 메시지
v 문제점을 재현할 수 있는 자세한 단계
v 관련 로그 파일, 세션 파일, 구성 파일 및 데이터 파일
v "시스템 정보"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제품 및 시스템 환경에
대한 정보.

시스템 정보

IBM 기술 지원 담당자와 통화할 때 환경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 때문에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IBM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정보 페이지에서 이러한 정보 대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 제품 정보를 선택하여 제품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디렉토리 아래
에 있는 version.txt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IBM 기술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IBM 기술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은 IBM 제품 기술 지원 웹 사이트
(http://www.ibm.com/support/entry/portal/open_service_request)를 참조하
십시오.

© Copyright IBM Corp. 1999, 2017 171

http://www.ibm.com/support/entry/portal/open_service_request


참고: 지원 요청을 입력하려면 IBM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계정은 IBM

고객 번호에 링크되어야 합니다. IBM 고객 번호와 사용자 계정을 연결하는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원 포털의 지원 자원 > 정식 소프트웨어 지원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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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정보는 미국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IBM은 다른 국가에서 이 책에 기술된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한국 IBM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책에서 IBM 제품,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언급했
다고 해서 해당 IBM 제품,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습니다. IBM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기능상으로 동등한
제품,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IBM 제품,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IBM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내용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특허 출원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제공한다고 해서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까
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의문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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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이트(DBCS) 정보에 관한 라이센스 문의는 한국 IBM에 문의하거나 다음 주
소로 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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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103-8510, Japan

다음 단락은 현지법과 상충하는 영국이나 기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BM은 타인의 권리 비침해,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
증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일체의 보증 없이 이
책을 "현상태대로" 제공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거래에서 명시적 또는 묵
시적 보증의 면책사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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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에는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이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주기적으로 변경되며, 변경된 사항은 최신판에 통합됩니다. IBM은 이
책에서 설명한 제품 및/또는 프로그램을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개선 및/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서 언급되는 비IBM의 웹 사이트는 단지 편의상 제공된 것으로, 어떤 방
식으로든 이들 웹 사이트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웹 사이트의 자
료는 본 IBM 제품 자료의 일부가 아니므로 해당 웹 사이트 사용으로 인한 위험
은 사용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IBM은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
로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i) 독립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본 프로그램 포함) 간의 정보 교
환 및 (ii) 교환된 정보의 상호 이용을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 하는 라이센스 사용자는 다음 주소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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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는 해당 조건(예를 들면, 사용료 지불 등)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 기술된 라이센스가 부여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라이센스가 부여된 자료는 IBM이 IBM 기본 계약, IBM 프로그램 라이센스
계약(IPLA) 또는 이와 동등한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것입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성능 데이터는 제한된 환경에서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운영 환경에서 얻어진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성능은 개발
단계의 시스템에서 측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정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
부 성능은 추정을 통해 추측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
다. 이 책의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를 본인의 특정 환경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비IBM 제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제품의 공급업체, 공개 자료 또는 기타 범용 소
스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IBM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테스트하지 않았으므로, 비
IBM 제품과 관련된 성능의 정확성, 호환성 또는 기타 청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비IBM 제품의 성능에 대한 의문사항은 해당 제품의 공급업체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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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이 제시하는 방향 또는 의도에 관한 모든 언급은 특별한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IBM의 가격은 IBM이 제시하는 현 소매가이며 통지 없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일상의 비즈니스 운영에서 사용되는 자료 및 보고서에 대한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 예제에는 개념을 가능한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개인, 회
사, 상표 및 제품의 이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이름은 모두 가공의 것이
며 실제 기업의 이름 및 주소와 유사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저작권 라이센스:

이 정보에는 여러 운영 플랫폼에서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보여주는 원어로 된 샘
플 응용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샘플 프로그램의 작성 기준이
된 운영 플랫폼의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 부합하는 응용프
로그램을 개발, 사용, 판매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추가 비용 없이 이들 샘플 프
로그램을 어떠한 형태로든 복사, 수정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 프로
그램은 모든 조건하에서 완전히 테스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IBM은 이들 샘
플 프로그램의 신뢰성, 서비스 가능성 또는 기능을 보증하거나 진술하지 않습니
다. 본 샘플 프로그램은 일체의 보증 없이 "현상태대로" 제공됩니다. IBM은 귀하
의 샘플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소프트카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과 컬러 삽화가 제대로 나타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
IBM, IBM 로고 및 ibm.com은 전세계 여러 국가에 등록된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IBM

또는 타사의 상표입니다. 현재 IBM 상표 목록은 웹 "저작권 및 상표 정보"(http://

www.ibm.com/legal/copytrade.shtml)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이용 약관 고려사항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을 포함한 IBM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소
프트웨어 오퍼링")은 제품 사용 정보를 수집하거나 최종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개
선하거나 최종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조정하거나 그 외의 용도로 쿠키나 기타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웹 사이트에서 귀하의 브라우저로 전송
된 후 사용자의 컴퓨터를 식별하는 태그로 귀하의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는 데
이터 조각입니다. 많은 경우, 이 쿠키로는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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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오퍼링이 쿠키 및 유사한 기술을 통해 귀하가 개인 정보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IBM은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합
니다.

이 소프트웨어 오퍼링은 배치된 구성에 따라 세션 관리, 사용자 편리성 개선, 기
타 사용량의 추적이나 기능적인 용도로 각 사용자의 이름과 개인 정보를 수집하
는 세션 및 지속적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쿠키를 통해 사용 가능한 기능도 제거됩니다.

여러 관할권에서는 쿠키 및 유사 기술을 통한 개인 정보의 수집을 규제하고 있
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오퍼링에 배치된 구성이 쿠키 및 기타 기술을 통한 최종
사용자의 개인 정보 수집 기능을 고객인 귀하에게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통지와
동의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법률 자문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IBM은 고객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고객은 (1) 고객의 웹 사이트 이용 약관(예
: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링크(IBM과 고객 각각의 정
보 수집 및 이용 규정에 관한 링크 포함)를 제공하고 (2) 고객 대신 IBM이 방문
자의 컴퓨터에 관련 기술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쿠키와 GIF/웹 비콘을 배
치한다고 알리며 (3)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고객이나 고객을 대신하는 IBM이
웹 사이트 방문자의 디바이스에 쿠키와 GIF/웹 비콘을 배치하기 전에 웹 사이트
방문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용도의 쿠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쿠키,

웹 비콘 및 기타 기술"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http://www.ibm.com/privacy/details/us/en)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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