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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ISO/IEC 11179 표 을 수하는 메타데이터 지스트리(MDR) 시스템의 재설계와 구 에 한 

것이다. 재설계의 핵심은 MDR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클래스(class), 

속성(property), 값 역(vlaue domain)의 코드값을 심으로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에 있다. 이를 구 하기 

해서는 표 을 수하는 운  시스템이 필요하여, 그 상을 한국정보통신기술 회의 MDR 시스템으로 하 다. 

그 결과 재설계한 시스템은 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 역, 메타데이터 요소 개념, 메타데이터 요소, 값 역에 

한 이해 없이도 쉽게 특정 메타데이터의 검색과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redesign the search system by extracting the class, property, 

and code values of value domain from the key elements of the MDR system that conforms to the 

ISO/IEC 11179 standard. To implement this, an operating system conforming to the standard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targeted the MDR system of the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designed MDR system can easily 

search and utilize specific metadata without understanding the conceptual domain, metadata element 

concept, metadata element, and value domain proposed in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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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Metadata Interop- 

erability) 확보 필요성은 정보화 환경의 변화

와 무 한 지속 인 주제  하나이다. 지식정

보자원의 형태가 무엇이든 이를 리하고 서비

스하기 해서는 해당 자원에 합한 메타데이

터의 선택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

식정보자원의 교환과 공동활용을 한 상호운

용성 문제와 직결된다. 상호운용성 문제는 지

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은 물론 이기종 하드웨

어, 운 체제, 응용 로그램, 데이터베이스까

지 정보화 환경 반에 걸친 공통 문제이다.

최근 정보통신 자원(IT Resource)를 인터넷

을 통한 온디맨드(on-demand)로 제공하고 사

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의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간의 상호운용성

은 물론이고, 클라우드 내의 응용시스템, 데이

터 등의 상호운용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 상호운용성 문제는 클라우드 시장 

확 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가 특정 업체의 클라

우드 서비스에 종속되는 상을 막기 해 출발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

체가 제공하는 가상머신이미지(virtual machine 

image), 데이터 추출방식, 일 형식, API, 로

토콜이 상이하여 클라우드 간의 이 이 불가능

한 상황이 원인이다. 

해외의 경우 산업계 표 화 단체인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를 

심으로 문제해결을 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DMTF는 가상화 랫폼 간 가상머신의 배포와 

이동성을 보장하기 한 표 형식을 배포하고 

있다. 표 인 표 이 OVF(Open Virtualization 

Format)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민간 산업계의 표 화 노력

이 활성화되기 에 국가 주도의 상호운용성 해

결을 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클라

우드컴퓨  발   이용자 보호에 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이 그것으로 동법 22조에 상호운

용성 확보를 해 클라우드컴퓨 서비스 제공자

의 력 체계 구축 권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 다. 이 법은 

클라우드 기 시장부터 상호운용성 논의를 시

작하여 서비스 연동의 어려움, 소수 상  기업의 

독  구조 해소를 한 것이다. 한국정보통신

기술 회(이하, TTA)는 동법을 근거로 상호운

용성 문제해결을 해 ‘상호운용성 의체’를 발

족하고 클라우드 컴퓨  기술과 련된 다양한 

상호운용성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한 과

제를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의 의미  상호운용

성 확보는 이 과제 의 하나로 클라우드 애 리

이션의 메타데이터 표 화를 한 메타데이터 

지스트리(Metadata Registry, MDR) 시스템 

구축과 운 을 목표로 한다. 

MDR을 표하는 표 은 ISO/IEC 11179 

Metadata Registry로 데이터 공유와 교환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한 목 을 갖고 있다. 

이 표 은 MDR 구축의 기본지침으로 호주의 

METeOR(Metadata Online Registry), 국내

의 TTA MDR 등이 활용하고 있다. 표 은 총 

7개의 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MDR에 한 

개념 인 이해부터 등록지침과 실제 운 조직

의 역할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실제 운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자하는 경우에는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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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동 표 이 제시하는 개념모델의 

학습과 이용을 한 이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역(conceptual domain), 데이터 요소 개념(data 

element concept), 데이터 요소(data element), 

값 역(value domain)에 한 이해가 없을 경

우 실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반면 최근의 표  용어집 서비스는 Schema.org 

(http://schema.org)서비스처럼 클래스(class), 

속성(property), 유형의 간단하고 상호간의 연

결을 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ISO/IEC 11179 표 을 수하

는 MDR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실

제로 필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클래스, 속성, 

값 역을 심으로 검색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방안을 제시하 다. 클래스와 속성은 ISO/IEC 

11179 표 에서 데이터 요소 개념의 하 에 속

하는 요소들이며, 값 역은 실제 클래스와 속

성으로 구성된 하나의 요소를 어떻게 표 할 

지를 다룬다. 즉, MDR에서 메타데이터 요소를 

찾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

제 응용 가능한 핵심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핵심 요소를 MDR에서 연계하여 

검색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용과 응용이 쉬

운 MDR을 구성하여 제시하 다.

2. 연구 상과 범

본 연구 목  달성을 해서는 ISO/IEC 11179 

표 을 수하는 MDR 정보시스템이 필요하여, 

TTA에서 운 하고 있는 MDR 시스템을 상

으로 하 다. 물론 세계 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시스템인 호주의 METeOR가 존재하기는 하지

만, 이 시스템의 경우 온라인으로 메타데이터 검

색과 활용은 가능하지만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 필요한 원천 데이터베이스에 한 근과 

자유로운 활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TTA MDR

은 ISO/IEC 11179 표 을 수하는 오  소스 

Aristotle MDR(https://www.aristotlemetad

ata.com/)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원천 데이터

베이스에 한 구조의 이해와 활용이 용이하다. 

부가 으로 이미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상태로 

변환 구조  시스템 개발 후의 모습까지 직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TTA MDR이 채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ISO 

표 을 그 로 수하고 있어 그 구조가 방

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체 시스템 변경

을 다루지 않고 ISO/IEC 11179에서 핵심 인 

메타데이터 입력 개념  메타데이터 요소 개

념의 하  요소인 클래스, 속성 추출에 을 

두고 해당 요소를 표 하기 한 값 역까지

를 포 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범 를 한정하

다. 즉 간결한 메타데이터 표 으로 검색결과

에 한 이해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함이다. 

여기서 간결한 표 은 ISO 11179를 수할 경

우 ‘클래스명, 속성명, 값표 방식’의 조합형 표

방식을 ‘클래스명’, ‘속성명’으로 간결하게 보

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 논문에서는 이를 

‘단일요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시하 다. 

3. ISO/IEC 11179

본 연구는 ISO/IEC 11179 표 을 근간으로 

한다. 이 표 은 ISO/IEC JTC1/SC32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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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 하고 있다. SC32는 데이터 리와 

교환(Data management and interchange)에 

한 표 을 다루는 곳이다. ISO/IEC 11179 

작업반 2(WG 2)가 책임을 갖고 운 하며, 이 

작업반은 메타데이터를 주 상으로 한다. ISO 

11179 표 은 총 7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ISO 표 은 지속 인 갱신 작업이 이루어지

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보충 표 이나 신규 표

이 포함된다. ISO/IEC 11179의 경우 ‘ISO/IEC 

11179-3:2013/AMD 1:2020’이 Part3의 수정

안으로 별도로 공표되었다.  ‘ISO/IEC TS 

11179-30:2019’은 기술문서로 11179-3에 합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사

양을 제시하고 있다. Part 7의 경우는 최근에 

추가한 표 으로 데이터 셋(data set) 등록을 

한 표 이다. 

ISO/IEC 11179 표   본 연구와 가장 련

이 깊은 부분은 Part3로 실제 시스템 구 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특히 시스

템 구 이 필요한 모든 요소 간의 계를 UML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개발에 직  활용 가능하다(ISO 2013). TTA 

MDR이 사용하고 있는 Aristotle MDR 역시 

Part3가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심으로 만들어

진 시스템이다. 

4. 선행연구

본 연구 련 선행연구는 메타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상호운용성의 경우 기에

는 클라우스 서비스 간의 상호운용성과 표 화

의 필요성에 을 맞춘 연구들이 심을 이

루고 있었다. Bernstein et al.(2009), Lewis 

(2013)의 연구가 표 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로토콜 표 화와 가상화 기술 표 의 필

요성과 요성을 지 한 바 있다. 이 후 클라우

드 서비스가 확 되면서 특정 분야에 국한한 상

표 명 최근발행년도 주요내용

Part 1: Framework 2015

ISO/IEC 11179의 각 부분들을 연 하여 이해할 수 있도

록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지스트리에 한 개념  

이해를 제공

Part 2: Classification 2019 분류 체계 등록 방법을 설명

Part 3: Registry metamodel and basic 

attributes
2013 개념  데이터 모델 형식으로 MDR의 구조 제시

Part 4: Formulation of data definitions 2004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에 한 정의를 구성하기 한 요구 

사항과 권장 사항 안내

Part 5: Naming principles 2015 Part 3에서 정의한 주요 항목의 명명 지침 제공

Part 6: Registration 2015 메타데이터 등록 차 안내

Part 7: Metamodel for data set registration 2019
Part 3에 명시한 MDR 확장 사양으로, 데이터셋 등록을 

한 방법을 제시함

출처: ISO n.d.

<표 1> ISO/IEC 11179 표 의 구성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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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운용성과 체 체계 유지를 한 규범의 필요

성 연구가 지속 으로 이어지고 있다. Mahmud, 

Koch and Buyya(2018)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에서 IoT 솔루션들 간의 상호운 성 확보를 

한 Cloud-Fog 서비스 통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Song(2017)의 경우는 상호운 성 확보

에 향을 주는 유럽의 법률을 조사하여 이를 

해하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

사분석하여 제시하고 지 재산권, 표 화를 

한 노력의 필요성을 언 하 다. Yongsiriwit, 

Sellami and Gaaloul(2016)은 이기종 클라우드 

간 상호운용을 한 의미  임워크(semantic 

framework)를 제안하여 서로 다른 표 을 

수하는 클라우드 간의 리소스를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 다.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의 경우 문헌정보

학분야를 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

다. 도서  MARC의 상호운 성 확보를 한 

연구(심경 2003)부터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운 을 한 연구(고 만, 배경재 2011), 

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한 메타데이터 간 상호운

성 확보에 한 연구(이승민 2013)와 같이 

통 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표 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근본 인 해결을 

한 ISO/IEC 11179를 소개하고 확장하기 

한 연구(정혜진, 백두권, 정동원 2009; 남 , 

서태설, 황상원 2005)로 이어지던 연구는 MDR 

자체를 시맨틱 웹 기반으로 확장하여 활용(오

삼균 2004; 2005)하기 한 연구까지 이어졌다.

지 까지의 연구는 클라우드와 메타데이터 상

호운용성 부분과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부분이 

큰 연 없이 각자의 분야에서 지속성을 갖고 이

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는 클라우드 애 리 이션 상호운용성, 

특히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이라는 구체 인 

목표를 갖는 국제표  기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과 국제표 을 확장하거나 시스

템을 응용하기보다 이용자 측면에서 간결하게 

메타데이터 탐색과 응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

계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5. 단일 요소 심 MDR 설계

5.1 TTA MDR

TTA MDR은 2017년 시스템 구축과 메타데

이터 입력을 시작하 다. 이 후 메타데이터를 

보강하여 2020년 ‘http://mdr.tta.or.kr’라는 도

메인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오  

소스 MDR인 Aristotle MDR을 활용하고 있으

며 상세 운  황은 <표 2>와 같다.

구분 내용

개발자 Aristotle Metadata Community

버 v2.1(2018-07-10)

개발환경 Python, Django

수표 ISO/IEC 11179

라이선스 BSD

운 환경
AWS m4.large(vCPU 2, Memory 

8GB, 역폭 450Mbps)

운 체제 Ubuntu 16

<표 2> TTA MDR 설치 황

ISO/IEC 11179 표 을 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특히 Part3에서 기술하고 

있는 모델 이해가 필수 이다. Part3는 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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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메타모델과 기본 속성에 해 기술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시 가장 핵심으로 활용해

야한다. Aristotle MDR의 경우도 이 표 의 요

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 표 이 제시하고 있

는 메타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개념 역은 값 역을 이루는 집합들을 확장

한 개념이다. 데이터 요소 개념은 데이터 요소형

태로 표 되는 개념으로 개념 역의 추상 인 

개념을 구성하는 단  요소개념이다. 데이터 요

소는 이 개념을 구체 인 표 으로 나타낼 수 있

는 단 이며, 값 역은 데이터 요소에 해 허용 

가능한 값들의 집합이다. 고 만(2005)은 각 구

성요소의 이해를 한 로 국가라는 개념 역, 

국가 이름이라는 데이터 요소 개념, 국제표  국

가명코드라는 데이터 요소, ISO 3166-3-Alpha 

Code라는 값 역의 를 제시한 바 있다. 이 표

을 수하는 MDR은  4가지 구성요소에 

한 리와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실 <그림 1>의 데이터 요소 개념은 객체 클

래스와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반 하여 

개체(entity) 에서 모델을 간결하게 표 하

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1> ISO/IEC 11179 Part3 메타모델

출처: Stausberg et al. 2009

<그림 2> ISO/IEC 11179 기본 개체(entity) 모형
(출처: Davie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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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데이터 요소 개념을 표 하기 해서는 

객체 클래스와 속성을 포함하여 표 하고 기술

해야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TTA MDR의 입

력시스템은 리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

럼 TTA MDR은 ISO/IEC 11179 기본 개체모

형에서 제시하는 모든 요소의 입력이 가능함을 

<그림 3> TTA MDR 리시스템의 입력 항목

출처: TTA MDR(http://mdr.tta.or.kr) 리시스템

<그림 4> TTA MDR 리시스템의 입력 상세 화면

출처: TTA MDR(http://mdr.tta.or.kr) 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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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림 4>는 개념  역의 입력화면으로 나머

지 요소의 입력화면에서도 공통 으로 확인 가

능하다. 표 에 따라 각 요소별로 입력 요소는 유

사하다. <그림 4>에서처럼 입력 요소 구분은 정

의, 이름과 참고사항, 구성요소(components)로 

나 어진다. 정의에서는 요소 이름, 버 , 정의를 

입력해야한다. 이름과 참고사항에는 참고정보, 

원 URI(origin URI), 부연설명(commnets), 요소 

제출기 과 책임기  이름을 입력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구성요소는 선택사항이다. 

이 게 입력한 결과는 메타데이터 요소 검색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메타모델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림 5>, <그림 6>과 같다. 

<그림 5>는 메타데이터 요소 개념 결과화면

<그림 5> TTA MDR 검색결과 화면  메타데이터 요소 개념 결과화면

출처: TTA MDR(http://mdr.tta.or.kr)

<그림 6> TTA MDR 검색결과 화면  메타데이터 요소 결과화면

출처: TTA MDR(http://mdr.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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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자는 개념 역, 데이터 요소개념, 데

이터 요소, 클래스, 속성에 한 계를 이해해

야만 활용 가능하다. 

<그림 6>은 메타데이터 요소 결과화면으로 

<그림 5>처럼 개념 역, 데이터 요소개념, 데이

터 요소, 클래스, 속성에 한 계를 이해해야만 

활용할 수 있다. 즉 <그림 5>, <그림 6>처럼 이용

자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검색하면 ISO 11179의 

개념모델을 반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응용에 필요한 하나의 메타데이터 요소가 아니

라 련된 모든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활용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에서 

확인한 것처럼 TTA MDR은 표 을 엄격하게 

수하고 있다. 이 서비스 시스템의 을 이

용자로 돌려보면 이용자의 경우 표 에 한 이

해, 특히 MDR의 메타모델에 이해가 없으면 어

떤 요소를 활용해야하는지에 한 어려움이 발

생한다. 요소(element)를 찾고자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데이터 요소, 데이터 요소개념에서 

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이용자가 찾는 개념

을 정확하게 반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이 

요소 값들은 클래스와 속성의 조합으로 이루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하나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찾고자하는 경우에 표 에서 제시한 메

타 모델에 한 이해가 없으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DR의 특징  하나는 값 역에 입력

해야하는 허용 가능한 값(value)들을 직  입

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다. <그

림 7>은 한민국 화번호 표기의 지역 구분 

값에 한 값 역 입력결과 화면이다. 

<그림 7> TTA MDR 값 역 검색 결과 화면  일부

출처: TTA MDR(http://mdr.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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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직  활용하고

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클래스, 속성 검색뿐

만 아니라 <그림 7>처럼 직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는 코드 값들이 갖는 의

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단일 요소 

기반으로 MDR을 재편하기 해서는 클래스, 

속성, 값 역이 갖고 있는 코드형의 데이터를 

심으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5.2 TTA MDR 데이터베이스

TTA MDR을 유지하면서 클래스, 속성, 코드

값 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TTA MDR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총 57개의 테이

블로 구성되어 있다. 체 테이블 목록은 [부록 

1]에 첨부하 으며, 이  개념모델과 련된 요

소 등록 테이블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정리한 내용은 ‘ISO/IEC 11179-3: 

Registry Metamodel and Basic Attributes’에

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 요소, 데이터 요소 개념, 

데이터 요소, 값 역을 표 하기 한 요소를 포

함한 테이블이다. 테이블 구분번호로 개념 역의 

각 요소들을 구분하면 개념 요소는 1번, 데이터 

요소 개념은 3번, 5번, 7번, 데이터 요소는 2번, 

값 역은 4번, 6번, 8번, 9번과 련된다. 즉, 요

소 심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해

서는 TTA MDR의 체 테이블   9개 테이

블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객체, 속성, 값 

역을 직 으로 입력받는 5번, 7번, 8번, 9번 

테이블은 직  연동하여 활용해야한다. 이 외 실

제 시스템 운 을 한 조직 리, 인 자원 리, 

권한 리 등의 요소들은 제외하 다. 비록 본 고

에서는 제외하 지만 이런 요소들은 표 에도 

기술되어 있으며, 실제 운 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밝 둔다.

5.3 신규 데이터베이스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  구축하고자하는 새로운 

MDR은 기존의 TTA MDR을 새로운 시스템

으로 개편하기 한 것은 아니다. TTA MDR

은 국제표 을 수하고 있는 의미있는 시스템

구분 테이블명 내용

1 aristotle_mdr_conceptualdomain 개념  역(Conceptual domain)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테이블

2 aristotle_mdr_dataelement 데이터 요소(Dataelement)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테이블

3 aristotle_mdr_dataelementconcept 데이터 요소(Dataelement concept)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테이블

4 aristotle_mdr_datatype 데이터 유형(data type)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테이블

5 aristotle_mdr_objectclass 객체 클래스(object class)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테이블

6 aristotle_mdr_permissiblevalue 승인된 값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7 aristotle_mdr_property 속성(property)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테이블

8 aristotle_mdr_valuedomain 값 역(value domain)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9 aristotle_mdr_valuemeaning 값(value)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표 3> TTA MDR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개념모델 련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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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자체로 서비스를 유지해야한다. 즉 신

규 시스템이 활용할 원천데이터를 지속 으로 

생산해야한다. 즉 신규시스템은 기능 인 면에

서 보면 TTA MDR로부터 원천데이터를 반입

하고, 반입한 클래스, 속성, 코드값을 편집  

수정할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에게 단일 요소

로 서비스하는 것이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다. 

기능 인 측면에서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해 핵심 인 요소들을 도출하면 <표 4>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신규 시스템의 원천데이터는 TTA MDR

로 이 데이터를 반입하기 한 기능이 필요하

다. 반입한 데이터는 신규 시스템에서 새로운 

메타데이터 요소로 등록해야하므로 요소등록 

기능 역시 필요하며, 각 요소 간의 계 설정과 

새로운 설명 등을 추가하기 한 수정 기능이 

필요하다. 마지막 태깅은 필수 인 요소로 보

기는 힘들지만 TTA MDR의 주요 상이 국

제표  용어를 상으로 하고 있고 어로 표

기되는 것이 부분으로 한 을 포함한 다양한 

검색 근 을 확보하기 해 구성하 다. 

<표 4>의 신규 시스템의 기능 요소를 충족시

키기 해 필요한 테이블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의 테이블은 기존 TTA MDR 테이블 

 클래스, 속성, 코드와 련된 요소를 심으

로 설계하 다. 데이터 반입 기능을 한 테이블

은 1, 2번, 요소등록과 수정을 한 용어 리 기

능을 한 테이블은 3, 4, 6, 7번이다. 마지막으

로 검색 지원을 한 태그는 5번이다. 6, 7번은 

클래스, 속성, 코드 간의 계설정을 한 것으

로 요소등록, 수정과 직 으로 연 된다. 이를 

구분 기능 세부 필요 기능

1 데이터 반입 ∙TTA MDR로부터 원천데이터 반입

2 요소등록 ∙TTA MDR에서 반입한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 등록

3 요소수정
∙등록한 요소의 상세설명 등 정보 수정

∙클래스, 속성, 값 역별 간의 계 설정

4 태깅 ∙요소에 한 다양한 근을 한 태깅 정보 입력  수정

<표 4> 신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한 기능 요소

구분 테이블명 내용 련기능

1 waitingCode 원천데이터에서 입수한 코드 데이터(값 역) 데이터 반입

2 waitingTerm 원천데이터에서 입수한 요소 데이터(클래스, 속성) 데이터 반입

3 code 메타데이터 Code 정보가 있는 테이블 요소등록, 요소수정(값 역의 코드)

4 term 메타데이터 요소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요소등록, 요소수정(클래스, 속성 입력)

5 tag 메타데이터 요소에 한 태그 정보가 있는 테이블 태깅

6 relatedCode term테이블과 code 테이블간의 계 정보 테이블 요소등록, 요소수정

7 relatedTag term 테이블과 tag 테이블 간의 계 정보 테이블 요소등록, 요소수정

8 relatedTerm term 테이블의 내부 계 정보가 있는 테이블 요소등록, 요소수정

<표 5> 신규 시스템 구성을 한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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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테이블 간의 계를 ERD로 표 하면 

<그림 8>과 같다. 각 테이블의 컬럼 구성을 포함

한 테이블정의서는 [부록 2]에 첨부하 으며 각 

칼럼은 원천 데이터인 TTA MDR 테이블이 갖

고 있는 칼럼명과 유형을 수하 다. 

<그림 8>에서 보듯이 신규 데이터베이스는 핵

심은 ‘term 테이블’이다. ‘term 테이블’의 ‘type’ 

컬럼에서 단일요소가 클래스, 속성, 코드  어

디에 속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Moca’ 컬럼은 TTA MDR에서 가지고 있

는 ID 값으로 향후 신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을 연계하고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waitingCode’, ‘waitingTerm’ 테이블은 TTA 

MDR에서 입력한 요소를 임시로 장하여 신

규 시스템에 반입하기  임시 보 용이다. 

5.4 이용자 서비스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성하여 시스템을 구축

한 이용자 서비스는 TTA MDR 시스템과 다르

게 클래스, 속성명, 코드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검색결과화면으로 이를 비교해보면 <그림 9>는 

TTA MDR에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검색했

을 경우이며, <그림 10>은 신규 시스템의 Person 

검색결과 화면이다.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TTA MDR의 경

우 특정 클래스 검색 시 클래스와 련된 데이

터 요소 개념 검색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즉, 

ISO/IEC 11179 표 을 수하는 경우는 특정 

메타데이터 요소 개념에 집 하여 련 메타데

이터 요소, 클래스, 속성 등으로 연결하여 결과

를 보여 다. 클래스를 검색하더라도 메타데이

<그림 8>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한 ERD



클래스, 속성 심 메타데이터 지스트리 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  275

<그림 9> TTA MDR에서 ‘Person’ 클래스 상세검색 결과화면

<그림 10> 신규 시스템에서 ‘Person’ 클래스 상세검색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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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요소, 혹은 메타데이터 요소 개념을 확인하

면 ‘클래스, 속성, 값 역의 데이터 유형’을 하

나의 값으로 제시하여 활용하고자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면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클래스와 속

성을 심으로 설계한 시스템은 이용자가 직  

시스템 설계와 구 에 용해야하는 단일 요소

를 심으로 검색결과를 제시한다. 한 클래스

와 클래스, 속성과 속성 간의 포함 계와 상‧하

 계, 연결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계 정보

는 기존 MDR에서는 구 이 어려웠다. 결과

으로 신규 시스템은 ISO/IEC 11179 표 을 

수하는 시스템을 그 로 유지하면서 표 에 

한 이해가 없더라도 쉽게 필요한 요소 검색과 활

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표 이 갖는 가

치를 유지하면서 보다 이용자 친화 인 시스템 

구성을 했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SO/IEC 11179 MDR 표

을 수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

하여 클래스, 속성 값 역의 코드값을 심으

로 하는 시스템 재설계하고 간단하게 검색결과

화면을 확인했다. 지식정보를 획득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메타데이터는 찾고자하는 유형의 

지식정보탐색은 물론 련 정보로의 이동을 용

이하게 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서비스

를 제공해주는 기 이나 서비스의 입장에서 보

면  개방화와 다른 정보자원의 연결로 보

다 풍부한 탐색결과를 제공해  수 있는 요

한 도구이다. 즉, 메타데이터의 표 화는 이용

자, 리자입장에서 모두 양 , 질 으로 좋은 

결과 도출을 가능하게 해 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메타데이터는 정보화 환경이 변화하면

서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리, 서비

스해야하는 필요성으로 요성이 더 증가했다

고 볼 수 있다.  문서형태의 정보서비스 외에 

데이터 개방에 한 요구 증가와 함께 개방 데

이터를 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시 에 그 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자연스럽게 메타데이터 자체도 요한 데

이터 정보자원으로 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ISO/IEC 11179 표 은 단순히 

표  메타데이터를 리 서비스하기 한 틀을 

제공하기보다 개념 으로 메타데이터라는 것

을 어떻게 바라 야하는지에 한 지침인 동시

에 실제 구축, 운 에 필요한 리 , 물리 , 

시스템 , 운  요건을 제공해주고 있다. 반

면,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는 실제 시스템 

구축 시 해당 표 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는 에서 일부 문제 을 노출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11179 표 을 수

하는 TTA의 MDR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

조를 클래스, 속성, 코드를 심으로 재설계하

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의 운 과 유지

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성까지 유지하면서 좀 

더 쉽게 메타데이터 탐색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연계가능한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결과 으로 표 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

지 못한 사람 모두를 포 할 수 있는 근 과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용자들은 좀 더 쉽게 직

 활용 가능한 단일 요소로의 근과 련 요

소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표 을 수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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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할 수 있다. 표 을 수하고 같은 형태

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더라고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의 구성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표 이 갖는 사상  가치를 

인정하면서 정보화 시 의 변화에 응할 수 있

는  다른 시스템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지만 본 연구의 상이 TTA MDR 하나의 

사례라는 은 이 연구가 갖는 한계로 볼 수 있

다. 향후 ISO 11179 표 을 수하는  다른 

시스템들이 등장한다면 본 연구가 비교연구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의 가

치 평가는 이용자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역으

로 향후 두 개 시스템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다

양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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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테이블명 내용

1 aristotle_mdr_ _concept 메타데이터 정보가 있는 테이블

2 aristotle_mdr_concepthelp Help페이지의 개념정보가 있는 테이블 

3 aristotle_mdr_conceptualdomain
개념  역(Conceptual domain)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id 

가 있는 테이블

4 aristotle_mdr_dataelement
데이터 요소(Dataelement)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id가 있는 

테이블

5 aristotle_mdr_dataelementconcept
데이터 요소(Dataelement concept)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id가 있는 테이블

6 aristotle_mdr_dataelementderivation
데이터 요소 생(Dataelement derivation) 규칙 정보가 있는 

테이블

7 aristotle_mdr_dataelementderivation_derives
데이터 요소 생(Dataelement derivation)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있는 테이블

8 aristotle_mdr_dataelementderivation_inputs
데이터 요소 생(Dataelement derivation)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있는 테이블

9 aristotle_mdr_datatype
데이터 유형(data type)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id가 있는 

테이블

10 aristotle_mdr_discussioncomment 토론(Disscussion)의 comment 정보가 있는 테이블

11 aristotle_mdr_discussionpost 토론(Disscussion)의 요청 정보가 있는 테이블

12 aristotle_mdr_discussionpost_relatedItems
토론(Disscussion)의 요청과 련된 메타데이터 id가 있는 테

이블

13 aristotle_mdr_help_concepthelp Help페이지의 개념 정보가 있는 테이블

14 aristotle_mdr_help_helpbase 모든 help 페이지 정보가 있는 테이블

15 aristotle_mdr_help_helppage 기본 help 페이지 id가 있는 테이블

16 aristotle_mdr_helpbase 모든 help 페이지 정보가 있는 테이블(not use)

17 aristotle_mdr_helppage 기본 help 페이지 id가 있는 테이블(not use)

18 aristotle_mdr_identifiers_namespace Identifier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19 aristotle_mdr_identifiers_scopedidentifier Identifier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20 aristotle_mdr_measure Measure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테이블

21 aristotle_mdr_objectclass 객체 클래스(object class)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테이블

22 aristotle_mdr_organization 등록 기 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테이블

23 aristotle_mdr_organization_managers 등록 기 에 속해있는 유 에 한 id가 있는 테이블

24 aristotle_mdr_permissiblevalue 승인된 값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25 aristotle_mdr_possumprofile 활성화된 유  정보가 있는 테이블

26 aristotle_mdr_possumprofile_favourites 즐겨찾기 정보가 있는 테이블

27 aristotle_mdr_property 속성(property)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테이블

28 aristotle_mdr_registrationauthority 등록 권한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29 aristotle_mdr_registrationauthority_registrars 등록기 에 속해 있는 리자 id가 있는 테이블

[부록 1] TTA MDR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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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테이블명 내용

30 aristotle_mdr_reviewrequest 검토 요청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31 aristotle_mdr_reviewrequest_concepts 검토 요청에 한 메타데이터 id 가 있는 테이블

32 aristotle_mdr_slots_slot 슬롯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테이블

33 aristotle_mdr_status 메타데이터 상태에 한 테이블

34 aristotle_mdr_supplementaryvalue 셋에 한 일 상세 정보가 장 되는 테이블

35 aristotle_mdr_unitofmeasure Unit of measure에 속해 있는 메타데이터 id가 있는 테이블

36 aristotle_mdr_valuedomain 값 역(value domain)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37 aristotle_mdr_valuemeaning 값(value)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38 aristotle_mdr_workgroup 속정 정보가 있는 테이블

39 aristotle_mdr_workgroup_managers 데이터 셋에 한 마스터 정보가 있는 테이블 

40 aristotle_mdr_workgroup_stewards 작업 그룹에 속해 있는 표자(steward) 정보가 있는 테이블

41 aristotle_mdr_workgroup_submitters 작업 그룹에 속해 있는 제출자(submitter) 정보가 있는 테이블

42 aristotle_mdr_viewers 작업 그룹에 속해 있는 열람자(viewer) 정보가 있는 테이블

43 auth_group 그룹 정보가 있는 테이블 

44 auth_group_permissions 그룹의 권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45 auth_permission 권한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46 auth_user 유  정보가 있는 테이블

47 auth_user_groups 유 의 그룹 정보가 있는 테이블

48 auth_user_user_permissions 유 의 권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49 djagno_admin_log 유 의 활동 이력 정보에 한 테이블

50 django_content_type App과 model이 정보에 한 테이블

51 django_migrations Migration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52 django_session Django에서 리하는 세션 정보가 있는 테이블

53 notifications_notification 알림(notification) 정보가 있는 테이블

54 reversion_revision 개정 이력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55 reversion_version 메타데이터 version 정보가 있는 테이블

56 search_keyword 검색 이력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57 static_precompiler_dependency Precompiler에 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no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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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comment 데이터 타입 데이터사이즈 Null 컬럼 PK FK

id code 일련번호 Integer N Y

Meaning 의미 Varchar 255 Y

name Code의 값 varchar 255 Y

컬럼명 comment 데이터 타입 데이터사이즈 Null 컬럼 PK FK

Id 태그 일련번호 Integer N Y

Name 태그 이름 varchar 255 Y

컬럼명 comment 데이터 타입 데이터사이즈 Null 컬럼 PK FK

id 메타데이터 일련번호 Integer N Y

Created 생성일
Timestamp with time 

zone
Y

Modified 수정일
Timestamp with time 

zone
Y

Active 등록 여부 Bool N

Definition 설명 Text Y

Hit 조회수 Integer Y

Moca
내부데이터 일 경우 

Moca ID 값
Integer Y

Name 메타데이터 이름 Varchar 255 N

Origin 출처 Varchar 255 Y

origin_uri 출처 uri Varchar 255 Y

Reference 참조 정보 Text Y

Source 반입 방법 Varchar 255 N

type 유형(class,property,code) varchar 255 N

[부록 2] 테이블 정의서

1. code

2. tag

3.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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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comment 데이터 타입 데이터사이즈 Null 컬럼 PK FK

Id 기 코드 일련번호 Integer N Y

meaning 코드 설명 Varchar 255 Y

value 코드 값 Varchar 255 Y

컬럼명 comment 데이터 타입 데이터사이즈 Null 컬럼 PK FK

id 기 메타데이터 일련번호 Integer N Y

Created 생성일
Timestamp with time 

zone
Y

Modified 수정일
Timestamp with time 

zone
Y

Definition 설명 Text Y

Moca_id
내부데이터 일 경우 

Moca ID 값
Integer Y

Name 메타데이터 이름 Varchar 255 N

Origin 출처 Varchar 255 Y

origin_uri 출처 uri Varchar 255 Y

Reference 참조 정보 Text Y

type 유형(class,property,code) varchar 255 N

컬럼명 comment 데이터 타입 데이터사이즈 Null 컬럼 PK FK

Term_id 메타데이터 요소 아이디 Integer N Y

Code_id 코드 아이디 integer N Y

컬럼명 comment 데이터 타입 데이터사이즈 Null 컬럼 PK FK

term_id 메타데이터 요소 아이디 Integer N Y

Related_tag_id 태그 아이디 integer N Y

컬럼명 comment 데이터 타입 데이터사이즈 Null 컬럼 PK FK

term_id 메타데이터 요소 아이디 Integer N Y

Related_term_id 메타데이터 요소 아이디 integer N Y

4. waitingCode

5. waitingTerm

6. relatedCode

7. relatedTag

8. relatedTe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