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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업에서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프로세스라는 기술이 있다.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급 협업에서는 프로세

스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로컬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은 필수이다. 그러나 지능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컬 시스템들은 그 목

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엔터프라이즈급 협업 특성에 맞게 프로세스들을 실제로 운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업형 환경에서 로컬 

시스템 간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반의 전사적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급 프로세스가 협업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방법으로써 확장된 EMRA(Extended Metadata Registry Access) 기반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확장된 EMRA는 데이터 통합에 필요한 로컬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세스 내부에 포

함된 쿼리 간의 발생하는 메타데이터 정보 간의 매핑을 EMRA를 이용한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EMRA에서의 글로벌 스키마

와 로컬 스키마 간의 매핑에 대한 분류 및 구성에 대한 기법을 제시한다.

The company has a process called technology as a way to operate a variety of processes. Typically the process is to be operated 

efficiently in an enterprise-class collaboration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local system is required. However, the local system in 

intelligent cloud environments are difficult to actually operate the processes to enterprise-class collaboration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In addition, the enterprise data integration services based is necessary to operate the 

process between the local system in the enterprise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based on (Extended Metadata 

Registry Access) EMRA extended by how efficiently management in enterprise-class collaboration processes in intelligent cloud 

environments. The extended EMRA enables interoperability between local systems for data integration. Also, EMRA is used to map 

the metadata information that occurs between the queries contained in the process. And, we propose a classification and composition 

method for mapping between global schema and local schema in EMRA us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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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에서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프로세스라는 기술이 있다.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급 협업에서는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로컬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은 필수이다. 그러나 지능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컬 시스

템들은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엔터프라이즈급 협업 특성에 맞게 프로세스들을 실제로 운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업

형 환경에서 로컬 시스템 간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반의 전사적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에는 제각기 프로세스들이 협업 환경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 상호운용에 따른 다양한 이질성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

는 이질성은 메타데이터 정보 간의 충돌을 의미함으로써, 스키마 충돌과 데이터 충돌로 구분할 수 있다. 스키마 충돌은 데이터베

이스 스키마 간의 의미, 구조, 표현에 대한 충돌을 의미하고, 데이터 충돌은 실제 인스턴스 값 간의 단위, 형식, 유효성에 대한 충

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급 프로세스가 협업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방법으로써 확장된 

MRA(Metadata Registry Access) 기반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확장된 MRA는 데이터 통합에 필요한 로컬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

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세스 내부에 포함된 쿼리 간의 발생하는 메타데이터 정보 간의 충돌 즉, 스키마 충돌, 데이터 충돌

을 MRA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MRA을 로컬 시스템에서 각자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협업 

중심의 표준으로 지정한 글로벌 스키마 주축으로 하여 구성하고, 이를 로컬 스키마와 연계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행 시 발생

하는 메타데이터 정보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프로세스에 포함된 쿼리는 확장된 MRA에서 구성한 글로벌 스키마 

기반으로 구성하고 이를 GQBP(Global Query Business Process)라고 한다. GQBP는 MRA을 참조하여 LQBP(Local Query 

Business Process)로 변환된다. 이러한 변환 기법은 로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로컬 스키마를 의미,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상호

운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MRA에서의 글로벌 스키마와 로컬 스키마 간의 매핑에 대한 분류 및 구성에 

대한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 제안 시스템 설계하고 동작 과정을 기술한다. 

4장은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확장된 MRA(MetaData Registry Access)

XMDR-DAI[AA]는 지능형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급 환경에서 협업 프로세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을 지원하는 미들웨어로

써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 [AA]에서처럼 MSO, InSO, MLoc, MDR로 구성된 것이다. 이는 로컬데

이터베이스들의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보를 시소러스화 하고, 표준으로 지정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매핑하여 메타데이터 간의 

이질적인 충돌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MLoc는 MSO와 연계하여 로컬데이터베이스들의 물리적인 위치, 접근 권한 정보 등

을 등록하여 데이터 접근에서 필요한 데이터 이주 및 트랜잭션 과정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메시지가 해당 위치에 전달될 수 있도

록 정의하였다. 또한, InSO는 실제 인스턴스 값(value)간의 연관성(association) 정보를 매핑 구성하여 시소러스화 한 것으로, 인

스턴스 값 사이에 의미성, 유사성, 유효성을 고려하여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MDR은 각 로컬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개체 스키

마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키마 영역과 로컬 스키마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 XMDR-DAI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매핑을 이용한 표준 SQL 기반의 데이터 상호운용 기법으로 메타데이터 간의 이질적인 충돌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리

고 데이터 접근 및 통합을 위한 상호운용상에 필요한 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지만, 이 역시 클래스 개념상의 스카마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한 것으로,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활용성과 기능성의 한계를 가져온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간의 클래스 개념이 내포된 관계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쿼리 인터페이스의 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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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확장된 MRA(Metadata Registry Access)를 이용하여 지능형 클라우드에서 프로세스가 협업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기존의 XMDR-DAI에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클래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스키마 이질적인 

충돌에 해당하는 매핑 정의 타입만을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XMDR-DAI에 정의된 클래스 간의 다양한 관계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용자들이 다양한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를 접근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Fig. 2는 XMDR-DAI에 

정의된 클래스와 클래스들의 상속 관계가 포함된 메타데이터 모델이다. MSO_Item은 MetadataSchema_Item을 상속받으며, 

InSO_Item과 MLoc_Item은 MSO_Item의 하위 클래스 관계다. 이처럼 XMDR-DAI에는 다양한 관계정보가 정의되어 있다. 그

러나 XMDR-DAI에서는 메타모델의 개념요소 즉, 클래스를 하나의 사용자정의타입으로 매핑(사상)하고 있을 뿐 클래스들 간

의 관계성에 대한 처리 방법이 설계되지 않았다. Fig. 1은 확장된 MRA는 기존 XMDR-DAI에서 내포 구조 타입, 연관-관계성 처

리를 추가하여 설계된 것이다. 

Fig. 1. Configuration of extended MRA

- 내포 구조 타입(Nested structured type) 

한 개의 타입에는 여러 개의 속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속성은 자신의 데이터타입을 가진다. 데이터타입은 “Predefined 

type” 즉, 사전정의 타입과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구분된다. 사전 정의된 타입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정의된 

타입을 말하며, integer, char, date 등이다. 그러나 MutiMedia_Content 타입은 사전정의 타입이 아닌 사용자정의 타입을 가지는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Picture-Format, Video_Encoding가 내포 구조 타입이며, 내포 구조 타입은 다른 타입의 

속성뿐만 아니라 테이블의 속성으로 사용 가능하며, 한 개의 사용자 타입 안에는 여러 개의 내포 타입이 정의될 수 있으며, 그 내

포 타입 안에도 새로운 내포 타입이 생성될 수 있다. MutiMedia_Content 타입은 2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속성이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Picture-Format와 Video_Encoding 타입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까지 모두 

포함한다.

- 연관-관계성 처리(Association-Relation)

MRA에는 연관관계(Association), 집합연관관계(Aggregation), 복합연관관계(Composition), 상속관계(Inheritance) 등을 통

해 클래스 간의 관계성을 표현한다.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정의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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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and handling of association-relationships

(a) 연관-관계 처리방법

연관-관계를 로컬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키려면 기본키(Primary key), 외래키(Foreign Key) 제약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키, 외래키 제약은 사용자정의 타입을 생성할 때 지정할 수가 없고, 사용자정의 타입을 

기반으로 한 테이블인 타입형 테이블(Typed table)을 선언할 때만 키 제약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타입형 

테이블은 사용자정의 타입을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를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b) 집합연관관계 및 

복합연관관계 

처리방법

집합연관관계(Aggregation)와 복합연관관계(Composition)는 연관-관계의 특별한 형태로서, 먼저 

집합연관-관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키와 외래키를 정의하여 각 클래스의 생명주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복합연관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ON DELETE CASCADE' 제약을 추가한다. 

‘ON DELETE CASCADE' 제약은 기본키가 삭제되면 외래 키도 삭제시키는 제약으로서, 전체 클래스와 부분 

클래스의 생명주기가 같은 복합연관관계의 특징을 반영한다. EMRA 메타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연관관계 및 복합연관관계의 예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각의 타입을 생성할 때 관계성을 반영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타입을 기반으로 한 타입형 테이블을 각각 생성과 동시에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지정하고 

제약을 추가함으로써 관계성을 처리한다.

(c) 상속관계 처리방법

객체 지향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상속관계는 하나의 클래스(SubClass)가 또 다른 

클래스(SuperClass)를 상속 받았다면, 상속 받은 SubClass는 SuperClass의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ubClass는 SuperClass에서 상속받은 기능 외에 자신만의 기능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Sub_Class 클래스는 Super_Class가 포함하는 속성 Super_Field1, Super_Field2, Super_Field3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Sub_Class 고유의 속성인 Sub_Field1, Sub_Field2도 포함한다.

2.2 메타데이터 스키마 매핑에 적용된 머신 러닝

머신 러닝은 분류를 위하여 비선형 SVM(Support Vector Marchine)[11] 기법을 이용하고, 이를 위해 라그랑주 함수와 라그랑

주 승수, 커널 트릭[12]을 적용한다. 라그랑주 함수와 승수는 최적화를 위해 사용한다. 여기에서 L은 라그랑주 함수이고, λ는 라

그랑주 승수이다. 기본적인 라그랑주 함수는 L=f(x,y)-λg(x,y) 이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g(x,y)=0, λg(x,y)=0이다. L(x,y,

λ)의 최적값은 g(x,y)=0일 때, f(x,y)가 된다. , , 일 때, L은 식 (1)과 같이 극값을 가진다. 

∇  







λ

    (1)

머신러닝에서 조건부 최적화 문제를 위해 라그랑주 승수 벡터를 α=(α1, α2, α3, …, αn)T라 하고, 이 α를 구하기 위한 

f(x,y)는 목적함수 를 사용하고, g(x,y)는 일 때, 이라고 정의하면, 라그랑주 함수 L은 수식2와 같다.

α


‖‖



  



α
   (2)

이를 KKT 조건[13]을 적용하여 가중치 w, 바이어스 값 b로 미분하고 라그랑주 값 는 0보다 크고 하이퍼매개변수 C보다 작다. 

이를 통해 는 범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식 (3)의 조건이 성립한다.

δ

δα
  ⟹

  



α  

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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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비선형 SVM에서 사용하는 라그랑주 승수 벡터를 위한 목적 함수는 특징벡터 xi, xj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식 (1)에 적

용하면 식 (4)와 같다.

α 
  



α




  




  



αα∙ (4)

이에 커널 트릭을 이용하여 특징 공간의 변형을 적용시킨 라그랑주 함수는 식 (5)와 같다.

α 
  



α




  




  



αα (5)

이를 통해 구해진 라그랑주 승수 α=(T를 얻는다. 이는 수식 A를 이용하여 가중치 w를 계산하면 식 (6)과 같다. 인 샘플은 이

기 때문에 제거된다. 

  
  



α⟹ 
α

≠ 

α (6)

이것을 예측을 위한 목적함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 위의 식을 적용 시키면 식 (7)과 같은 목적함수가 된다.

   


≠ 

ϕ


ϕ 

          
α

≠ 

αϕ∙ ϕ  (7)

          
α

≠ 

α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입력데이터는 협업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인 글로벌 스키마 값을 x, 로컬 스키마 y, 연관 정보인 온톨로

지를 y로 한다. 이를 통해서 산출된 signal vector magnitude 값 r, x의 양의 값으로부터 P가 이루는 직선 사이의 각을 θ를 측정한 

값을 이용한다. 매핑 스키마를 1로, 비매핑 스키마를 9.8로 나누어 구분 한다. 따라서 r은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보인 x, y, z의 데

이터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signal vector magnitude 값 r은 식 (8)로 정의된다.

 


    
 (8)

측정된 입력값은 기본적인 온톨로지의 도메인인 O=(C, P, I)에 적용한다. 메타데이터인 글로벌 스키마 값인 x, y, z, r, θ의 관

계를 개념 C에 할당하고, sensor를 통해 측정된 x, y, z, r, θ는 속성 P에 할당한다. 매핑된 값은 인스턴스 I에 할당한다. 이 데이터

는 온톨로지 매핑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한다. 각 로컬 시스템의 스키마 구조에 따라 사용하는 단위 및 제한정보가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문제를 온톨로지에서 정의된 C, P, I의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매핑 정보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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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α′ ′ ′ ′ θ′
 ′ ′ ′ ′ θ′  (9)

매핑된 정보를 x’, y’, z’, r’, θ’으로 하여 비선형 SVM의 입력 벡터를 로 한다. 이것을 비선형 SVM을 적용하면 식 (8)과 같다. 

이 알고리즘은 로컬 시스템에서 추출된 스키마를 이용하여 매팅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함수가 된다.

3. 협업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지능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협업에 필요한 비즈니스형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2는 EMRA 기반의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Hybrid Web/App Zone, Intelligent Cloud Collaboration Zone, 

Data Integration, Local DBs, Big Data DBs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Fig. 2. Proposed collaboration system

- Hybrid Web/App Zone: 이 요소는 사용자가 Hybrid Web/App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엔터프라이즈형 프로세스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 Intelligent Cloud Collaboration Zone: 이 요소는 협업 서비스 기반의 프로세스를 정의 및 수행하고, 수행 결과에 대한 데이터

를 저장하는 영역이다. 이 계층은 PR(Process Repository)과 Proxy DB로 구성된다. 

- EMRA Agent: 이 요소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협업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수행될 때 발생하는 

메타데이터 정보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GQBP를 LQBP로 변환하여 로컬 시스템 간의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수

행하게 되어 데이터 상호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및 인스턴스 정보 간의 매핑

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각 글로벌, 로컬 스키마 구조를 SVM 알고리즘으로 판단하여 스키마 저장 정보를 구성한다. 

EMRA Agent는 Process Agent, MRA Agent, DQP Agent, Proxy Agent로 구성된다. 

- Data Integration: 이 요소는 MRA Agent에서 전달한 프로세스가 로컬 DBs와 BigData DBs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접

근 권한 정보 획득, 트랜잭션 수행, 데이터 수집 기능을 하며, EMRA Agent와 DBs간의 중계 역할을 한다. 

- Local DBs, Bigdata DBs: 이 요소는 기존에 운영되어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로컬 DB와 DataMart/Analytic DB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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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협업 시스템은 Fig. 2처럼 프로세스 기반의 상호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빅데이터 접근, 통합, 관리 그리고 

데이터 마트 등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상호운용에서 해결되어야 할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변환, 매칭, 매핑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에서의 데이터 이주 기능에 필요한 분산 쿼리 처리 기능을 프로세스 기반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환경은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 조건이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3.1 시스템 수행 과정

Fig. 3에서 Client는 협업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PA(Process Agent)에 요청한다. PA는 PR(Process Repository)에 등록된 정

보를 검색하여 Select된 프로세스 정보를 Client에서 리턴한다. Process 정보를 리턴받은 Client는 GQBP를 작성하여 DQP 

Agent에 전달한다. DQP Agent는 GQBP를 파싱하여 내부에 포함된 쿼리에다 그럼 FROM 유무를 확인하고, FROM절이 존재

하면 바로 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FROM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Proxy Agent에 Temp Table을 생성하도록 요청한다. 그런 다음 

DQP Agent는 파싱된 GQBP 정보로 EMRA Agent에 Global Meta 정보를 요청한다. EMRA Agent는 요청 받은 Global Meta 

정보와 연관된 Local Meta 정보를 DQP Agent에 리턴한다.

Fig. 3. Proposed collaboration system

그런 후, EMRA Agent는 리턴된 Local Meta 정보를 참조하여 LQBP로 재 작성하여 DIS에서 전달한다. Fig. 4에서 DQP Agent

가 LQBP를 BP Analyzer Agent에게 전달한다. BP Analyzer Agent는 LQBP를 파싱하여 DBS에 접근할 수 있는 컨넥션 정보를 

Connector Agent에 전달한다. 

Fig. 4. Proposed collabo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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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or Agent는 컨넥션 정보를 이용하여 LQBP에 해당하는 DBS 접근 허가권을 획득한 후에 Transaction Agent에 전달

한다. BP Analyzer Agent는 Connector Agent에서 DBS 접근이 허가되면, 파싱한 정보 중에서 BP query을 Transaction Agent 

전달한다. Transaction Agent는 BP query와 접근 허가권을 이용하여 실행 쿼리를 수행한다. 이 BP query에 대한 수행이 완료되

면, 수행 결과(데이터)를 Data Gather Agent에서 수집하여 Proxy Agent에 전달하고 Proxy DB에 store된다. 

3.2 확장된 MRA 구성

- Process Agent: 이 Agent는 사용자가 협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요청할 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요청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PR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 검색하여 P_list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비즈니스 프로

세스를 작성할 때에는 EMRA Agent를 통해 제공받은 글로벌 스키마 정보를 이용하여 새롭게 정의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

의할 수 있도록 템플릿 형태로 제공한다. Fig. 5는 Process Agent 수행 알고리즘으로, Input으로 (P_list, *id)인 파라메터 값이 입

력되면, PR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PR_serach()에 의해서 기존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하지

만, 프로세스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스 요청인 경우에는 P_list를 파싱하여 parseTable, parseField, parseValue를 추출한

다. 추출된 값은 EMRA_Agent를 호출하여 글로벌 스키마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런 후, GQP_generate()가 글로벌 스키마 정보

와 Process 템플릿을 이용하여 GQP를 생성하고, 이를 PR_reg()를 호출하여 PR에 등록한다. 그리고 생성된 GQP는 사용자에게 

return된다.

Fig. 5. Process agent algorithm

- EMRA Agent: Process Agent가 GQP를 생성할 때 필요한 글로벌 스키마 정보를 제공하거나, DQP Agent에서 GQ를 LQ로 

변환할 때 필요한 매핑 정보인 MSO, InSO, MLoc[4]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g. 6은 EMRA Agent 수행 알고리즘으로, Input으

로 (itemList, handle)인 파라메터 값이 입력되며, hadle을 0,1,2,3으로 구분하여 EMRAExtract()에 의해서 table, field, value, 

loc 스키마 정보를 EMRA에서 추출하여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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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MRA agent algorithm

- DQP Agent: 이 Agent는 사용자가 정의한 GQP가 전달되면, EMRA에서 제공하는 스키마 정보를 이용하여, LQP로 변환하

는 역할을 한다. Fig. 7은 DQP Agent 수행 알고리즘으로, input으로 GQP가 입력되며, parser()에 의해서 GQP를 파싱하여 각각 

GQtable, GQfield, GQvalue, GQloc으로 분리한다. 분리된 스키마 정보는 GQP 수행 결과를 저장하는 DB table을 Proxy DB에 

생성하기 createTable()을 호출한다. 각 GQtable, GQfield, GQvalue, GQloc는 EMRA_Agent()에 의해서 로컬 스키마 정보와 

매핑되어 LQP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스키마 정보인 LQtable, LQfield, LQvalue, LQloc를 추출한다. 추출된 로컬 스키마 정보들

은 GQ2LQ()에 의해서 LQP로 변환되고, 이는 SpliteJSON()에 의해서 noSQL JSON문서 형태로 생성되어, 각 레거시 시스템으

로 전송된다.

Fig. 7. DQP agen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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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xy Agent: LQP가 수행된 후에, DIS에서 수행된 결과가 전달되면, 그 결과를 Proxy DB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Proxy 

DB는 수행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임시 저장소이다. Fig. 8은 Proxy Agent 수행 알고리즘으로, input으로 (resultJSON, gsTEMP)

인 파라메터 값이 입력된다. 여기서 resultXML은 LQP가 레거시에서 수행된 결과이고, gsTEMP는 DQP Agent에서 전달한 글

로벌 스키마로 Proxy DB에 생성될 table정보이다. resultJSON과 gsTEMP는 y값이 의해서 구분된다. y값이 1인 경우에는 

create_tabel()를 호출하여 Proxy DB에 table을 생성하게 되고, 0인 경우에는 DOMProcoess()에 의해서 resultJSON 문서가 처

리되어 Proxy DB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런 후 사용자에게 결과를 공지한다.

Fig. 8. Proxy agent algorith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형 프로세스가 협업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방법으로써 확장된 MRA 

(Metadata Registry Access) 기반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확장된 MRA는 데이터 통합에 필요한 로컬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기법이다. 또한, 프로세스 내부에 포함된 쿼리 간의 발생하는 메타데이터 정보 간의 충돌 즉, 스키마 충돌, 데이터 충돌을 

EMRA를 이용하여 해결되었다. 메타데이터 정보 축적이나 매핑 정보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스키마 간의 연관 정보에 대한 

확률을 올렸다. 본 연구에서는 EMRA을 로컬 시스템에서 각자 사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협업 중심의 표준으로 지정

한 글로벌 스키마 주축으로 하여 구성하고, 이를 로컬 스키마와 연계하여 프로세스 수행 시 발생하는 메타데이터 정보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메커니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레거시 시스템간의 협업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메타데이터 충돌

을 사용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참여되는 레거시 시스템들은 협업에 의한 다른 레거시 시스템

에 데이터 상호운용을 위한 데이터 접근을 할 때 로컬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 시스템인 ERP, 

EAI, DataWareHouse 등에 확장되어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의 백본의 역할로 수행되는 통합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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