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ISO/IEC 11179[1]는 메타데이터 간 매핑 불일치 의한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공유의 편의성을 위하여 권고되었다. 

하지만, ISO/IEC 11179는 MRA(Metadata Registry Access) 시스템 구현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은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

해 MRA 시스템 간에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구조적, 의미적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3]. 따라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RA

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ISO/IEC 표준으로도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SQL/MRA에서도 

MRA 시스템에 대한 보호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보안 측면에서 취약한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구

축된 MRA들은 시스템 접근 시 사용되는 표준연산 패턴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MRA시스템 

개발 시 ISO/IEC 11179를 준수하기 위해 매번 동일한 접근 연산 패턴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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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여러 분야에서 MRA(Metadata Registry Acess) 기반의 레거시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구축된 MRA 레거시 시스템들은 표준

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아 메타데이터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메타데이터 표준 권고안인 ISO/IEC 11179에서는 표준적인 접근 보

호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SQL/MRA은 검색 및 매칭 기능만 지원할 뿐 MRA의 유효한 생성 

및 안전한 보호 접근을 위한 연산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XMDR 기반의 시스템들에 안전하고 쉬운 접근제어를 보장하

는 방법으로 PMCL을 제안한다. PMCL은 ISO/IEC 11179에 정의된 사용자 그룹의 역할과 권한을 미리 정의하여 사용자를 사용자 그

룹에 할당한다. 이 기법은 편이성과 보안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The Legacy systems based on MRA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areas. However, already existing MRA legacy systems do not 

strictly comply with the standard, resulting in conflicts between metadata. The metadata standard recommendation, ISO/IEC 11179, 

does not provide a standard guideline protection method. So there are many problems. In general, SQL/MRA only supports search and 

match functions, but does not support operations for effective creation and secure protection access of MRA. In this paper, PMCL is 

proposed as a way to ensure safe and easy access control for XMDR-based systems. PMCL assigns users to user groups by predefining 

the roles and privileges of the user groups defined in ISO/IEC 11179. This technique can increase eas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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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표준 접근 방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MRA 접근 시 반드시 요구되는 제약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MRA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표준화된 MRA구축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ISO/IEC 11179세서는 기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3]. 따라서 개발된 MRA 시스템마다 다른 구조와 의미 명

칭을 갖는 스키마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결국 MRA 간의 이질성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ISO/IEC 11179에서 요

구하고 있는 테이블과 속성을 정의하고 동일한 패턴을 지니는 보호 접근 연산들을 분석하여 일관성 있는 접근을 위한 SQL/MRA

을 정의하였다[4]. 하지만, SQL/MRA은 MRA 시스템에 대한 검색 및 매핑 기능만을 정의하고 있으며, 접근 권한의 관리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 않는다. MRA 시스템에 대한 보호 접근 권한 관리는 기존 SQL에 정의된 DCL(Data Control Language)를 이용하면 

된다. MRA 간의 메타데이터 공유 및 교환을 위하여 SQL 기반의 DCL(Data Control Language)을 사용할 경우 구현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사용성이 떨어지고, 사용자 권한 부여 시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접근 보안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5]. 

본 논문에서는 XMDR(Extended Metadata Registry Access) 보호 접근 제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XMDR 시스템 개발과 

사용성 및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 권한 관리 언어 PMCL(Protection Metadata Control Language)을 제안한다. 구현된 XMDR 

보호 접근 제어 시스템은 개발 프로세스 및 XMDR 보호 접근 제어 구축을 위한 가이드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컴포넌트를 기

반으로 설계 및 구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재사용이 용이하며, 시스템 

개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일관적이고 정형화된 접근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편이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ISO/IEC 11179의 개념과 SQL/XMDR에 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PMCL 개념 

및 연산자 그리고 규칙을 정의한다. 4장에서는 구현 및 평가를 기술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XMDR[5]는 지능형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급 환경에서 협업 프로세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을 지원하는 미들웨어로써 메타데

이터 스키마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6]에서처럼 MSO, InSO, MLoc, MDR로 구성된 것이다. 이는 로컬데이터베이스들의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보를 시소러스화 하고, 표준으로 지정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매핑하여 메타데이터 간의 이질적인 충돌 문

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MLoc는 MSO와 연계하여 로컬데이터베이스들의 물리적인 위치, 접근 권한 정보 등을 등록하여 데이

터 접근에서 필요한 데이터 이주 및 트랜잭션 과정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메시지가 해당 위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또

한, InSO는 실제 인스턴스 값(value)간의 연관성(association) 정보를 매핑 구성하여 시소러스화 한 것으로, 인스턴스 값 사이에 

의미성, 유사성, 유효성을 고려하여 정의하였다[6]. 마지막으로 MRA은 각 로컬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개체 스키마를 등록하여 관

리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키마 영역과 로컬 스키마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 XMDR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매핑을 이용한 

표준 SQL 기반의 데이터 상호운용 기법으로 메타데이터 간의 이질적인 충돌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7]. 그리고 데이터 접근 및 통

합을 위한 상호운용상에 필요한 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것이지만, 이 역시 클래스 개념상의 스키마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한 것으로,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활용성과 기능성의 한계를 가져온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간의 클

래스 개념이 내포된 관계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쿼리 인터페이스의 확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

서는 확장된 XMDR(Extended MetaData Registry)를 이용하여 지능형 클라우드에서 프로세스가 협업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도

록 한다. 기존의 MRA에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클래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스키마 이질적인 충돌에 해당하는 

매핑 정의 타입만을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MRA에 정의된 클래스 간의 다양한 관계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용자들이 다양

한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를 접근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Fig. 2는 MRA에 정의된 클래스와 클래스들의 상속 관

계가 포함된 메타데이터 모델이다. MSO_Item은 MetadataSchema_Item을 상속받으며, InSO_Item과 MLoc_Item은 MSO_Item

의 하위 클래스 관계다. 이처럼 XMDR-DAI에는 다양한 관계정보가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XMDR에서는 메타모델의 개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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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클래스를 하나의 사용자정의타입으로 매핑(사상)하고 있을 뿐 클래스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처리 방법이 설계되지 않았다. 

Fig. 1에서의 XMDR은 기존 MRA에서 내포 구조 타입, 연관-관계성 처리를 추가하여 설계된 것이다[3].

Fig. 1. Configuration of extended MRA

3. PMCL의 개념 및 정의

3.1 PMCL(Protection MetadataControlLanguage)

본 논문에서 XMDR 보호 접근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PMCL을 정의하고, PMCL 세부 연산자인 XMGRANT, XMREVOKE에 

대하여 정의한다. ISO/IEC 11179에는 사용자 그룹 및 각 사용자 그룹의 Role이 명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기

준으로 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인 PMCL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PMCL은 SQL/XMDR이 가

지고 있는 사용성과 보안성 부분의 취약점을 개선한다. PMCL은 XMGRANT(GRANT FOR　eXtended Metadata)와 XMRE-

VOKE(REVOKE FOR　eXtended Metadata)로 구성된다. XMDR에서 사용자 그룹에 대한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

므로, 기존의 정의된 사용자 그룹과 권한을 DBMS 상에서 적용하여 PMCL 연산자로 사용자가 사용자 그룹의 권한을 주는 시스

템을 구현한다. 이 제안된 PMCL은 ISO/IEC 11179의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및 XMDR 보호 접근제어 구

축을 위한 지침서로써 이용된다. 또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설계 및 구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재사용이 쉽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일관되고 정형화된 접근 방법을 제공함으

로써 사용의 편이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킨다. 이 PMCL을 이용한 XMDR 보안 모델의 구현도 가능하지만 PCML 기반으로 구현

하기 위해서는 XMDR에 대한 구축 시 시간 비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구축 시 XMDR 표준을 명확히 구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2 XMDR사용자 그룹 Role 정의

ISO/IEC 11179의 ‘데이터 요소의 등록’에서는 사용자, 제출자, 책임자, 등록자, 통제위원회, 집행위원회의 6개의 사용자 그룹

으로 분류한다. 일반 사용자(Read-onlyuser)는 메타데이터 내용을 검색(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제출자(Submitter)는 새로운 메타

데이터 관리항목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가(Stewards)는 메타데이터 관리항목의 품질을 검토 및 보장하고, 등록자

(registrar)는 데이터 요소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통제위원회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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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XMDR 전체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메타데이터 등록 프로세스와 관련된 등록 활동 주체(RAB, 

RegistrationActingBody)의 구성은 Fig. 2와 같다.

Fig. 2. Organizational rules and relationships for XMDR

3.3 PMCL Operator 정의 및 사용 예제

앞서 분석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에서 사용되는 연산 패턴 중 접근제어에 대해 표준 SQL을 확장하여 PMCL로 정의하였다. 

PMCL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루는 XMGRANT와 XMREVOKE라는 두 가지의 주요 연산자를 가진다. 

권한을 부여하는 연산자를 XMGRANT(GRANT FOR　 eXtended Metadata)라고 정의하고, 권한을 회수하는 연산자를 

XMREVOKE(REVOKE FOR　eXtended Metadata)라고 정의한다. 사용 문법은 다음과 같다.

(a) XMGRANT USER_GROUP[ROLE] TO USER 

(b) XMREVOKE USER_GROUP[ROLE] TO USER

PMCL의 사용 방법은 Table 1에서 기술되어 있다. 사용자와 사용자 그룹, 사용자 그룹과 역할, 역할과 권한의 관계를 표준 SQL

문을 이용한 방법과 이미 정의된 PMCL을 이용한 방법으로 비교한다.

Table 1. Define user and user groups, user group roles, role and permission relationships

Relationships between users and user groups

User User Group

Moon Read-only-users

Hwang Stewards

Role relationships with user groups

Read-only-users Searching for data elements

Submitters Submit Data Element

Role and authority Relationship

Role Authority Tables

Searching for data elements Select Data_elements

Submit Data Element Select, Insert, Update, Delete Data_elements Data_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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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Grant read_only_users permissions to Moon

<SQ, DCL Method>

(Searching for Data Elements)

Create role data_elements searchl

Grant select on data_elements(table) to data_elements search (Read_only_users) Moon

Create role Read_only_users

<PMCL Method>

XMGRANT Read_only_users To Moon

Example 2. Grant submitters permissions to Hwang

<SQL, DCL Method>

(Searching for Data Elements)

Create role data_elements search

Grant select data_elements (table) to data_elements search

(Submit Data Element)

Create role data_elements submit

Grant insert, update data_elements (table) to data_elements submit

(Submitters) Hwang

Create role submitters

Grant data_elements search, data_elements submit to submitters

Grant submitters to Hwang

<SQL/XMDR, PMCL Method>

XMGRANT submitters TO Hwang

SQL의 DCL 방식 사용 시 개별 Role들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복잡성과 이로 인한 잘못된 권한 부여로 접근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제 1과 예제2의 PMCL을 사용하면 개별 사용자에게 사용자 그룹 Role을 바로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상

의 편이성과 접근제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4. 평가 검증

Fig. 3과 같이 XMDR 보호 접근 제어를 DCL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구현하는 방법과 Fig. 4와 같이 사용자별 공통된 접근제

어를 PMCL로 사용하여 구현하는 방법을 시간 비용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한 계산 모델은 (1)과 같다. 

(1)

계산 모델에서 AnalMRAT는 XMDR의 사용자별 권한과 역할 분석 시간을 의미하며, (XMDRACPREV )T 는 DCL을 이용한 

XMDR 보호 접근 제어 개발 시간을 나타낸다. 반면, PMCL접근방식의 경우 개발비용은 (2)와 같이 계산 모델에 의해 산출된다.



166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7, No.3, 2019

(2)

보호 접근 제어를 개발하는 시간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시스템 개수에 따른 DCL을 이용한 접근제어를 개발하는 시간 비용

과 PMCL을 이용한 접근제어를 개발하는 시간 비용은 (3)과 같은 계산 모델에 의해 측정된다.

(3)

Fig. 3. Protection access control using DCL

Fig. 4. Protection access control using PMCL

다시 말해, Fig. 5와 같이 기존의 DCL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PMCL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보다 시스템의 개수만 높

음의 비율로 개발비용이 증가한다. 다수의 XMDR 시스템 구현 시는 제안하는 시스템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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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ost graph of development time

DCL과 MCL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Table. 2와 같이 PMCL은 처리구조가 간단하여 사용이 편하고 미리 정의된 구조를 사용하

므로 보안성이 우수하다. 

Table 2. Comparison of DCL and PMCL

Compare attributes DCL PMCL

utilization side Low High

Accuracy maintenance cost High Low

Ease of security policy creation/security Complex/Low Simple/Low

Maintaining consistency in policy rules Difficulty Ease of use

5. 결 론

XMDR은 메타데이터의 관리 및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ISO/IEC 11179의 핵심요소이며, 다양한 분야에서XMDR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시스템들이 XMDR 표준을 따르지 않고 개발되거나 구축되어 XMDR 간 메타데이터 충돌 문제

가 발생하고 XMDR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연산자가 없어 개발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QL/XMDR가 제안되었으나 SQL/XMDR은 검색을 위한 연산만을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메

타데이터 스키마 정보에 대한 수정, 삭제, 추가는 물론 구조의 일관성 있는 정의 및 접근제어를 위한 연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특

히 보호 접근 제어는 안전하고 정형화된 MRA에 대한 보안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11179에

서 제안하는 사용자 그룹별 권한과 역할을 미리 확장 구축하고 PMCL이라는 연산자를 제공하여 시스템 관리자가 표준 및 저장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용자 권한에 대한 이해 없이도 보호 접근 시스템을 쉽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PMCL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해서 기술하고, XMDR 사용자 그룹의 Role을 검토하여 PMCLOperator를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 

DCL과 PMCL 방법을 비교하고 PMCLOperator를 구현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 XMDR 구축 시 메타데이터간 불일치 해결을 위

한 XMDR 조작 언어와 XMDR 구조를 생성하는 언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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