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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분야에서 ISO/IEC 11179를 기반으로 MDR(Metadata Registry)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

재 구축된 메타데이타 관리 시스템들은 표준을 따라서 생성되지 않아 메타데이타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메타데이타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접근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MDR 

시스템마다 상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SQL/MDR이 제안되었다. SQL/MDR은 MDR에 대한 사용하기 쉬운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복

적인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접근연산 개발 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간 데이터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

게 한다. 그러나 SQL/MDR은 검색을 위한 연산만을 지원할 뿐, MDR 구축 시 접근제어를 위한 연산은 

제공하지 않아 정확하고 표준화된 MDR 구축 및 안전한 접근제어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는 앞

서 언급한 SQL/MDR문제점 중에서 안전한 접근제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MCL(Metadata Control 

Language)을 제안한다. MCL은 ISO/IEC 11179 Part 6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그룹의 역할과 권한을 미리 

정의하여 사용자를 사용자 그룹으로 할당하는 간단한 연산자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상의 편이성과 보안성

을 증대시킨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가 쉽고 정확하게 MDR에 대한 접근제어 규칙을 쉽게 정의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 관리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킨다. 

키워드: 접근제어 모델, 보안, RBAC, Metadata Registry 

1. 서  론1 

ISO/IEC 11179 는 메타데이터 간 불일치에 의한 상호 

운용성 문제 해결과 정보공유 및 교환의 용이성을 위하

여 개발되었다[1]. 그러나 MDR 시스템 구현 시 연산패

턴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개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제약조건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되어 

MDR 간의 이질성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SQL/MDR 을 제안하여 현재 표준화 진행 

중이다[2,3]. 그러나 SQL/MDR 에서도 MDR 접근시스템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보안성과 사용상의 편

이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관된 사용자 접

근부분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MDR 접근방법은 DCL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우

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인 MCL(Metadata Control 

Language)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ISO/IEC 11179 에

서는 MDR 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데이터요소에 대한 

검색, 등록, 투표, 등록상태변경, 개정 및 버전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명세하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ISO/IEC 11179 표준에 따라 개발된 MDR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MDR 접근 시 일정

한 형태의 질의 연산 패턴을 갖는다. 다시 말해, 표준에

서 요구하는 필수 기능을 제공해야 하므로 모든 MDR 

시스템들은 일정한 질의 패턴을 지니게 된다. 둘째, 

MDR 시스템은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제공한다. ISO/IEC 

11179 를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 시 명세에서 요구하는 

필수 테이블과 필수 속성이 있다. 

현재까지 구축된 MDR 들은 MDR 시스템 접근 시 사

용되는 연산 패턴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방법이 연

구되지 않았다. 이는 MDR 시스템 개발 시 ISO/IEC 

11179 를 준수하기 위해 매번 동일한 연산 패턴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표준접근 방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MDR 접근 

시 반드시 요구되는 제약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MDR 간의 이질성 문제를 야기하고 표준

화된 MDR 구축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ISO/IEC 11179

에서는 기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스키마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된 MDR 시스템

마다 다른 구조와 명칭을 갖는 스키마를 사용하게 되며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5, No.1(C)



이는 결국 MDR 간의 이질성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ISO/IEC 11179 에서 요구하고 있는 테이블

과 속성을 정의하고 동일한 패턴을 지니는 접근연산들

을 분석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을 위한 MDR 질의 언어

를 정의 및 설계하기 위해 국제표준 질의어인 SQL[4]

을 기반으로 확장된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 질의 언어

를 SQL/MDR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MDR 시스템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MDR 간의 메타데이타 공유 및 

교환을 위하여 SQL 기반의 DCL 을 사용할 경우 구현하

는 과정이 복잡하여 사용성이 떨어지고, 사용자 권한 부

여시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접근 보안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논문에서는 SQL/MDR 중 MDR 접근제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MDR 시스템 개발과 사용성 및 보안

성을 높이는데 있고 MDR 접근제어를 다루는 질의 언어

를 MCL(Metadata Control Language)로 정의하였다. 구

현된 MDR 접근제어 시스템은 ISO/IEC 11179 의 규칙을 

준수하고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

어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및 MDR 접근제어 구축을 위

한 지침서로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컴포넌트를 기반으

로 설계 및 구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메타데이

타 레지스트리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재사용이 용이

하며 시스템 개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일관된 정

형화된 접근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의 편이성과 보안

성을 향상시킨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관련연

구 부분인 MDR 개념과 기존 관리 시스템의 특징에 대

하여 기술한다. 제 3 장에서는 MCL 개념 및 정의에 대

하여 기술하고, 제 4 장에서는 구현 및 평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5 장에서는 결론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ISO/IEC 11179 소개 

ISO/IEC 11179 는 데이타를 쉽게 이해하고 상호운영

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 기구인 ISO/IEC JTC 1 에 

의해 개발된 표준이다. 이는 상호간 데이터 공유 및 교

환을 극대화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타를 표현하고 구축

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MDR 은 데이터 요소들의 집

합이고, 데이터 요소는 정의, 식별, 표현 및 허용 가능

한 값들의 속성 집합으로 데이터를 명세하기 위한 최소

단위이다. 국내에서 구축된 MDR 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 컴포넌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구축한 컴포넌트 메

타데이타 레지스트리[5],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의 

서지정보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6]가 있다. 해외에서 

구축된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는 미국 환경청의 환경청

의 환경 정보를 위한 EDR(Environmental Data 

Registry)[7,8], 호주 건강복지기간의 NHIK(Australian 

National Health Information Knowledgebase)[9,10], 미

국 교통부의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11,12]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국제 표준인 

ISO/IEC 11179 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나 일관성과 표

준화가 결여된 MDR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고 MDR 접

근 시 반드시 요구되는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MDR

간 이질성을 야기함으로써 국제표준인 ISO/IEC 11179

의 혼란을 발생시킨다. 이는 결국 MDR 간 메타데이타의 

불일치를 야기하게 된다. 

2.2 SQL/MDR  

앞서 언급한 MDR 의 문제점인 표준화된 MDR 을 제

공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SQL/MDR 이 개발되었

다. 즉, SQL/MDR 의 목적은 메타데이타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에 대한 표준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접근 방법을 제공하

는데 있다. 이는 MDR 시스템 구현 시 연산패턴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제약조건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되어 발생하는 MDR 간

의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QL/MDR 을 제안하여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이미 SQL/MDR 과 유사한 

접근방법들이 많은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

다. 공간 데이타의 표준 접근을 위한 공간 질의어

(Spatial Query Language) 연구[13,14], 시간 데이터를 

위한 시간 질의어(Temporal Query Language) 연구

[14,15],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위한 SQL/MM[16]등이 

그 예이며, 이들은 모두 국제 표준 질의 언어인 SQL 을 

기반으로 확장된 질의 언어들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특수한 형태의 데이타들에 대해 

각각 다른 구조를 지니는 데이타베이스를 중립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것이다. 즉 표준화된 액세스 방법으로 

다양한 데이타베이스를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각 구조에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질의 

모델링이 가능하며 질의 모델링 비용 및 분산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분산 처리 비용 등 효율성을 제

공한다.  

그러나 비록 SQL/MDR 이 일관성 있는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해도 단순한 검색을 위한 방법만을 제공하며 

이는 MDR 에 대한 수정 연산, 구조 정의는 물론 접근 

제어를 위한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요구하게 된다. 

 

3. MCL 개념 및 정의 

이 장에서는 ISO/IEC 11179 의 명세를 바탕으로 

MDR 접근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MCL 을 정의하고, MCL 

세부 연산자인 MGRANT 와 MREVOKE 에 대하여 정의

한다. 

3.1 MCL( Metadata Control Language ) 개념 

ISO/IEC 11179 Part6 에는 사용자 그룹 및 각 사용자

그룹의 Role 이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편리하게 부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언어를 제안하고 이를 MCL 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MCL 은 SQL/MDR 이 가지고 있는 사용성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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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부분의 취약점을 개선한다. MCL 은 

MGRANT(GRANT FOR MDR)와 MREVOKE (REVOKE 

FOR MDR )가 있다. 

MDR 에서 사용자 그룹에 대한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기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 그룹과 권

한을 DBMS 상에서 구현하여 MCL 연산자로 사용자가 

사용자 그룹의 권한을 주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구현된 

MDR 접근제어 시스템은 ISO/IEC 11179 의 규칙을 준수

하고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 시

스템 개발 프로세스 및 MDR 접근제어 구축을 위한 지

침서로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설

계 및 구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메타데이타 레

지스트리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재사용이 용이하며 

시스템 개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일관된 정형화

된 접근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의 편이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킨다. DCL 을 이용한 MDR 보안모델의 구현도 가

능하지만 DCL 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MDR 에 대

한 이해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구축 시에도 MDR 표

준을 명확히 구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3.2 MDR 사용자 그룹 Role 정의 

ISO/IEC 11179 Part 6 ‘데이터 요소의 등록’에서는 사

용자, 제출자, 책임자, 등록자, 통제위원회, 집행위원회

의 6 개의 사용자 그룹으로 분류된다. 일반 사용자

(Read- only user)는 메타데이타 내용을 검색(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제출자(Submitter)는 새로운 메타데이타 

관리항목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가(Stewards)는 

메타데이타 관리항목의 품질을 검토 및 보장하고, 등록

자(registrar)는 데이터 요소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유지

하는 역할을 하고, 통제위원회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방

향을 제시하고, 집행위원회는 MDR 전체정책과 방향에 

대한 역할을 한다. 메타데이터 등록 프로세스와 관련된 

등록 활동주체(RAB, Registration Acting Body)의 구성

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MDR에 대한 조직별 Role과 관계 

사용자 그룹별 세부 역할과 권한은 표 1 과 같다. 

 

표 1. 사용자 그룹별 역할과 권한 

 
 

3.3 MCL Operator 정의 

앞서 분석한 메타데이타 레지스트리에서 사용되는 연

산 패턴 중 접근제어에 대해 표준 SQL 을 확장하여 

MCL 로 정의하였다. MCL 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체에 대

한 접근 권한을 다루는 MGRANT 와 MREVOKE 라는 두 

가지의 주요 연산자를 가진다. 권한을 부여하는 연산자

를 MGRANT(GRANT FOR MDR)라고 정의하고, 권한을 

회수하는 연산자를 MREVOKE(REVOKE FOR MDR)라고 

정의하고 사용문법은 다음과 같다. 

MGRANT USER_GROUP [ROLE] TO USER 

MREVOKE USER_GROUP [ROLE] TO USER

 

3.4 MCL 사용 예제 

이 절에서는 표 2, 표 3, 표 4 처럼 사용자와 사용자 

그룹, 사용자 그룹과 역할, 역할과 권한의 관계를 표준 

SQL 문을 이용한 방법과 이미 정의된 MCL 을 이용한 

방법으로 비교한다. 

 

표 2. 사용자와 사용자 그룹간의 관계 

사용자 사용자 그룹 

KIM Read-only-users 

SAM Stewards 

 

표 3. 사용자 그룹과 역할관계 

사용자 그룹 Role 

Read-only-users 데이터요소검색 

데이터요소검색 Submitters 

데이터요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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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역할과 권한관계 

Role Privileges Tables 

데이터요소검색 Select Data_elements

데이터요소제출 Select,Insert,Update,Delete Data_elements

 

예제 1 은 데이타요소 검색 Role 을 Read_only_users 

사용자 그룹에 부여하고 개별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

하는 예이다. 예제 2 는 데이타요소 검색 Role, 데이터

요소 제출 Role 을 Submitter 사용자 그룹에게 부여하고 

개별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예이다. 

 

[예제 1] Kim 에게 Read_only_users 권한을 부여하시오 

<SQL 의 DCL 방식> 

(데이터요소검색)   

   - create role 데이터요소검색 

   - grant select on data_elements(table) to 데이터요소검색 

  (Read_only_users) Kim 

   - create role Read_only_users 

   - grant 데이터요소검색 to Read_only_users 

   - grant Read_only_users to Kim 

 

< MCL 방식> 

  MGRANT read_only_users TO Kim 

 

[예제 2] Sam 에게 Submitters 권한을 부여하시오 

<SQL 의 DCL 방식> 

(데이터요소검색) 

  - create role 데이터요소검색 

  - grant select data_elements(table) to 데이터요소검색 

(데이터요소제출) 

  - create role 데이터요소제출 

  - grant insert, update data_elements(table) to 데이터요소제출 

(Submitters) sam 

  - create role submitters 

  - grant 데이터요소검색, 데이터요소제출 to submitters 

  - grant submitters to sam 

 

<SQL/MDR 의 MCL 방식> 

MGRANT submitters TO sam  

 

SQL 의 DCL 방식 사용시 개별 Role 들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복잡성과 이로 인한 잘못된 권한 부여로 접근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제 1 과 예제 2 의 MCL 을 

사용하면 개별 사용자에게 사용자 그룹 Role 을 바로 부

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이성과 접

근제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4. 구현 및 평가 

이 장에서는 MCL 을 위한 질의 처리기를 구현하고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MCL 질의처리기는 구현의 용

이성을 위해 기존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였다. 

 

4.1 MCL Operator 구현 방법 

MCL Operator 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GRANT 처럼 

DBMS 에 MCL Operator 를 구현하는 방법과 ISO/IEC 

11179 Part7 의 SQL/MM 처럼 User Define Type 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2007 년 11 월 ISO/IEC 

JTC1/SC32 WG4 회의에서 신규기능 추가 시 User 

Define Type 으로 하기를 권장하고 있어 이 논문에서 구

현은 User Define Type 으로 한다. 

 

4.2 구현 

4.2.1 구현 환경 

ISO/IEC 11179 를 기준으로 하여 Role 기준정보와 사

용자 그룹 기준정보를 그림 2 의 실선 구분을 미리 구성

한다. 

 
그림 2.  ISO/IEC 11179 에 기준한 사용자 그룹정보 

 

4.2.2 ISO/IEC 11179 Part 6 에 기반한 사전정보 구축 

 Role 과 권한과의 관계를 사전 정의된 내용을 테이블로 

구성하면 표 4 와 같고, 사전 정의된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create role 데이터요소검색 

- grant select on data_elements (table) to 데이터요소검색 

- create role 데이터요소제출 

- grant insert, update, delete on data_elements (table) to 데이터요

소제출 

 

사용자 그룹과 Role 과의 관계도 사전 정의된 내용을 

테이블로 구성하면 표 3 과 같이 되고 사전 정의된 정보

를 구성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create role read_only_users 

- grant 데이터요소검색 to Read_only_users 

- create role submitters 

- grant 데이터요소검색, 데이터요소제출 to Sub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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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MCL 연산자를 이용한 사용자 권한 부여 

ISO/IEC 11179 에서 정의된 사용자 그룹과 역할관계

를 DBMS 로 미리 구성한 후 그림 3 과 같이 MCL 연산

자로 실제 사용자에게 사용자 그룹에 대한 권한을 부여

한다.  

 

그림 3. MCL 처리시 DCL 처리내용 

 

4.3 검증 

검증단계에서는 부여한 권한에 대한 정확성에 대하여 

확인 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부여한 권한을 보면 KIM 은 

DATA_ELEMENTS 테이블에 대하여 SELECT 권한만을 

가지고 SAM 은 DATA_ELEMENTS 테이블에 대하여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권한을 가져야 한

다. 그림 4, 그림 5 와 같이 DBMS 상에 부여된 권한을 

확인하면 KIM 은 READ_ONLY_USERS 사용자 그룹에 속

하고 DATA_ELEMENTS 테이블에 대하여 Select 권한을 

가지고, SAM 은 SUBMITTERS 사용자 그룹에 속하고 

DATA_ELEMENTS 테이블에 대하여 SELECT, DELETE, 

INSERT, UPDATE 권한을 가진다. 

 

그림 4. RDB 상에 부여된 KIM 의 권한 

 

 

그림 5. RDB 상에 부여된 SAM 의 권한 

 

사용자 KIM 과 SAM 의 권한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해 질

의문 Q1, Q2, Q3, Q4 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Q1) SELECT REG_AUTH_IDENTIFIER, DATA_IDENTIFIER, VERSION, 

CREATION_USER FROM MDR.DATA_ELEMENTS; 

 

Q2) UPDATE MDR.DATA_ELEMENTS SET CREATION_USER=’KIM’  

WHERE REG_AUTH_IDENTIFIER=200800001  

AND DATA_IDENTIFIER=200804001 AND VERSION=1 ; 

 

Q3) INSERT INTO MDR.DATA_ELEMENTS(REG_AUTH_IDENTIFIER, 

DATA_IDENTIFIER,VERSION,                             

RESPONSIBILITY_NAME,  CREATION_USER) 

VALUES(200800002, 200804002, 2, 'DEFAULT', 'SAM'); 

 

Q4) DELETE FROM MDR.DATA_ELEMENTS  

WHERE REG_AUTH_IDENTIFIER=200800002  

AND DATA_IDENTIFIER=200804002 AND VERSION=2; 

 

 

그림 6. Q1, Q2, Q3, Q4 에 대한 KIM 의 권한 

 

DATA_ELEMENTS 테이블에 대하여 SELECT 권한만 가

지는 사용자 KIM 에 대한 Q1, Q2, Q3, Q4 실행결과 그

림 6 과 같이 Q1 은 정상 실행이 되고, Q2, Q3, Q4 는 

권한 오류 에러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림 7. Q1, Q2, Q3, Q4 에 대한 SAM 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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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ELEMENTS 테이블에 SELECT, UPDATE, INSERT, 

DELETE 을 가지는 사용자 SAM 에 대하여 Q1, Q2, Q3, 

Q4 실행결과 그림 7 과 같이 Q1, Q2, Q3, Q4 가 권한 오

류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 

 

4.4 비교평가 

 DCL 과 MCL 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5 와 같이 

MCL 은 처리구조가 간단하여 사용이 편하고 미리 정의

된 구조를 사용하므로 보안성이 우수하다. 

 

표 5. DCL 과 MCL 비교 

항 목 DCL MCL 

사용자 편이성 어렵다 쉽다 

보안성 복잡한 처리구조로 인하여 접

근보안성에 대한 검증 필요 

우수함 

접근방법의 표준화 미지원 지원 

질의문의 간편성 복 잡 간편 

MDR 이해도 정확하고 높은 이해도 필요 낮음 

MDR 접근제어 

상호 운용성 

낮음 높음 

 

5. 결론 

 MDR 은 메타데이타의 관리 및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ISO/IEC 11179 의 핵심요소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MDR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시스템들

이 MDR 표준을 따르지 않고 개발되거나 구축되어 MDR 

간 메타데이타 불일치가 발생하고 MDR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연산자가 없어 개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QL/MDR 이 제안되었

으나 SQL/MDR 은 검색을 위한 연산만을 지원하고 있다. 

즉, 메타데이타에 대한 수정, 삭제, 추가는 물론 구조의 

일관성 있는 정의 및 접근제어를 위한 연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접근제어는 안전하고 정형화 된 MDR 에 

대한 보안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ISO/IEC 11179 Part 6 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그룹별 권한과 역할을 미리 구축하고 MCL 이라

는 연산자를 제공하여 시스템 관리자가 표준 및 저장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용자 권한에 대한 이해 

없이도 접근 시스템을 쉽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MCL 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고 

MDR 사용자 그룹의 Role 을 검토하여 MCL Operator 를 

정의하였다. 또한 DCL 과 MCL 방법을 비교하고 MCL 

Operator 를 구현하고 검증을 하였다.  

향후 연구로서, 실제 MDR 구축을 위한 MDR 조작을 

위한 언어 및 MDR 구조를 생성하는 언어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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