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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로 데이터를 관리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도서관의 카드 목록이 도서관 내의 책들의 내용과 위치를 가리키듯이 메타데이터
는 데이터베이스를 지닌 객체 내의 다양한 정보를 위치와 의미, 객체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메타데이타를 저장하고 관리를 위해 메타데이타 모델 및 교
환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타 모델과 교환모델을 모델링 한 후 메타데이타
정보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기존 리파지토리 시
스템과 비교 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구현한 리파지토리 시스템의 장점을 제시한다.
리파지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요소로는 메타데이타 모델을 설정
하고 교환모델에 맞게 메타데이타를 추출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 기종
의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부터 메타데이타를 추출하기 위한 교환모델
은 메타데이타를 공유하여 정보의 손실 없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함 으로써 정보
의 가용성을 높혀야 한다. 따라서 메타데이타 교환모델은 구조화된 문서를 표현
하는 XML 포멧으로 인코딩이 하고 인터넷 환경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웹 인
터페이스를 통한 메타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XML 로 인코딩된 메타정보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와 같이 맵핑 스킴(Scheme)이 필요 없고 검색시
런타임 조인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XQL 을 통한 다중 XML 문서 검색을 통해
검색 구간에 제약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메타 정보의 검색을 지원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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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정보사회 라고 일컬을 만큼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데이터웨어
하우스를 구축하는 예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산재된 정보
를 중앙 저장소로 저장 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생성 또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
를 지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성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1,2,3,4,25]. 이런 정보에
대한 정보를 지닌 데이터를 ‘메타 데이터’라고 한다.
메타데이터를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메타데이
터를 공유, 교환 함으로써 대량의 데이터 관리, 유지 보수가 용이해 진다는 것이
다. 이런 메타데이타를 관리해 주는 저장고를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라고 한다
[2,4,25]. 메타데이타가 데이터에 대한 지도 역할을 하는 것 이라면 이런 메타데이
타를 저장해 주는 리파지토리 시스템은 시스템 개발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나 확장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2,3,25].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기술은 메타데이타를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저장하고
메타데이타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타 모델에 맞게 상호교환 한다[17,18,19,20]. 메타
데이터 표준화 작업은 XML(eXtensiable Markup Language)을 포맷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메타데이타는 XML 포맷의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시스
템(DBMS)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12].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라는 정의를
가진 메타데이타는 그 의미가 방대하다. 예를 들면 메타데이타는 코볼 프로그램
내의 레코드 Description 부분, 데이터 서버의 카탈로그(Catalog)정보, SQL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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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툴의 리파지토리 간의 E-R 다이아그램 등이 메타데이타 라 할 수 있다[2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하면서 발생되
는 데이터베이스의 카탈로그 정보를 메타데이타로 그 의미를 국한 한다. 상이한
툴 간의 메타데이타를 공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XML 기반의 메타데이타 교
환모델(X-MEM)를 설계하고 메타데이타를 인코딩 하여 객체지향 데이타베이스인
eXcelon 에 저장한다. 저장된 메타데이타는 웹 환경에서 다양한 소스시스템의 메
타데이타를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관점과 논리적인 관점
으로 메타 정보를 분류하여 접근하고 상세 검색을 통해 메타데이타의 관리를 용
이하게 한다. 즉 메타데이타를 물리적인 관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
블 목록, 데이터의 물리적인 속성, 인덱싱 방법, 최종 갱신 시간, 사용 권한 등으
로 구분하고 논리적인 관점으로는 테이블 간의 관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으로 데이터베이스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수, 유
지 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한다.

1.2 연구 내용
XML 로 정의된 메타데이터의 객체지향적이며 계층적인 속성이 객체지향 데이
타베이스의 구조와 맞기 때문에 XML 문서를 저장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28].XML 문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XML 구
조를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구조에 맞게 스키마를 재구성 해야 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9,10]. 따라서 본 논문은 XML 문서를 저장해 주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를 XML 기반 리파지토리 저장엔진으로 선택 한다.그러므로 XML 문서를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와 같이 파싱이 필요 없고,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에 맞게
스키마의 변환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런 타임 시 조인 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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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와 같은 장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타데이타 리포지토리를 위해 객체
지향 데이타베이스인 eXcelon 을 메타데이타 저장고로 결정하고 상이한 메타데이
타 정보를 eXcelon 으로 이주시킨다. 메타데이타를 리파지토리에 저장하기 위한
메타데이타 모델은 UML 을 이용하여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메타데이타를 모델
링하고 상이한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메타데이타를 XML 포맷의 구조화된 데이터
로 인코딩 후

표준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XML 문서를

구성하는 규칙을 기술하는 XML-Data 를 기반으로 X-MEM(XML Metadata Exchange
Model) 모델을 제시한다. X-MEM 을 기반으로 생성된 XML 포맷의 메타데이타를
eXcelon 에 저장하고 XSL 을 이용한 HTML Ouptput 로 포맷팅 한다. 또한 웹 인터
페이스를 통해 소스 시스템의 메타정보를 획득, 관리하고 XQL 을 통해 메타정보
를 편집, 검색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1 장 서론과

2 장에서는 메타데이타를 모델하고 교환하기

위한 표준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타를 저장하는 연구와 메타데이타 리파
지토리 기술과 대안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장에서는 XML 의 특징 및 XML 문
서 구조를 기술하는 스키마인 DTD 와 XML-Data 를 비교함 으로써 본 논문에서
XML-Data 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물리적인 관점과 논리
적인 관점의 스키마를 설계한다. 4 장에서는 3 장에서 제안된 XML-Data 스키마 구
조를 통해 여러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메타데이타 정보를 추출하고 eXcelon 에 저
장해 주는 write/import 시스템을 구현하고 import 된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객체지
향 데이타베이스 기반의 웹 인터페이스 리파지토리를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5 장
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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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본 장에서는 메타데이타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데이타의 분류 및 교
환 모델과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기술 및 기존 기술의 대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2.1

메타데이타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타'라 함은 데이타에 관한 데이타로 특정 도메인을 기준

을 선정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다분히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데이타에 대한 정
보를 가진 데이타를 '메타데이타'로 정의한다. 이러한 메타데이타를 공유하기 위
한 리파지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요소로 메타데이타를 분류하고 메타데이타 모델
및

교환 모델을 살펴본다.

2.1.1 메타데이타 분류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메타데이타는 비지니스 메타데이
타와 테크니컬 메타데이타로 구분된다[2,3]. 비지니스 메타데이타는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 에게 익숙한 질의, 데이타 종류, 데이터 위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테크니컬 메타데이타는 개발자로 하여금 데이타의 정확성을 확신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예를 들면 데이타의 최종 변경시간, 엔터티의 정의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는 특히 시스템의 유지 보수나 확장에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즉 테크니컬 메타데이타가

없다면 시스템을 분석하고 변경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2,3].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생성이 되는 메타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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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류를 통한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정보내용

탐색 유형

데이터모델 정보

비즈니스 엔티티 유형 및 정의

엔티티 정보

엔티티의 속성 정의

속성정보

속성들이 가진 코드값의 의미

엔티티별 비즈니스 룰

룰의 변화에 따른 엔터티의 변화

관리자 정보

데이터품질에 대한 관리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명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이름

테이블명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Column 명

테이블을 구성하는 Column 정보

Index 명

어떤 방식으로 인덱스 되었는가?

Privilidge 정보

데이터의 사용 권한이 확인

소스 및 타겟 정보

데이터의 원천은 어디 인가?

소스와 타겟의 맵핑

어떤 조건으로 데이터를 추출했나?

변환 로직

소스에서 타겟으로의 변환 과정

이동시간, 주기

데이터 추출 작업의 수행 시간

관리자 정보

데이터의 이동은 누가 책임지는가?

보안 절차 정보

리포트를 사용자는 누구인가?

리포트,질의유형 정보

리포트,질의를 사용하여 얻는 결과

리포트,질의검증 정보

리포트,질의의 품질이 검증 되었나?

데이터 관리
용도

T

데이터베이스

M

정보

데이터이동
정보

B

Business

M

Intelligence

리포트 원천데이터정보 리포트의 데이터는 어디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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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문제 발생시 관리자
관리자 정보
정보

(*참조

TM : Technical Metadata , BM:Business Metadata )
[표 2.1

메타데이타의 유형 ]

이렇듯 메타데이타는 방대하고 관점에 따라 관리 대상이 달라지므로 메타데이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조직 내에 산재된 메타데이타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이며, 어떤 메타데이타가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메타데이타를 전달 할 것
인지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2.2

메타데이타 모델 및 교환 모델
메타데이타 표준안에 대한 연구로는 메타데이타를 리파지토리에 활용하기 위

한 메타데이타 모델과 툴간 메타데이타를 교환하기 위한 메타데이타 교환모델로
구분이 된다. 메타데이타 모델로는 MDC 의 OIM, OMG 의 MOF 가 있고 데이타 교환
모델로는 MDC 의 MDIS, OMG 의 XMI, 마이크로소프트의 XIF 가 있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리파지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타 모델과 툴간 혹은 리파지
토리 간의 메타데이타를 교환하기 위한 메타데이타 교환모델을 살펴본다.

2.2.1 메타데이타 모델
z

MDC 의 OIM(Open Information Model)
OIM 은 특정 유형의 정보를 위한 객체모델이며 새로운 정보 유형을 지원하

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동적일 뿐 아니라 특정 사용자나 벤더들의 필요를 맞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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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확장 가능한 ‘개방된 정보 모델’ 이다[20]. OIM 이 포함하고 있는 모델은
Analysis and Design, Component Description and Specification, Database and Data
Warehousing, Business Engineering, Knowledge Management 의 5 개의 영역이다[20].
이런 5 개의 영역은 세부적으로 구성된 정보모델 (Information Model)을 통해 각
영역에 맞게 모델링 되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SQL Server 7.0
에

포함된 리파지토리는 MDC 의 OIM 의 sql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된 메타

데이타 리파지토리이다. 이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는 SQL Server7.0 에서 OLE DB
를 통해 이기종의 이질적인 데이터를 SQL Server 로 이주하기 위한 DTS(Data
Transformation Service)를 수행할 때 생성되는 메타데이타를 SQL Server 에 저장함
으로써 데이터의 원천이 어디인지, 데이터의 속성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2,22]. 다음은 MDC 의 OIM 에서 제공하는 정보 모델 들의 모델간
의 의존성을 나타낸다.

* UML : UML 모델

* UMX: Uml Extension Model

* GEN: Generic Model

* DTM: Common Dat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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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M: Database Model

* CDE: Component Description Model

* GEN : Generic Model

* SQL: 마이크로소프트의 Dbm 하위모델

* DB2: DB2 의 Dbm 하위모델

* OCL : 오라클의 Dbm 하위 모델

* OLP: OLAP 를 위한의 Dbm 하위모델
*IFX: Informix 의 Dbm 하위모델

* TFM :Transformation

*MDS : Microsoft Decision Support

* COM : Component Object Model
[그림 2.1 OIM 정보 모델간의 의존성]

OIM 모델에서 각 정보 모델은 UML 모델을 루트 모델로 하여 각 모델내의 인터
페이스와 클래스를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림 2.1 에서 처럼 마이크로소프트,오라
클,인포믹스,DB2 벤더들은 OIM 의 Dbm 모델을 기반으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상속 받아서 UML 을 통해 메타데이타를 모델링 하게 된다. 현재 Dbm 모델의 하
위 모델로 Sql, Db2, Ocl, Tfm, Olp 가 존재한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메
타데이타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OIM 의 Dbm 모델을 채택하여 데이터베이스
디자인과 스키마 재사용, SQL 데이터 정의의(DDL)에 기반을 둔 메타데이타 모델
을 제공하고 메타데이타를 교환하기 위해서 MDIS 라고하는 XML 인코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21,22].

z

OMG 의 MOF

MOF 는 OMG 에서 채택한 메타데이타를 정의,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타 모
델 및 API 를 제공한다. MOF 는 OMG 의 Repository Architecture 의 Repository
Common Facility 에 포함됨으로써 메타데이타가 리파지토리에 저장되기 위한 모델
과 메타데이타를 ORB(Object Request Broker)와 교환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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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정의한다. OMG 에서는 MOF 기반의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를 CORBA 기
반 메타데이타로 분석,저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분산환경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분야에서 메타데이타와 메타데이타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MOF 사양은 크게 MOF Model, MOF IDL mapping, MOF interface 로 구성된
다.

구분

설명
Class, Association, Package 로 구성된 메타데이타를 모델링 하기

MOF Model
위한 abstract language
MOF 모델을 CORBA 의 IDL 로 맵핑시키기 위한 표준 으로
메타데이타를 생성하기 위해 메타모델을 입력되면 메타데이
MOF mapping

타를 표현할 수 있는 CORBA 오브젝트로 결과가 나온다. 맵
핑된 IDL 은 메타데이타를 저장하는 리파지토리에 사용된다.
MOF metamodel 을 표현하는 CORBA 오브젝트를 구현하기 위

MOF interface
한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집합

[표 2.2

MOF 의 핵심 구성요소 ]

2.2.2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은 상이한 포멧방식을 가진 데이터 양식을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을 설정하여 메타 데이타를 교환함으로써 정보의 손실 없이 데이터를
이주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메타데이타를 공유함으로써 시스템의 관리 및 유
지 보수의 활용성을 높히기 위해서 이미 개발되어진 리파지토리간의 표준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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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4]. 이에 따라 국제적인 표준화 위원회 및 단체
들은 리파지토리 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리파지토리 표준화
단체들은 미국 국립 표준국 (ANSI), 국제 표준화 기구 (ISO), 국제 전기 표준 회
의 (IEC), 유럽 전자계산기 공업회 (ECMA)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업체
로는 IBM, DEC 및 Unisys 등에서 자체 리파지토리를 상품화 하여 시스템 개발자
에게 제공하고 있다.그 대표적인 예로 CASE 툴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
로 CDIF(CASE Data Interchange Format), 소형 컴퓨터 랜 환경에서 CASE 도구의
이식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 표준의 PCTE(Portable
Common Tool Environment), CALS 의 일부분인 STEP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객체 지
향적 정보 인터페이스의 SDAI(Standard Data Access Interface)가 존재하고 이미
상품으로 개발된 IBM 의 Repository Managers 는 개발한 응용 시스템 개발환경의
모든 생명 주기 단계,비즈니스 모델링, 분석, 설계,구현, 유지보수를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된다[4].
본 절에서는 메타데이타의 교환 방법 으로 MDC(Meta Data Coalition)의 표
준 작업과 OMG 의 메타데이타 표준화 작업에 대한 연구, 왜 메타데이타 교환 모
델로 XML 문서가 채택이 되고 있는지 알아 본다.

z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로서의 XML 의 역할

①

XML 은 이미 W3 에서 표준안된 플랫폼,벤더에

독립적이다.

②

ISO 유니코드를 따르는 국제표준 문자집합을 따른다.

③

문서의 교환은 문서의 구조와 계층에 관계되는 것으로 XML 문서의 스
키마를 구성하는 DTD, XML Schemas 에 의해서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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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XML 은 프로그래밍 언어 독립적이고 API 에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XML API 를 포함하는 라이브러리에 의해 쉽게 사용될 수 있다.

⑤ 구조화된 데이터의 교환의 시도는 이미 검증을 자친 상태이다.즉 SGML
의 복잡성을 간결히 하고 HTML 의 기능을 부가시킨 XML 을 통한 문서의
교환은 이미 일반화가 되었다.

z

MDC 의 MDIS(Meta Data Interchange Specification)
MDIS 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확장 가능한 메커니즘을 정의함 으로써 업체

들이 보유한 메타데이타를 이동함 으로써 메타데이타를 교환하도록 허용하는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리파지토리에 메타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해서 관계형 데이타
베이스의 메타데이타를 모델링하고 메타데이타를 교환 하는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OIM 의 하위모델인 Database and Data Warehousing 에 초점을 맞추었다. Dbm
정보모델에서 메타데이타의 대상을 메타데이타 오브젝트의 유형의 정의를 7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아래 그림은 MDIS 에서 정의하고 있는 7 가지 대상들의

관계를 나타낸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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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DIS 의 오브젝트간의 관계도]

위의 그림 2.1 의 메타데이타 모델을 토대로 MDC 에서 표준화한 메타데이타 교
환 모델은 XML 문서를 통해 인코딩이 되고 XML 문서를 구성하는 스키마는 DTD
를 이용하여 설계 하였다. 그림 2.1 의 OIM 모델의 정보모델은 각각 DTD 를 갖음
으로써 XML 문서를 통해 메타데이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MDIS 의 메타데이타
교환사항은 약 50 개 이상의 벤더들에 의해 채택되고 이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타
를 통합하기 위한 제품도 제시하고 있다[21].

z

OMG 의 XMI
XMI 는 OMG 에서 MOF 메타모델을 따르는 메타데이타를 교환하기위한 모델이다.

XMI 의 기본 명세는 접두어 ‘XMI’ 로 시작하여 header,content,extensions 등 총 32 개
의 기본 엘리먼트를 포함하여 DTD 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 기본 엘리먼트는 또한
하위 엘리먼트를 포함함으로써 계층적인 트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XMI 는 MDC
의 MDIS 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DTD 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메타데이타 교환모델
을 설계할 수 있다. 즉 MDIS 의 메타데이타 교환모델은 고정된 DTD 를 참조하여
XML 문서를 인코딩해야 하나 XMI 는 사용자가 직접 스키마 모델을 확장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분산환경에 적합하다.

z

마이크로 소프트의 XIF
XIF 는 OIM 에 기반을 둔 이질적인 리파지토리간 혹은 툴간의 메타데이타를 교
환하기 위한 XML 기반의 메타데이타 교환 양식이다.
XIF 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스키마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정보모델

(Information Model)이라 명하고 같은 정보모델의 상이한

표현방식의 차이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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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실 없이 교환하기 위한 메타데이타 교환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2.3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리파지토리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동안 모아진 시스템 정보를 관리, 저장
되는 곳으로 각 도구들, 개발 단계별, 사용자 정보들,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시스
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보저장소 이다. 특히 데이타웨어하우스를
구축하거나 관계형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때 생성되는
메타데이타를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는 메타데이타를 접근하기 위
해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중앙집중적인 방식과 관계형데이타베이스
를 엔진으로 채택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이다.[1,4]

이러한 리파지토리는 시스템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해 주며 특히 데이터베이
스의 메타데이타를 저장해 주는 리파지토리는 데이터 소스, 타켓 테이블과 적재
주기, 타겟 테이블의 필드 속성, 데이터 소스와 타겟 테이블 간의 대응관계, 데이
터 변형 작업에 대한 정보, 파생 데이터 생성시 계산식, 요약 테이블에 관한 제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응용분야,
특히 데이터웨어하우스, OLAP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1,2,3,4,21,22,23].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의 메타데이타의 구축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관계형데이타베이스의 메타데이타 정보의 리파
지토리 구축에 관한 기존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2.4 기존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의 대안
본 절에서는 기존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의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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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안을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메타데이타 저장방법, 두번째는
스키마 구성, 세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분류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2.4.1 메타데이타 저장방법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플라티늄,
IBM, Metadata Integration 등에서는 표준안된 메타데이타 모델을 기반으로 리파지토
리를 개발하였다. 아래 표는 각 제품별 저장엔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타모델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구분

저장엔진

인터페이스

교환모델

플라티늄

DB2

Windows Based

MS Repository

SQL Server

SQL DBMS

Prisim

ORACLE,Informix,DB

Windows Based

GUI

CDIF

Windows Based

GUI

XIF,XMI

GUI

OIM
XIF

2
MetaIntegratio

MS Access

n

[표 2.3

리파지토리별 아기텍쳐 비교]

표 2.3 에서 보는 것처럼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저장엔진은 관계형 데이타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 MDC 나 OMG
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XML 문서를 통한 메타데이타 교

환모델을 통해 XML 문서의 객체지향적인 특성인 계층 구조를 다시 관계형 데이
타베이스에 맞게 스킴을 변환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8]. 이러한 이유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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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위해 자바의 오브젝트와 메소트를 메타데이타로
정의하고 저장하기 위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인 O2 기반의 XML 리파지토리가
Ardent Software 에 의해 개발되어지기도 했다[5]. 아래 그림은 관계형데이타베이스
를 저장엔진으로 택하고 있는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시스템의 XML 문서의 맵핑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다.

XML 양식을 이용한
메타데이타 저장 및
교환
리파지토리 A

리파지토리 B

XML 을 RDBMS 로 변환

XML 을 RDBMS 로 변환

<dbm:Table xif=”_1”>
Property

<xif:name>Address</xif:name>
<uml:members xif:size=”2”>

< xif:name>Zip Code</xif:name>

Relationship

Object

<dbm:Column xif:id=”#_2” ordinal=”1”>
Object

< dbm:type>Numeric< /dbm:type>
</dbm:Column>
<dbm:Column xif:href=”#_3” xif:ordinal=”2”>
</dbm:Column>

Object Reference

<uml:members>
</dbm:Table>

[그림 2.3.1

관계형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는 메타데이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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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추출된 메타데이타 정보자체 또한 메타데이타화 되어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이 되는 것으로써 메타데이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한번의 데
이타베이스 연산이 수행한다. 즉 저장엔진은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성격을 지닌
반면 메타데이타 교환은 객체지향적 성격을 지님으로써 저장엔진 자체에 또다시
맵핑 정보를 통해야 하는 단점이 제기 된다. 따라서 XML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지향 데이타베이스인 eXcelon Data Server 를 선택함으로써 조인연산 없이 다
중 문서를 질의할 수 있는 XQL 을 통해 검색구간의 제한을 둠으로써 XQL 검색
의 효율성을 활용한다. 또한 XSL 을 이용한 다양한 관점의 포맷팅 정보를 제공한
다.

XML 문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XML 문서내의 엘리

먼트와 어트리뷰트를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행과 열의 구조에 맞게 저장하기 위
해서는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XML 문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하기 위한 연구로 XML 문서를 Labeled Graph 를 이용하여 Attribute 는 edge 로,
Value 는 Leaves 로 구성하여 관계형데이타베이스의 테이블 내의 오브젝트로 표현
하는 메핑변환 과정이 필요하다[9,10].

2.4.2메타데이타 교환모델의 스키마 구성
메타데이타 교환모델로 표준안된 MDIS, XMI 등은 문서의 스키마 구조를 나타
내기 위해서 DTD 를 사용하고 있다. DTD 는 XML 문서의 스키마를 구성하기 위
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W3 Schema 그룹에서는 DTD 를 대체하는 새로운 스
키마를 제안하고 있다. W3C 에서는 DTD 의 한번 선언된 엘리먼트의 재사용성 기능
결여를 개선하기 위해 스키마 구조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 진행 중 이다. XML 문
서의 구조와 특징을 나타내는 스키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메타데이타가
존재하는 것 처럼 XML 문서에서도 스키마를 이루는 요소가 DTD 라고 생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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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XML 문서의 구조를 이루는 스키마 구조를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메
타데이타 처럼 생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XML-Data 가 DTD 의 제한된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제안하고 있다.DTD 의 단점은 문법의 복잡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확장성이

없음,

Multiple

Namespace

지원,

다양한

데이터

타입

지원,

Inheritance 지원의 부족으로 요약된다.

z

Data Typing
DTD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TEXT 뿐이다. 만약 DTD 로 스키
마를 만들게 되면 모든 엘리먼트의 데이터타입은 TEXT 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사용되기 전에 TEXT 로 설정된 엘리먼트의 데이터타입을 변환
해 주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DTD 의 제한된 데이터타입 외에 XML-Data
는 데이타를 개체로 저장함으로써 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추
상적 표현을 한결 더 향상시켰다는 것을 의미 한다[15,27].

z

Constraint on Allowed Values
Minimun, maximun 과 같은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의 값의 범위를 제한해 줄
수 있는 제한범위를 둠으로써 반복적으로 엘리먼트나 어트리뷰를 선언 할 때
시간의 소요를 절약할 수 있다[15,27].

z

Inheritance of Type
XML-Data 는 이미 선언된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나 하위 엘리먼트의 값을 상
속 받음으로써 재사용성을 향상시켰다[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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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Open & Closed Models
DTD 에서는 Closed 모델을 제공하지만 XML-Data 는 엘리먼트의 Open Model 과
Closed Model 을 제공한다. 즉, Closed 모델에서는 어트리뷰트 내의 엘리먼
트 참조가 현재 엘리먼트에 한해서만 가능했지만 Open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엘리먼트 내에 선언된 어트리뷰트를 공유할 수 가 있다[15,27].따라서 본
논문은 스키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XML-Data 를 이용하여 스키마를 설계하
였다.

2.4.3사용자 인터페이스
메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적인 방식에 따라 특정 DBMS 를 선택하
거나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으며 검색을 통한 다양한 메타데이
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결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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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DBMS 의 메타데이타 모델링

본

장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타를

추출하기

위해서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이용해서 메타데이타를 모델링하고, 추출된 메타데
이타는 본 장에서 제안하는 X-MEM(XML-Metadata Exchange Model) 에 맞게 메타데이
타 교환 모델인 XML 로 생성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메타데이타 교환모델을 위한
기반 사항들을 설계한다.

3.1 UML 을 이용한 메타데이타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기반 요소로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의 메타데이타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UML 을 이용하였다. UML 을 사용하는 이
유는 관계형데이타베이스 내의 스키마 관계의 복잡성을 UML 의 특징인 표현력이
강한 시각적 모델링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고 서로 교

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31].
본 절에서는 UML 을 통해 설계된 모델링을 바탕으로 관게형데이타베이스의
스키마를 XML-Data 의 문법에 맞게 변환 함으로써 구현을 위한 하부구조를 설명
한다.

3.1.1 UML 사용 목적
강력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위해 구축하고 개선하기에 앞서 모델을 만드는
것은 건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 만드는 것과 같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잘 만들어진 모델은 프로젝트 팀간의 통신수단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수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31]. 이러한 목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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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리파지토리를 구현하고 향후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UML 을 통해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메타데이타를 모델링 하였다.

3.1.2 UML 의 구성 요소
UML 을 이용한 메타데이타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UML 의 구성요소를
살펴 보아야 한다. UML 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Class, Relationships,
Composition, Refinement, Generalization, Dependency 등으로

구성이 되며 자

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z

Class

클래스는 Notation, Semantics, Attributes 로 구성되어 있고 공통적인 구조와 행동 양
식을 갖는 객체들의 집합 이다.

z

Relationships

각 객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클래스들은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각
각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와의 연관성을 Reletionship 라고 하고 Relationship 는
Associations, Refinement, Generalization, Dependency 으로 나누어 지고 Association 은
다시 Composition, Aggregation 으로 나누어진다.

구분
Association

Notation

Semantic
하나의 객체와 다른 객체들 사이가 관련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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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떄 그 특징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사용한
다.
Association 의 한 형태로 하나의 객체와 다
Aggregation

른 객체간의 관계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표
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Aggregation 의 한 형태로 하나의 객체와 다른
객체 간의 관계가 전체부분에 대해 부분이 강

Composition
한 소속감을 가지고 동일한 생명기간을 가질
때를 나타낸다.
동일한 것에 대하여 다른 추상화 레벨에서 기
Refinement
술할 때 나타낸다.
일반적인 것과 이 일반적인 것에서 특화 된
것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즉 객
Generalization
체지향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속의 의
미와 동일하다.
하나의 특징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하나에 영
Dependency
향을 미칠 때의 관계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표 3.1 UML 의 구성요소]
z

Notes

다이어그램 전반적으로 사용되며 다이어그램에 대한 주석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
다.
z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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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는 특별한 형태의 표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형의 text 로 표시하게
된다. Constraint 는 UML 에서 의미를 갖는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존재하는 rule 들을 변화시킬 때 사용한다.

또한 Constraint 는 참인 상황을 포

함하는 조건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3.1.3 메타데이타 모델링
3.1.2 의 UML 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타를 모델링
하면 다음과 같다.

Package

Schema
+Schemas
Catalog

+Tables
Table

1….*
0…..*

{ AND}
1

0…..*

+ DBConstraints

DBConstraint

1

1….*
ColumnsSet

1….*
ColumnConstraint

0….*
Column

[그림 3.1 메타데이타 모델링]

위의 그림 3.1 을 설명하기에 앞서 모델링 엘리먼트로 사용되는 Package,
Catalog, Schema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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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란 하나의 클래스가 아닌 시스템에서 확장가능 한 모델링 엘리먼트로
UML 로 선언된 다른 Package 엘리먼트와 그룹핑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다.
Catalog 는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위한 Top Level Container 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메타데이타로 정의된다. 또한 스키마는 테이블의 Constraint 정보를 포
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를 토대로 그림 3.1 의 Table 엘리먼트는 테이블 내
에 정의된 다수의 Column 을 포함한 ColumnsSet 과 테이블의 Constraint 정보 가
지는 ColumnConstraint 엘리먼트로 구성된다. 이 하나 이상의 Table 엘리먼트는
테이블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Schema 엘리먼트에 Aggregation 되고 데이터베이스
의 Constraint 를 표시하는 DBConstraint 엘리먼트와 함께 Catalog 엘리먼트로
Aggregation 된다. 이렇게 모델링 되어진 결과는 차후 엘리먼트 별세부적으로 메
타데이타를 모델링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어져야 한다.

3.2 XML-Data 를 이용한 X-MEM 구조 설계
본 절에서는 XML 문서의 골격을 이루는 스키마의 구조와 메타데이타 교환모
델에 대해서 설명 한다. XML 문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구조와 엘리먼트의
규칙을 부여하는 스키마가 필요하다. 차세대 인터넷 표준문서 XML 의 스키마는
DTD(Document Type Definition)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논
문은 기존의 XML 문서의 스키마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DTD 대신 XMLData 를 사용함으로써 DTD 의 제한점을 XML-Data 를 통해 표현 한다.
메타데이타의 분류는 비즈니스 메타데이타와 테크니컬 메타데이타로 분류하였고,
테크니컬 메타데이타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리를 위해서 그 중요성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테크니컬 메타데이타를 UML 로 모델링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스키마 구조 또한 테크니컬 메타데이타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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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 메타데이타 교환모델 스키마 구조
추출된 메타데이타를 XML 로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XML
문서 내의 데이터량의 오버헤드를 줄이고, XQL 을 이용한 다중 문서 검색을 통한
검색을 위해

z

DBMS 의 메타데이타와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타를 분리하였다.

DBMS 메타데이타 모델 스키마 구조

dbmsname
dbname
location
DB_Info
year
history

month
day

time

[그림 3.2

DBMS 메타데이타 모델 스키마 구조]

그림 3.2 는 DBMS 메타데이타를 추출하면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속성을 기술하기
위한 스키마 구조로써 메타데이타의 히스토리 정보를 기준으로 물리적인 위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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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머쉰(Machine) 이름과 함께 특정 DBMS 의 Version 정보를 함께 XML 포멧
으로 인코딩하는 스키마 구조도 이다.

z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타 모델 스키마 구조

ColumnSet

Catalog

Table
Column
ColumnConstrant

Key
ForeignKey

Repository_Info

PrimaryKey
Index
IdentityKey
Privilidge
Add_Info

Comment

Description

[그림 3.3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타 모델 스키마 구조]

그림 3.3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타 모델 스키마 구조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및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스키마 모델이다. Repository_Info
엘리먼트를 루트로 하여 Catalog 엘리먼트의 서브 엘리먼트는 테이블의 속성을
나타내고 Add_Info 엘리먼트는 메타데이타를 접근하여 수정할 경우 추가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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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엘리먼트 이다.

3.2.2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

XML-Data 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을 살펴 본 후 그림 3.2 와 그림 3.3 을 기반으로
XML-Data 에 맞는 스키마를 작성 한다.

z

XML-Data 를 이용한 스키마 문서 규칙

<?xml version="1.0"?>
<Schema xmlns="schemaname" xmlns:dt="urn:schemas-microsoft- com:datatypes">
<ElementType name=”elementname” content=”contenttype”/>
</Schema>

XML-Data 를 위한 스키마 구조는 XML 버전 1.0 을 토대로 스키마 이름은 부여하
고 데이터타입을 사용하기 위한 스키마 이름을 선언한다. 이를 토대로 엘리먼트
선언하여 스키마 구조를 완성한다.

그림 3.1 을 토대로 작성된 DBMS 메타데이타 스키마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다.

<?xml version="1.0"?>
<Schema

xmlns="urn:schemas-microsoft-com:xml-data"

microsoft-com:datatypes">
<AttributeType name="id" dt:type="string"/>
<ElementType name="dbmsname" dt:type="string">
<ElementType name="dbname" dt:type="string">

xmlns:dt="urn:sche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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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Type name="location" dt:type="string">
<ElementType name="year" dt:type="datetime"/>
<ElementType name="month" dt:type="datetime"/>
<ElementType name="day" dt:type="datetime"/>
<ElementType name="time" dt:type="datetime"/>
<ElementType name="history" content="eltOnly" order="one">
<group order="seq">
<element type="year"/>
<element type="month"/>
<element type="day"/>
<element type="time"/>
</group>
</ElementType>
<ElementType name="DB_Info" content="eltOnly">
<attribute type="id" required="yes"/>
<element type="dbmsname"/>
<element type="dbname"/>
<element type="location"/>
<element type="history"/>
</ElementType>
</Schema>

위에서 작성된 DBMS 메타데이타 스키마는 history 엘리먼트 내의 서브 엘리먼트
데이터타입을 datetime 로 설정하여 history 내에 한번만 나타내도록 하였다. 나머지
엘리먼트는 모두 string 데이터 타입으로 설정하고 DB_Info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
먼트에 포함된다.

그림 3.2 를 토대로 Repository_Info 를 루트로 시작해서 Catalog 엘리먼트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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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내의 메타데이타와 메타데이타 내의 Constraint 를 살펴봄으로써 데이터베
이스 내의 테이블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Add_Info 엘리먼트는 웹 기반의
메타데이타 뷰어에서 메타데이타 정보에 대한 사용자 Comment 및 Description 을
추가 함으로써 메타데이타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수정 시 추
가되는 엘리먼트 이다. 실제 XML-Data 로 설계된 스키마를 엘리먼트 별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① Global Attribute
<AttributeType name="id" dt:type="id"/>
<AttributeType name="href" dt:type="idref"/>
<AttributeType name="seqno" dt:type="int"/>
<AttributeType name="Author" dt:type="string"/>
<AttributeType name="description" dt:type="string"/>
<AttributeType name="name" dt:type="string"/>

Global Attribute 는 스키마를 구성하는 엘리먼트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Attribute 이다. 엘리먼트의 유일한 번호를 나타내는 id 와 엘리먼트의 반복으로 우
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seqno 의 데이터타입은 정수(int)이고 데이터베이스나 테
이블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Author, 설명을 나타내기 위한 엘리먼트인 description,
엘리먼트의 이름을 나타내는 name 은 문자열(string)로 나타내며 엘리먼트를 참조
하기 위한 href 는 엘리먼트 참조 데이터 타입인 idref 로 정의 하였다. 위의 Global
Attribute 는 스키마를 구성하는 엘리먼트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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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atalog 엘리먼트

<AttributeType name="OwnerInformation" dt:type="string"/>
<ElementType name="Catalog" content="mixed">
<attribute type="id" required="yes"/>
<attribute type="Author"/>
<attribute type="description"/>
<attribute type="name"/>
<attribute type="OwnerInformation"/>
</ElementType>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나타내는 Catalog 엘리먼트는 Global Attribute id, Author,
description,name 속성을 사용하고 Catalog 의 소유자 권한을 나타내기 위한
OwnerInformation 을 String 타입으로 선언한다.

③ Repository_Info 엘리먼트

<ElementType name="Repository_Info" content="eltOnly">
<element type="Catalog"/>
<element type="Column"/>
<element type="ColumnConstraint"/>
</ElementType>

루트를 나타내는 Repository_Info 는 Content Type 중의 subelement 를 포함하는 타입
으로 선언하여 스키마 내의 엘리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엘리먼트 내의 속성까지 간단하게 포함할 수 있는 간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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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olumn 엘리먼트

<AttributeType name="initialValue" dt:type="int"/>
<AttributeType name="IdentityIncrement" dt:type="int"/>
<AttributeType name="isNullable" dt:type="boolean"/>
<AttributeType name="isAllowable"dt:type="nmtokens"/>
<AttributeType name="ColumnType" dt:type="string"/>
<AttributeType name="ColumnSize" dt:type="int"/>
<ElementType name="Column" content="mixed">
<attribute type="id"/>
<attribute type="description"/>
<attribute type="name"/>
</ElementType>

Column 엘리먼트는 테이블 내의 Column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엘리먼트로써 컬
럼의

유일성

식별을

위한

id,

이름(name),설명(description)과

함께

초기값

(initialValue) , 자동 증가값(IdentityIncrement), Null 여부 확인(isNullable)가 있다. 그
리고 읽기/쓰기/삭제/수정을 확인하기 위한 엘리먼트로 ’isAllowable’의 데이터타입
은 nmtokens 로 선언하여 공백(space)로 구분하였다. 컬럼의 길이를 나타내는
ColumnSize 는 정수(int), 컬럼 타입으로는 ColumnType(string)로 나타낸다.

⑤ ColumnConstraint 엘리먼트

<ElementType name="ColumnConstraint" content="eltOnly">
<element type="Key"/>
<element type="Privilidge"/>
<element type="Index"/>
</Elemen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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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ColumnConstraint 는 하위 엘리먼트만을 포함하는
Content 모델로써 테이블의 Primary Key, Foreign Key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Key 엘
리먼트와 테이블의 권한(Privilidge),인덱스(Index), 조인(Join) 엘리먼트를 하위 엘리
먼트로 포함하게 된다.

⑥ ColumnSet 엘리먼트

<ElementType name="ColumnSet" content="eltOnly">
<element type="Column"/>
</ElementType>

하위 엘리먼트로 Column 만을 포함하도록 Content 모델로 선언된 ColumnSet 이 존
재한다.

⑦

Key 엘리먼트
<ElementType name="Key" content="eltOnly">
<attribute type="id" required="yes"/>
<group order="seq">
<element type="PrimaryKey"/>
<element type="ForeignKey"/>
<element type="IdentityKey"/>
</group>
</ElementType>

Key 엘리먼트는 Content 모델로 하위 엘리먼트만을 포함하도록 eltOnly 모델로 설
정이 되고 PrimaryKey, ForeignKey, IdentityKey 엘리먼트 순서로 포함이 되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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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을 짓는다.

⑧

PrimaryKey 엘리먼트

<ElementType name=" PrimaryKey " content="mixed">
<attribute type="name" required="yes"/>
<attribute type="seqno"/>
<attribute type="href"/>
<attribute type="description"/>
</ElementType>

Key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에

포함되는

PrimaryKey

엘리먼트는

name,

PrimaryKey 의 순서를 정렬하기 위한 seqno, ColumnSet 의 하위 엘리먼트인 Column
을 참조하기 위한 href, 설명을 위한 description 으로 구성된다.

⑨

ForeignKey 엘리먼트

<ElementType name="ForeignKey" content=" mixed ">
<attribute type=" name " required="yes"/>
<attribute type="seqno"/>
<attribute type="href"/>
<attribute type="description"/>
</ElementType>

ForeignKey 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엘리먼트로 FeirgnKey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서 name 속성, 테이블 내에 ForeignKey 가 하나 이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seqno 속성 , ColumnSet 의 하위 엘리먼트인 Column 을 참조하기 위한 href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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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description 속성을 부여한다.

⑩

IdentityKey 엘리먼트

<ElementType name="IdentityKey" content="mixed">
<attribute type="name" required="yes"/>
<attribute type="value"/>
<attribute type="description"/>
</ElementType>

Key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에 포함되는 IdentityKey 엘리먼트는 자동 증가 컬
럼을 나타내기 위한 엘리먼트로 name 과 자동 증가 값을 나타내기 위한 value, 설
명을 위한 description 으로 구성된다.

⑪

Index 엘리먼트
<AttributeType name=" IsClustered " dt:type="boolean"/>
<AttributeType name="isSorted" dt:type="boolean"/>
<AttributeType name="IsUnique" dt:type="boolean"/>
<ElementType name="Index" content="textOnly">
<attribute type="name" required="yes"/>
<attribute type="description"/>
<attribute type="IsClustered"/>
<attribute type="isSorted"/>
<attribute type="IsUnique"/>
</ElementType>

Index 엘리먼트는 테이블 내의 인덱스 여부를 확인하여 인덱스로 설정된 필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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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값을 부여하여 테이블 내의 인덱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Global Attribute 로 name, description 을 사용하고 인덱스가 중복이 되는지(IsUnique),
어떤 순서로 정렬(IsSorted)이 되는지, Clusted 인지 NonClusted (IsClusted)인지 Index
엘리먼트를 textOnly Content 모델로 나타낸다.

⑫

Privilidge 엘리먼트

<AttributeType name="Grantor" dt:type="string"/>
<AttributeType name="Grantee" dt:type="string"/>
<AttributeType name="setPrivilidge" dt:type="string"/>
<ElementType name="Privilidge" content="empty">
<attribute type="seqno"/>
<attribute type="Grantor"/>
<attribute type="Grantee"/>
<attribute type="setPrivilidge"/>
</ElementType>

Privilidge 엘리먼트는 하위 엘리먼트나 텍스트를 포함하지 않는 empty 타입으로
Privilidge 엘리먼트의 순서를 부여하는 seqno, 테이블의 권한자, 테이블의 권한범
위(.Grantee)의 확인 정보(setPrivilidge)를 포함한다.

⑬

Table 엘리먼트
<ElementType name="Table content="mixed">
<attribute type="id" required="yes"/>
<element type="ColumnSet"/>
<element type="ColumnConstraint"/>
</Elemen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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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엘리먼트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하나이상의 테이블의 유일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속성 id 를 사용하고 Content 모델로는 텍스트와 하위 엘리
먼트를 모두 포함하는 mixed 로 선언하였다.
Table 의 하위 엘리먼트는 ColumnSet , ColumnConstraint 를 둠으로써 ColumnSet,
ColumnConstraint 의 하위 엘리먼트까지 포함하게 되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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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타 모델 및 교환모델에 맞게 관계형데
이타베이스의 메타데이타를 추출하여 XML 문서로 파일시스템에 저장하고 메타데
이타 브릿지를 통해 객체지향 데이타베이스인 eXcelon 에 저장함으로써 웹 인터
페이스를 통해 특정 리파지토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타데이타를 접근하고 메타데이타 정보의 세부검색을 지원하는 예를 보인다.

4.1 시스템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현 환경은 표 4.1 과 같다.

서버측 운영 체제

Windows NT Server 4.0

객체 Data Server

Object Store 사의 eXcelon 2.1

웹 서버

Internet Information Server 4(IIS4)

웹 클라이언트

Microsoft Internet Explorer 5.0 이상

개발 도구 및 언어

MS SQL Server 7.0 ,

MySQL

JDBC Driver , JAVA1.1.6 SDK

Extensible Style Sheet Language (XSL)
XQL(XML Query Language)
Active Server Pages
[표 4.1] 시스템 구현 환경

JDBC 를 지원하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메타데이타는 JDK(Java Developer’
Kit)를 통해서 메타데이타를 추출할 수 있다. 추출될 메타데이타는 3 장에서 기
술한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에 맞게 인코딩 한다. XML 기반 리파지토리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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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서버측에는 Windows NT 기반의 객체 데이
터서버인 Object Store 사의 eXcelon 을 사용하였다. eXcelon 은 XML 문서를 관계
형데이타베이스에 저장할 때 행과 열을 위한 변환의 추가 작업이 필요 없이 문
서 그 자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처럼 런타임시 조인처리를
하지 않고 질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딩된 XML 문서를 저장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 적합하다. 메타데이타 결과물인 XML 문서는
eXcelon 에서 제공하는 Remote Java API 를 통해 eXcelon 으로 저장이 된다. 이런
정보는 IIS4.0 웹서버를 기반으로 eXcelon 에 저장된 XML 메타데이타 정보는
XSL 을 통해 XML 문서를 HTML Output 로 결과를 보여주는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질의 검색을 위해서는 XQL(XML Query Langugae)를 사용하
였다.

4.2 시스템 전체 구조
시스템 전체 구조는 크게 3 개의 모듈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의 해당 알고리
즘을 기술 하도록 한다. 첫번째 모듈은 JDBC 를 지원하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메타정보를 추출하여 X-MEM 모델에 맞게 XML 문서로 인코딩하기 위한 Metadata
Extractor 모듈, 두번째 모듈은 생성된 메타데이타 결과물인 XML 문서를 eXcelon
으로 저장하는 Metadata Bridge 모듈, 세번째 모듈은 eXcelon 에 저장된 메타정보들
을 웹 인터페이스에 보여주는 Metadata Viewer 모듈로 구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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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EM

JAVA

SQL Server

JDB
C

리

META2XML

모

Translator

MySQL

eXcelon

트
API

리 파 지 토 리
① DBMS 별 Catalog 정보
② DBMS 별 Table 정보
③ TABLE 별 Property 정보
④ 메타정보 간의 Relationship
⑤ 메타정보 편집 / 검색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4.1 시스템 전체구조]

4.2.1

메타데이타 추출 모듈(Metadata Extractor Module)

JDBC

를

지원하는

관계형데이타베이스의

메타데이타

추출은

JDK

의

DatabaseMetaData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타 메쏘드(Method)에 의해 얻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DBMS 인 SQL Server 7.0 에 접근하기 위한 J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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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는 Ashna 사에서 제공하는 jturbo4.0 을 사용하고 MySQL DBMS 에 접근하
기 위해서는 Matthews'

MySQL JDBC Driver Version 0.9 를 사용하였다.

DatabaseMetaData 오브젝트를 이용한 메쏘드(Method)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z

getTables

public java.sql.ResultSet getTables (java.lang.String Catalog,
java.lang.String SchemaPattern,
java.lang.String TableNamePattern,
java.lang.String[] Types)
throws java.sql.SQLException

getTable 는 테이블의 프로퍼티를 획득하기 위한 메쏘드로써 컬럼 Description 을
차례데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TABLE_CAT String :

테이블 카탈로그 (기본값으로 null 사용)

② TABLE_SCHEM String :
③ TABLE_NAME String :
④ TABLE_TYPE String :

테이블 스키마 (기본값으로 null 사용)
테이블 이름
테이블 타입,테이블 타입은 TABLE,VIEW,

SYSTEM TABLE,GLOBAL TEMPORARY,
LOCAL TEMPORARY,ALIAS, SYNONYM 등이다

z

getColumns

public java.sql.ResultSet getColumns (java.lang.String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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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lang.String SchemaPattern,
java.lang.String TableName
java.lang.String ColumnNamePattern)
throws java.sql.SQLException

getColumns 은 데이블의 컬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메쏘드로 각 컬럼 Description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TABLE_CAT String :

테이블 카탈로그 (기본값으로 null 사용)

② TABLE_SCHEM String :
③ TABLE_NAME String :

테이블 스키마 (기본값으로 null 사용)
테이블 이름

④ COLUMN_NAME String , COLUMN_SIZE int : 컬럼 이름과 컬럼 크기
⑤ DATA_TYPE short , TYPE_NAME string : SQL type 과 Data source
dependent type name
⑥ DECIMAL_DIGITS int : 소수점의 표현
⑦ NUM_PREC_RADIX int: 기수의 표현
⑧ NULLABLE int : Null 이 허용여부
⑨ COLUMN_DEF String: Default Value
⑩ CHAR_OCTET_LENGTH int : 문자타입의 최대문자 사이즈
⑪ ORDINAL_POSITION int: 테이블 내의 인덱스 컬럼(‘1’로 시작함)
⑫ IS_NULLABLE String : ‘NO’일 경우 NULL 허용 안함,’YES’일 경우
NULL 허용함

z

getPrimary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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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java.sql.ResultSet getPrimaryKeys (java.lang.String Catalog,
java.lang.String Schema,
java.lang.String Table)
throws java.sql.SQLException

테이블의 Primary key 의 Description 을 얻기 위한 메쏘드로 COLUMN_NAME 에
의해서 정렬되어진다.
① TABLE_CAT String :

테이블 카탈로그 (기본값으로 null 사용)

② TABLE_SCHEM String :
③ TABLE_NAME String :

테이블 이름

④ COLUMN_NAME String
⑤ KEY_SEQ short:

: 컬럼 이름

Primary Key 의 순차적인 번호

⑥ PK_NAME String :

z

테이블 스키마 (기본값으로 null 사용)

Primary Key 의 이름 (기본값으로 null 사용)

getTablePrivileges

public java.sql.ResultSet getTablePrivileges (java.lang.String Catalog,
java.lang.String SchemaPattern,
java.lang.String tableNamePattern)
throws java.sql.SQLException

각

테이블을

접근하기

위한

권한을

기술하는

메쏘드로

TABLE_SCHEM,

TABLE_NAME, PRIVILEGE 에 의해 정렬되어진다.
① TABLE_CAT String :

테이블 카탈로그 (기본값으로 null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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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ABLE_SCHEM String :
③ TABLE_NAME String :

테이블 스키마 (기본값으로 null 사용)
테이블 이름

④ COLUMN_NAME String

: 컬럼 이름

⑤ GRANTOR String: 테이블을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
⑥ GRANTEE String:

테이블에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람

⑦ PRIVILEGE String: 테이블의 사용권한. 즉 INSERT, REFERENCE,
SELECT, DELETE 사용여부 확인
⑧ IS_GRANTABLE String: 테이블 접근 권한이 부여됐는지를 확인

z

getExportedKeys

public java.sql.ResultSet getTablePrivileges (java.lang.String Catalog,
java.lang.String Schema,
java.lang.String Table)
throws java.sql.SQLException

테이블의 Primary Key 를 참조하는 Foreign Key 의 Description 을 기술하기 위한 메
쏘드를 제공한다.
① PKTABLE_CAT String : Primary Key 테이블 카탈로그 (기본값 null 사용)
② PKTABLE_SCHEM String : Primary Key 테이블 스키마 (기본값 null 사
용)
③ PKTABLE_NAME String : Primary Key 테이블 이름
④ PKCOLUMN_NAME String

: Primary Key 컬럼 이름

⑤ FKTABLE_NAME String: 익스포트되어지는 Foreign Key 테이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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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FKCOLUMN_NAME String :익스포트되어지는 Foreign Key 컬럼 이름
⑦ KEY_SEQ short :

Foreign Key 들간의 순차적인 순서

⑧ UPDATE_RULE short : Primary Key 가 update 될때 Foreign Key 의 변환
⑨ DELETE_RULE short : Primary Key 가 delete 될때 Foreign Key 의 변환
⑩ FK_NAME String: Foreign Key identifier
⑪ PK_NAME String: Primary Key identifier

z

getIndexInfo

public java.sql.ResultSet getIndexInfo (java.lang.String Catalog,
java.lang.String Schema, java.lang.String Table
boolean unique, boolean approximate)
throws java.sql.SQLException

테이블 내의 인덱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메쏘드로 NON_UNIQUE, TYPE,
INDEX_NAME,ORDINAL_POSITION 에 의해서 정렬되어진다.
① TABLE_CAT String :

테이블 카탈로그 (기본값으로 null 사용)

② TABLE_SCHEM String :
③ TABLE_NAME String :

테이블 스키마 (기본값으로 null 사용)
테이블 이름

④ NON_UNIQUE boolean : 인덱스 컬럼이 UNIQUE 한지를 검사
⑤ INDEX_NAME boolean : 인덱스 이름
⑥ TYPE short : 인덱스 타입으로 tableindexStatistic, tableClustered ,
tableIndexHashed, tableindexOther
⑦ ORDINAL POSITION short : 인덱스로 설정된 컬럼의 순차적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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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COLUMN_NAME String :컬럼 이름. 타입이 tableindexStatistic 이면 null
⑨ ASC_OR_DESC String :인덱스 컬럼의 내림차순, 오름차순의 정렬방법
⑩ CARDINALITY int : TYPE 이 tableIndexStatisic 이면 테이블 row 의 개수
를 리턴, 그렇지 않으면 index 내의 Unique Value 를 리턴
⑪ PAGES int :

TYPE 이 tableIndexStatisic 이면 테이블을 위해 사용되는

pages 의 수를 리턴, 그렇지 않으면 current index 를 위한 pages 의 수
⑫ FILTER_CONDITION String : index column description 을 리턴하기 위한
Filter Condition.

정리한 메쏘드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타를 추출하는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파라미터 INPUT
JDBC 를

(예:java meta2xml 데이터베이스명)

이용한
DB 접속
DB 명 체크 & DB Connect

False
EXIT

True
getTableDefinition
메타데이타
추출 &
X-MEM 에
맞게 변환

메타데이타 추출
True
Tokenizer

XML 형식
으로 생성

DB 명.XML 로 결과 기록
Source_DBMS 명.XML 로 결과기록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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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메타데이타 추출 모듈 흐름도]

위의 그림 4.2 처럼 크게 데이터베이스 접속, X-MEM 에 맞게 메타데이타 추출 및
변환, 변환된 메타데이타의 XML 포맷의 생성의 3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XML
포멧으로 저장되는 XML 파일은 메타정보를 읽어들인 ‘source_DBMS 명.XML’ 파
일과 파라미터로 넘겨준 DB 명을 argument 변수로 받아서 ‘DB 명.XML’파일로 저
장이 된다. 아래 그림은 DBMS 메타데이타 정보를 지닌 ‘source_DBMS 명.XML’에
관한 설명이다.

DB_Info 엘리먼트의

상세 정보

[그림 4.3 DBMS 별 메타데이타 정보를 지닌 XML 문서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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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은 메타데이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DBMS 별 메타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메타정보는 어떤 DBMS 의 메타데이타가 언제, 어떤 기계
(Machine),어떤 IP Address 에서 추출되었는지에 관한 물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정보를 XML 로 저장함으로써 실제 웹 액세스를 통해 DBMS 별로 데이터베
이스 관리가 용이해 진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로 데이터베이스 별 어떤 테이블이 존재하고 테이블
내의 컬럼의 구성과 속성들이 어떠한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저장되는 ‘DB
명.XML’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 4.3 은 위의 순서도에 따라서 생성
된 메타데이타 정보를 지닌 XML 파일이다.
SQL Server7.0 의 MSDB 의
XML 포멧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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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SQL Server 7.0

추출된 메타데이타의 XML 표현

[그림 4.4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타 정보를 지닌 XML 문서의 생성]

그림 4.2 의 왼편 그림은 MS SQL Server7.0 의 msdb 를 선택했을 때 msdb 안의 테
이블을

나타내고

오른편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져의

XML

문서는

자바의

DatabaseMetadata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DBMS 의 추출된 msdb 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정보를 보여주는 예 이다. 좀더 상세한 예로 각 테이블별 프로퍼티는 그
림 4.3 과 같다.

XML 로 생성된

SQL Server 7.0 의

메타데이타 테이블

DbmIndex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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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테이블 메타데이타 정보를 지닌 XML 문서의 생성]

그림 4.3 은 그림 4.2 의 XML 로 생성된 XML 문서의 Table 엘리먼트를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 프로퍼티의 상세정보를 보여주고 오른편의 그림처럼 실제 MS SQL
Server 7.0 에서 정의된 Table 별 프로퍼티를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메타데
이타는 리모트 클라이언트에서 eXcelon 서버로 저장하기 위한 Metadata Bridge
Module 의 준비 작업을 위한 기반 사항이다

메타데이타 연결 모듈(Metadata Bridge Module)

4.2.2

메타데이타 연결 모듈은 생성된 XML 파일을 eXcelon 에 저장시켜 주는 모듈로
XML 파일과 eXcelon 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한다.
eXcelon2.1 Data Server 의 새로운 추가 기능은 Remote JAVA API 를 제공함으로써
리모트 클라이언트에서 eXcelon Data Server 에 연결하여 생성된 XML 파일을 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

(1) import eXcelon Version 2.1 Public API ;
(2) meta2bridge(생성된 XML 파일){
(3)

Connect to the eXcelon Data Server;

(4)

If(Connection error)
exit(1);

(5)

DatabaseCreate(session s);

(6) DatabaseCreate(session s)
{
(7)

createDirectory(“repository”); // Create a directory

(8)

if(CreateDirectory error)
exit(1);

(9)

createXMLDocument(“생성된 XML 파일”); // Put a file in the directory

(10)

Copy a xml file from this directory into the eXcelon file system;

(11)

Close Se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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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알고림즘은 eXcelon 2.1 에서 제공하는 eXcelon Version 2.1 Public API 중 리모
트

데이터서버

제어를

위해

(1)라인에서는

Class

Import

를

위해서

com.odi.excelon.client, com.odi.excelon.filesystem 을 import 하고 import 된 클래스 중
(3)라인에서 XlnClientSessionFactory 클래스에서 유도되는 remote client eXcelon
session 을 (6)라인에서 핸들링 하여 (7)라인에서 createXMLStore 메쏘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9)라인에서 createDirectory 메쏘드를 이용해서 XML 파일
을 복사하기 위해 데이터서버 내에 디렉토리를 만든다. 그리고 (10)라인에서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XML 파일을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하여 데이터서버에 복사를
해 둔다. 마지막으로 (11)라인에서 열려있는 세션을 닫는다.

4.2.3

메타데이타 뷰어 모듈(Metadata Viewer Module)

메타데이타 뷰어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DBMS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별 테이
블 및

테이블의 프로퍼티(Property)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리포팅 형태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를 XSL 을 적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메
타데이타 뷰어 모델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메타정보의 브라우징 기능과 검색
기능으로 구분된다. 브라우징 기능은 DBMS 별 Catalog 정보 ,TABLE 별 Property
정보, Table 간의 Relationship, Table 의 정보 편집 기능,

검색기능으로는 DB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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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검색, Column 검색, 세부검색으로 나누어서 검색의 패턴을 다양하게 하였다.

z

메타정보 브라우징 및 편집 기능

XML 문서로 저장된 메타데이타는 사용자에게 HTML 형태로 변환되여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XSL 의 Pattern Matching 를 통해 최종 결과가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된다. 메타데이타 뷰어 모델에서 사용되는 XSL 은 다음과 같다.

①

source_info.xsl

②

re_left2.xsl

③

table_info.xsl

④

update_metadata.xsl

source_info.xsl 문서는 ‘DBMS 명.XML’로 저장된 DBMS 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명
에 해당하는 머쉰, IP Address, 메타데이타 추출일로 보여지기 위한 XSL 문서이다.
re_left2.xsl 은 XML 문서 내의 Catalog 정보를 탐색기 형태의 테이블의 리스트를 탐
색기 형태로 보여주기 위함이며 각 테이블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 table_info.xsl 로 링크되어 있다. table_info.xsl 은 테이블의 컬럼 이름,
컬럼 타입, 컬럼 사이즈, Null 확인 과 제한정보(Constraint)정보로 Primary Key,
Foerien Key, Index 정보, Privilige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편집 기능을

부여

함으로써 메타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의 Comment 와 Description 을 추가 함으로써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총 4 개의 XSL 문서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Catalog 별 테이
블 정보를 리포팅 해주는 XML 과 XSL 의 결합의 결과물 4.3 장에서 상세히 설명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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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메타정보 검색 기능

XML 문서의

DB 별, Table 별, Column 별 검색, 세부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XML 문서를 질의할 수 있는 XQL 을 사용한다. XQL 질의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는 eXcelon 에서 COM 클라이언트 API 기술인 Active Server Page 를 사용하여
eXcelon 서버와 연동하여 검색을 위한 Application 을 작성하였다.
검색을 통해 사용자는 실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DBMS 에 존재하는지,
테이블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지, 그 테이블을 구성하는 컬럼의 속
성들은 어떠한지 파악 할 수 있다. 실제 Active Server Page 에서 XQL 을 통한 질의
문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은 (1)eXcelon 에 접근하기 위한 session 획득, (2) session
획득 후 Query 수행, (3) XQL 로 질의결과가 생성된것에 StyleSheet 적용 후 사용자
에게 질의결과가 최종적으로 보여진다.

(1) Function getSession
Set sess = Application(‘eXcelon”)
If (sess is nothing) then
Set fact=Server.Object(“ODI.eXcelon”)
Set sess = fact.GetSession(“”,0)
Set Application(“eXcelon”)=sess
End if
Set getSession=sess
End function
(2) Query
Set sess=getSession()
Set qry=sess.Query(“repository:/data/source_MSSQL.XML”,”//DB_Info/dbname”)
(3) XSL StyleSheets 적용
Set qry=sess.GetFileData(“repository:/data/source_info.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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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현된 시스템을 이용한 예제 프로그램
본 논문에서는 3 장에서 기술한 메타데이타 모델링 및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
인 X-MEM 에 따라 구현되어진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의 기능을 알아본다. 4.2.3
의 메타데이타 뷰어 모델의 확장으로 웹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리파지토리의 권
한을 가진 이는 메타데이타 접근, 편집을 통해 데이터소스의 상세 정보를 인터넷
환경 어디서라도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어떤 환경에서
사용가능 하다. 다음은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의 메타데이터 뷰어에 해당하는 시
스템의 일부분으로 초기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4.6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뷰어 초기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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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4 는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초기화면으로 DBMS 선택을 시작으로
DB 정보, 테이블정보, 테이블 내의 상세정보 및 편집 기능과 검색기능이 있다.
부가적으로 메타데이타 뷰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작업인 메타데이타 추출과정
과 메타데이타 브리지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링크 시켜두었다. 각 기능별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4.3.1

메타정보 브라우징 및 편집 기능

[그림 4.7

DBMS 선택 화면과 MS SQL Server 7.0 의 실제 데이터베이스 ]

초기화면에서 DBMS 선택을 링크하면 그림 4.5 와 같은 MS SQL7.0 과 MySql
DBMS 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실제 MS SQL Server 7.0 의 데이터베이스 목록과

동일하게 메타데이타가 추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4.5 의 왼편그림을 실
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잇는 MS SQL Server 7.0 DBMS 내의 데이터베이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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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다.

그림 4.5 와 같이 MS SQL Server 7.0 을 선택하면 그림 4.6 과 같이 DBMS 내의 데
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SQL Server7.0 의 pubs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림 4.8 특정 데이타베이스의 테이블 목록]

또한 위의 그림 4.5 의 오른쪽 화면에서 pubs 데이터베이스 내의 DbmIndex 테이
블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 그림 4.6 과 같이 테이블 내의 상세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림 4.6 의 오른편 그림은 실제 MS SQL SERVER7.0 의 DbmIndex 테이블의 프로
퍼티를 볼 수 있다. 즉, 실제 테이블의 프로퍼티를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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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XSL 을 적용한 DbmIndex 테이블 정보 ]

위의 그림 4.5 의 테이블 프로퍼티를 확인하고 나면 실제 선택한 테이블에 대한
Description 과 Comment 를 부여함으로써 메타데이타의 관리가 용이해 진다. 아래
그림 4.6 은 이러한 메타데이타의 Updata 를 표현한 예이며 이렇게 Update 된 내용
은 실제 XML 문서로 저장이 된다.

GetSession()

‘Session 을 얻기위해 eXcelon 에 접근하는 GetSession 수행

UpdateStr = "<?xml version=""1.0"" standalone=""yes""?><xlnupdate version=""1.0"">"
UpdateStr = update_string & "<update select=""/Repository_Info"">
<element location=""lastch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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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tr = update_string & "</element></update>"
UpdateStr = update_string & "</xlnupdate>"
set res = sess.Update(Fname, UpdateStr, "")
‘ Fname : Update 시킬 파일명의 변수값

위의 XML Update 연산에 의해 eXcelon 에 저장된 XML 문서가 Update 된다. 아래
그림은 Update 시키기 위한 메타데이타 Update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pdate 연산
시 eXcelon 에 저장된 XML 문서내의 추가되는 엘리먼트와 값이다.

[그림 4.10 메타데이타 정보의 편집과 XML 문서]

4.3.2

메타정보 검색 기능

메타데이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서 세가지 검색기능을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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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원하는 컬럼이 소속된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다. 분 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위해서 XQL 을 사용함으로써 총 4 가지의 검색
방법 데이터베이스 검색, 테이블 검색, 컬럼 검색, 상세검색으로 구분 하여 검색
할 수 있다.

①

데이터베이스 검색

[그림 4.11 데이터베이스 검색]

▶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XQL
Query :

//source/DB_Info[dbname!text()='데이터베이스명']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다중 XML 문서 검색을 통해 MS SQL Server7.0 DBMS 와
MySQL DBMS 를 통합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질의한 내용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어떤 DBMS 인지, 어떤 머쉰, IP Address 에서 언제 추출
되었는지 검색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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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테이블 검색

[그림 4.12 테이블 검색]

▶ 테이블 검색을 위한 XQL
Query :

//Repository_Info/Catalog/Table[@id=’테이블명']

테이블 검색은 MS SQL Server7.0 DBMS 와 MySQL DBMS 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하는 XML 문서(데이터베이스명.XML)문서를 통합하여 모든 테이블 검색하여 질
의한 내용과 같은 테이블이 검색되면
을 보여준다.

③

컬럼 검색

DBMS 속한 테이블인지, 테이블의 속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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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데이터베이스 검색]

▶ 컬럼 검색을 위한 XQL
Query :

//Repository_Info/Catalog/Table/ColumnsSet/Column[@name='컬럼명']

컬럼 검색은 다중문서를 검색하여 선택된 컬럼이 검색이 되면 컬럼 이름과 데이
터 타입, 상위노드의 값을 리턴하여 테이블이 소속된 테이블이름과 데이터베이스
명을 검색결과로 보여준다.

④

상세 검색

[그림 4.14

상세 검색]

▶ 상세 검색을 위한 XQL
Query :

//source/DB_Info[dbname!text()=’DBMS 선택']$and$
// Repository_Info/Catalog[Table[@id=’테이블명'$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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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mssql']]/ColumnsSet/Column[@ColumnType='데이터타입']

상세 검색은 DBMS 선택,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질의하고 각각 AND 조건으로 검
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이타 타입, 키 설정, 인덱스, NULL 조건들은 OR 조건으
로 상세검색을 지원한다. 즉 DBMS,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당 테이
블에 속한 속성은 OR 조건으로 검색의 폭을 넓혔다. 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서의 검색을 위한 테이블간의 조인처리를 극복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객체지향 데이타베이스인 eXcelon 을 이용한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의 웹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메타데이타 접근과 검색 방법을 살펴보
았다.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5 장 향후연구과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IV. 결론 및 향후과제

메타데이타를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산재되어 생성되는 메타데이타
를 공유, 교환함으로써 대량의 데이타관리 및 이를 응용한 시스템 개발의 유지보
수가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메타데이타를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시
스템을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메타데이타의 관리
를 위해 UML 을 이용한 메타데이타 모델을 디자인 하였고 메타데이타를 저장하
기 위한 표준안으로 XML 문서 포맷으로 메타데이타를 인코딩 하였다. 또한 리모
트 클라이언트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eXcelon Data Server 에서 제공하는 Remote
Client API 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장된 XML 을 다양한 XSL 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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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메타데이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 모델 및 구현은 기존의 다른 연

구들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z

메타데이타 정보의 접근이 다양하다. 차세대 인터넷 표준 언어인 XML 을
기반으로 생성된 메타데이타의 정보를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데이터소스의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메타데이타 리파지토리는 특정 소프트웨어나 DBMS 에 의존적이
기 때문에 메타데이타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
존할 수 밖에 없다.

z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저장 엔진으로 채택했다. 메타데이타를 저
장해 주는 기존 저장엔진은 관계형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것은 메타데이타 모델 및 교환모델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인 XML 을 채
택하고 있으나 저장엔진은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다
시 한번 XML 문서의 맵핑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XML 로 인
코딩된 메타데이타 결과물을 직접 저장하기 때문에 맵핑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z

검색을 위한 연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추출된 각 내용

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함으로써 복합 질의를 사용할 경우에
저장 테이블 간의 조인(join)연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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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rver 를 이용하여 객체를 중심으로 저장 되므로 조인 없이 메타데이
타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즉, 검색 문맥의 선택을 통하여 검색 비용을 절
약 할 수 있다.

z

다양한 장소에서 메타데이타의 교환 및 통합이 용이하다. XML 은 웹 상에
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이며,
다양한 형태로의 필터링(filtering)과 조합을 제공하므로 여러 장소에서 생성
된 메타데이타 정보의 교환 통합이 용이하다.

z

XSL 을 이용하여 같은 데이터를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출력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XML 메타데이타 모델 및 교환 모델의
추가 기능으로 Stored Procedures, Triggers 등과 같은 이벤트 메타데이타를 모델링
하고 메타데이타 교환 모델에 추가함으로써 좀 더 세밀한 메타데이타 정보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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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XML Based Metadata
Repositor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Ewh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won Eun Jung
Metadata is data about data that is used to manage data itself. For example, as
card list in library indicates the location and the summary contentsof the books,
metadata indicates various information about objects and relationship information
between them in DBMS.
In this paper, as for the method to manage metadata in RDBMS, we design
metadata model using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metadata exchange model
about RDBMS and implement metadata repository system. So we show how
metadata repository system manage metadata about RDBMS on the web.
To construct metadata repository, metadata extract module should be
implemented first, then metadata extract is extracted based on X-MEM(XML
Metadata Exchange Model). This model is designed using XML-Data instead of DTD.
XML-Data improves the fuctions in DTD that are restricted to data type and have no
inheritance of element attribute of DTD. After metadata extract based on X-MEM is
finished, extracted metadata is stored in not RDBMS but eXcelon of XML Data
Server using metadata bridge,
Finally metadata information about RDBMS is accessed on the web interface, so
everyone can browse and search metadata about various heterogeneous DBMS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In metadata repository system. The search function is
executed by XQL which have multiple document search function and etc. the
structure of XML documents resulted from search result is made easy to be
presented on web browser by applying a XSL (extensible StyleSheets Language).
and these lead to the more efficient metadata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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