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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ISO/IEC JTC 1/SC 32/WG 2에서 개발한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에 대한 검증 및 활용성 향상 방안을 제안한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데이터라고 정의하며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해석 및 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로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된다. ISO/IEC JTC 1/SC 32는 데이터 교환 및 관리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며 특히 WG 2는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다양

한 표준을 개발한다. WG 2에서 다양한 많은 표준을 개발하였으나 검증 및 활용성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WG 2에서 개발한 표준에 대한 검증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서술한다. 

키워드: 메타데이터(metadata),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 검증(verfication), 활용성(usability)

I. 서 론

국내‧외적으로 몇 년간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

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물론 IoT의 구현을 위해

서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처리가 중요하다. 즉 다양한 

이질적인 환경 혹은 이질적인 서비스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한 

의미 교환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의미 처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메타데이터 관리 

및 교환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의미 관리 및 교환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으나 여전히 의미 불일치에 따른 부정확한 의미 교환, 해

석, 처리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SO/IEC JTC 1/SC 32(이하 SC 32)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을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1]. 지금까지 SC 32는 끊김없는 의미 해

석 및 처리를 위해 다야한 메타데이터 관리 및 교환 표준을 개발

해 왔다. SC 32는 데이터 관리 및 교환 표준 개발 위원회로서 네 

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W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에서 ISO/IEC JTC 1/SC 32/WG 2(이하 WG 2)는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개발 작업반으로서 다양한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을 개

발하였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게 개발된 표준에 대

한 개정 작업 및 새로운 표준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2].
WG 2에서 개발한 또는 개발 중에 있는 다양한 표준은 데이터

의 정확한 의미 해석 및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WG 2 표준은 전체적인 참조 모델의 부재, 메
타모델에서 오는 이해 및 활용의 어려움, 표준 간 연동을 위한 인

터페이스 표준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

점은 사용자에게 표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을 요구하며, 개발 표준의 메타모델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

렵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점은 WG 2 표준의 실용성 및 활용성

을 저하시키고 표준 이용의 저변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WG 2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WG 2의 표준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SC 32는 데이터 관리 및 교환을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총 4개

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작업반의 역할을 간략하게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1].

• WG 1 e-Business
• WG 2 Metadata
• WG 3 Data Languages
• WG 4 SQL MM & Application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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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중에서 WG 2는 메타데이터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며

[2], 주요 표준 패밀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에 표현된 표준 패밀

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준은 ISO/IEC 11179 패밀리와 

ISO/IEC 19763 패밀리이다. ISO/IEC 11179는 메타데이터를 관

리하는 기반 표준으로서 최근 온톨로지 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3부의 개정이 완료되었다[3]. 이에 따라 ISO/IEC 11179의 다

른 부에 대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ISO/IEC 19763 패밀

리는 온톨로지, 서비스 등의 레벨에서의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한 

다양한 표준을 포함한다. ISO/IEC 19763 패밀리는 ISO/IEC 
11179의 핵심 요소를 상속 받는다. 

ISO/IEC 20943
Procedures for 
Achieving MDR

Content 
Consistency

ISO/IEC 20944
MDR Interoperability

& Bindings

ISO/IEC 11179 
Metadata
Registries

ISO/IEC 19763
Metamodel 

Framework for
Interoperability

그림 1. WG 2의 주요 표준 패밀리

Fig. 1. Key Standard Families of WG 2

ISO/IEC 20943 패밀리는 메타데이터 콘텐트 일관성과 관련된 

표준들을 포함하며, 제6부는 ISO/IEC 11179에서 관리하는 표준

화 된 개념을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생성하는 표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WG 2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 패밀리는 

모두 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활용 및 검증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III. 문제정의

그림 2는 WG 2 표준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앞서 간략하게 언

급하였듯이, WG 2 표준들은 상호 관계성을 지니며, ISO/IEC 
11179 제3부는 가장 핵심적인 표준이다. 이 표준을 중심으로 

ISO/IEC 19763, ISO/IEC 20943 등의 표준 패밀리들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용자는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해 WG 
2 표준들을 구현하고 상호 연결함으로써 표준화 된 의미 관리 및 

교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한 WG 2는 전체 표준에 

대한 참조 모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전체 혹은 일부 표준을 

이용한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지침서가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한

다. 결국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표준들의 관계성 이해를 어렵

게 함으로써 프레임워크 구축 시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표준에 대

한 활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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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G 2 표준의 문제점

Fig. 2. Problems of the WG 2 Standards

WG 2 표준은 특정 분야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적인 메타데이터 

관리 및 교환 프레임워크를 위한 표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주요 핵

심 표준은 메타모델을 명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현 모델을 제

공하지 않는다. 메타모델은 구현에 중립적인 모델로서의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모호성을 내포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구

현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한다. 즉 개발

자는 메타모델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구현 모델 설계 및 구현에 많

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구현 모델의 부재

는 메타모델의 검증과 확인 과정의 부재를 의미하며, 모호성이 잠

재된 표준으로 인해 개발자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부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WG 2 표준 패밀리는 상호 연계성을 지닌다. WG 

2는 ISO/IEC 11179에 대한 인터페이스로서 ISO/IEC 20944[4]
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표준 패밀리에 대한 표준화 된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ISO/IEC 20944 또한 여전히 실용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할 부분

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개발된 WG 2 표준은 사용자의 활용성 측면

에서 사용자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며 메타모델이 잠재적으

로 지니는 모호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에게 불

필요한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이는 표준에 대한 실용성 및 활용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된다.

IV. 제안방안

WG 2 표준의 메타모델에 대한 검증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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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표준 간 관계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참조 모델 개

발이 요구된다. 참조 모델은 표준 간 관계성을 표현하고 표준들을 

이용하여 임의의 프레임워크를 구체화 하고자 할 때 지침서와 같

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WG 2 표준의 문제점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참조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사항은 메타모델을 검증하고 잠재적인 오

류 혹은 모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사용자에

게 메타모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표준의 활용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구현 

모델 개발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구현 모델은 표준에서 명세하고 

있는 메타모델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표준의 활

용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표준을 위한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 개발이 요

구된다. 현재 WG 2에서 개발한 인터페이스[4]가 일부 있으나 

ISO/IEC 11179-3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용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

가 남아 있다. 따라서 주요 WG 2 표준들을 위한 표준화 된 인터

페이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는 

WG 2 표준을 이용한 구현 시스템/서비스와 외부 서비스와의 연

동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써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림 4는 WG 2 표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참조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는 서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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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제점 해결 방안

Fig. 3. Solving the Problems

그림 4에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현 모델 개발 대상은 

ISO/IEC11179, ISO/IEC 19763, ISO/IEC 20943이며, ISO/IEC 
20944는 ISO/IEC 11179 제3부를 위한 접근 방법을 명세하고 있

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ISO/IEC 11179 패밀리 중, 구현 모델 

대상은 ISO/IEC 11179-3이며 ISO/IEC 19763 패밀리의 제3부, 
제5부~제10부 및 제12부와 제13부가 된다. 마지막으로, ISO/IEC 
20943에서의 구현 모델 개발 대상은 제6부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표준들을 대상으로 특정 기술을 이용한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구현 모델 개발 대상인 표

준들의 구현 시스템/서비스와의 표준화 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구현 모델과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 개발은 매우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구현 모델 개발과 XML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개발을 제안

한다.

ISO/IEC 11179 ISO/IEC 19763

ISO/IEC 11179 ISO/IEC 19763

Interfacing (Bridging)
Method

Bridges (Interfaces)

Metamodels

implemented implementedstandardized

ISO/IEC 20943 ISO/IEC 20944

ISO/IEC 20943 ISO/IEC 20944

Implementation
Models

그림 4. 문제점 해결 모델

Fig. 4. Model for Solving the Problems

구현 모델의 경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용하여 개발

할 수 있으며, 서술언어(Description Languages)를 이용하여 개

발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

델을 이용한 구현 모델 개발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에서 명세하고 있는 메타모델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

기 위한 데이터 모델을 표현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

용한 구현 모델 개발이 타당하다.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은 여전히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모델로서 사용자

에게 매우 친숙하고 익숙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해 XML, REST 등 다양한 기

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XML은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XM 기반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을 제안한다.
그림 5는 보다 구체적인 구현 모델과 인터페이스 개발 예를 보

여준다. ISO/IEC 20943-6[5]은 ISO/IEC 11179-3를 이용한 온

톨로지 생성 표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연동이 요구된다. 이는 두 표

준 간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 개발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두 

표준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모델이 제공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 

표준을 위한 구현 모델 개발과 함께 두 표준에서 관리하는 정보 

액세스를 위한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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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하였듯이, 각 구현 모델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이

용하며, 표준 인터페이스는 XML을 이용하여 개발한다.

I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WG 2 표준에 대한 검증 및 활용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표준을 대상으로 구현 모델이 요구되는 표준을 

정의하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제안한 방안은 WG 2 표준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표준을 이용한 프레임워크 개발 비용을 감소시킨다. 
무엇보다 표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표준 개발을 유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개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

은 결과적으로 WG 2 표준의 활용성 향상에 기여한다. 향후 연구로

서 실제 구현 모델 개발을 통한 표준 검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등의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ISO/IEC 11179-3
3rd Ed.

ISO/IEC 20943-6
FGO

ISO/IEC 11179-3
Impl. Model

ISO/IEC 20943-6
Impl. Model

Interfacing (Bridging)
Method

Bridge
(Interface)

Metamodels

Implementation
Models

implemented implementedstandardized

그림 5. ISO/IEC 11179-3와 ISO/IEC 20943-6을 위한 표준 예

Fig. 5. Standards for Developing for ISO/IEC 11179-3 and 

ISO/IEC 20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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