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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especially World Wide Web, numerous 

information resources have been constructed.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are that the information resources are distributed, autonomous, 

and heterogeneous. Moreover each information resource has its own query method, 

data representation, and schema structure.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issues in the Internet data management. The task 

of information resources integration system is to answer queries that require extracting 

and combining data from multiple information sour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XML-based Mediation Framework(XMF) for integrating the Internet informatio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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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십년간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 즉 컴 

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 

에 따라 각 조직의 컴퓨팅 환경은 매우 다 

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정보 시 

스템 (information system) 의 확산에 따라 

각기 다른 데이터 모델(data model)올 지원 

하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가 사용되어 왔다. 정보시스템의 초창기에 

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 

는 네트워크 및 계층형 DBMS, 관계형 

DBMS, 객체 지향형 DBMS, 그리고 객체 

관계형 DBMS 와 같은 다양한 모델을 지원 

하는 DBMS 를 이 용하였다.

정보 시스템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정보 

자원의 다양성은 인터넷의 확산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 되 었다. 1990년대의 인터 넷의 

확산은 WWW(World Wide Web) 기술의 

보편화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데이터베이 

스와 웹의 결합을 통하여 파일 기반으로 정 

적인 문서만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 

공하는 웹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즉, 기존 

의 중앙 집중식 컴퓨팅 환경이 아닌 보편화 

된 분산 환경에서 웹을 통한 손쉬운 정보의 

접근은 정보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보 자원의 증대 및 다양한 형 

태의 인터넷 서비스를 꾀하였다.

이러한 현대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 즉 

수많은 정보 시스템의 출현과 다양한 정보 

서비스로 인한 거대한 인터넷 정보 자원으 

로 인하여 분산되어 있는 정보 자원에 대한

통합의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 

가 분산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서로 이질 

적인 정보 자원에 대한 통합의 요구가 발생 

하게 되었다. 기존에 구축된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통합올 시도함으로써 각각의 지역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그들 정보 자원을 통합함으 

로써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시도들이 증 

가흐］■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CALS 의 

EDE(Integrated Data Environment) 및 

PDM(Product Data Management), 메타 검 

색 엔진［9］, 디지털 도서관 등의 초기 정보 

통합 서비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상 문 

서 (virtual document),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가상 기 업 (virtual

enterprise), EAK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EP

(Enterprise Portal) 또는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등의 비즈니스 관점에 

서의 정보 통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시스템마다 사용하는 플랫 

폼과 프로토콜이 다르고, 질의 언어가 모두 

다르며,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의 문제가 아 

니라 할지라도 정보 자원의 데이터 모델에 

서 기인하는 다양한 이질성, 그리고 모든 

요소들이 같다고 ■할지라도 정보 자원을 위 

한 스키마가 또 다를 수 있다［Hector, 1999； 

Kim, 1995b］. 또한, 스키마까지 같다 하더 

라도 데이터 지체에 대한 이질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해결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단일 시스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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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통합이 아닌 이질적인 인터넷 정보 

자원을 통합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 

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 통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동적인 

인터넷 정보 자원을 통합하는 일은 더욱 어 

려운 일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터넷 정보 자원을 

통합하기 위하여 모델링, 인터넷 정보 자원 

의 특징인 분산성, 자치성, 그리고 이질성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 유연한 통합 방법의 

요소 기 술을 제 시 하고, 이 러 한 요소 기 술을 

통하여 인터넷 상의 정보 자원을 통합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인터넷 상의 

정보 자원의 통합을 요구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의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는 기존의 통합 시스템과 XMF 를 비교 하 

였으며 3 장에서는 XMF 의 주요 구성 요소 

에 대하여 설명하고, 4 장에서는 XMF 에서 

제공하는 중재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통합 시스템 비교

2.1 MIX

MIX (Mediation of Information using 

XMDEMIX, 1999a； MIX, 1999b]는 XML 

자원들에 대한 통합을 수행하는 미디에이터 

방식의 통합 시스템이다.

〈그림 1> MIX 의 구조

이 시스템은 미디에이터 뷰 정의 

(Mediator View Definition)0,] XMAS (XML 

Matching And Structuring Query 

Language)를 이용하여 XML 자원이 제공 

하는 데이터에 대한 뷰를 정의하고, 이 통 

합된 뷰에 대하여 질의를 수행한다. 결과 

데이터 통합 시에 DTD 추론 모듈을 통하 

여 결과에 대한 DTD 를 생성해낸다.

MIX 시스템은 BBQ 라 불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합될 XML 문서에 

대한 DTD 를 보여주며 이 구조에 따른 질 

의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한다. BBQ 로 

부터 생성된 질의는 VXD API 를 통하여 

MIX 미디에이터에 전달되며, 이는 미 리 정 

의되어 있는 미디에이터 뷰 정의를 참조하 

여, 서브 질의로 분해된 다음, 각 정보 자원 

들에게 전송된다.

XIX 에서 사용하는 XMAS 는 XML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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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한 룰 기반의 선언적 질의 언어로서 

XMAS 의 룰 형식은 CONSTRUCT head 

WHERE body 으로〈그림 2＞는 두 개의 

문서를 우편번호로 조인하는 예이다.

CONSTRUCT 

<big_neighborhoods_med> 

<big_nerghborhood_med>

$N $S

</> ($N, $S}

</>

WHERE

<i此ighborhoods>

$N： <neighborhood>

<zip>$Z</>

</>

</>

</>

IN ''http://www.npaci.edu/DICE 

/MIX/tutorial/neighborhoods.xinl,/ 

AND

WHERE

<schools>

$S： <school>

<zip>$Zl</>

</>

</>

</>

IN ''http://www.npaci.edu/DICE/ 

MIX/tutorial/schools.xml" 

AND $Z=$Z1

〈그림 2〉XMAS 질의 언어 예

XMAS 장점으로는 사용자 질의 

(XMA爭만을 이용하여 쉽게 통합할 수 있고, 

변수 바인딩(variable binding)을 통하여 원 

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변환할 수 있으나 통 

합 대상이 문서 (WWW 이나 DBMS 와 같 

은 정보 시스템이 아니다)이고, 통합 대상 

이 되는 문서 전체를 가져오거) 되며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한 유연한 의미 충돌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둥의 단점이 있다.

2.2 UniSQL/M

UniSQL/MtUniSQL, 1994] 은 미디에이 

터 방식의 정보 통합 시스템은 아니나 

DBMS 의 통합 방법 제공 및 XMF 의 기본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비교하였 

다. UniSQL/M 은 한 개 이상의 DBMS 로 

부터 데이터를 실체화(materialization) 시켜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그림 3＞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마스터 (Master) 프로세스는 UniSQL/M 

클라이언트와 UniSQL/M 데이터베이스 서 

버 사이, UniSQL/M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UniSQL/M 로컬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간 

의 통신을 초기화하는 역학을 수행하며, 서 

버나 드라이버 수에 상관없이 각 호스트마 

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 실행된다.

드라이버(Driver)는 글로벌 데이터 베이 

스 엔진과 로컬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질의 

변환을 위한 모듈로서 각 로컬 데이터베이 

스 서버마다 드라이버가 하나씩 구동된다. 

마지막으로 서버(Server)는 로컬 데이터베 

이스와 글로벌데이터베이스 구동에 필요한 

서버 역할올 담당한다.

http://www.npaci.edu/DICE
http://www.npaci.ed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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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niSQMM 의 구조

UniSQL/M 은 통합을 위하여 레지스터 

정의, 프록시 정의, 그리고 가상 클래스의 

정의 둥을 수행해야 한다. 레지스터 정의 

에서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로컬 데이터 

베이스간의 연결올 설정하기 위해 UniSQL 

에게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호 

스트 이름,데이터베이스 타입, 사용자 명, 

패스워드 둥）를 제공하며, 프록시 정의에서 

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로컬 데 

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나 클래스간의 일대 

일 매핑을 하여 UniSQL/M 을 통하여 접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로컬 데이터베이 

스의 테이블이나 클래스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가상 클래스에서는 

각각의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이 

나 클래스간에 존재하는 유사한 데이터에 

대한 동일한 뷰를 정의하기 위해 새로운 형 

태의 클래스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사용자는 

가상 클래스를 이용하여 질의하거나 이용하 

게 된다.

UniSQL/M 장점으로는 단일화된 언어 

（SQL）로서 통합을 하게 되며, 유연한 충돌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하나 데이터 통합만 

이루어지며, 드라이버를 지원하지 못하는 

DBMS 나 정보 시스템과의 통합은 힘들다 

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2.3 시스템 비교

XMF, MIX, 그리고 UniSQL/M 의 시스 

템을 정보 통합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 XMF : 서로 다른 데이터 모델을 

가진 정보 시스템이 관리하는 정보 

자원올 XML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 

여 글로벌 스키마 형태로 통합한 후, 

질의 언어로 질의하는 검색 시스템

■ MIX :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XML 문서를 질의 언어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XML 문서로 재 가공하는 

문서 통합/변환 시스템

■ UniSQL/M : 서로 다른 데이터 모 

델을 가진 DBMS 가 관리하는 데이 

터를 동적으로 통합하여 질의할 수 

있는 DBMS

〈표 1〉정보 통합 시스템 비교표

XMF MIX UniSQL/M

통합

대상

WWW, 

DBMS 둥과 

같은 시스템 

내이 관리하 

는 정보 자원

WWW 의 

XML 문서 

및 GIS 시스 

템, DBMS 와 

같은 정보 자 

원을 XML 

문서화 하여 

통합

DBMS 가 관 

리하는 데이 

터 

（드라이버에 

따라 파일의 

데 이 터 가 통 

합 대상이 될 

수 있음）

공통 

데이터 

모델

XML XML
객체-관계 데 

이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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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질의 변환 및 

결과 변환, 

정보 자원에 

대한 연결 방 

법 （JDBC, 

GET/POST） 

제공

질의 변환 및 

결과 변환 연 

결 방법 : 

GET

질의 변환 및 

결과 변환 

연결 방법 : 

socket

질의어

XPath（가상 

문서에 대하 

여 질의）

XMAS（를 통 

하여 가상 문 

서 생성）

SQL（을 통하 

여 뷰 설정 

및 실체화）

통합 

방법 

기술

XML 형태로 

통합 중재 규 

칙 기술

질의어 자체 

에 통합 방법 

기술

질의어 자체 

에 통합 방법 

에 대한 기술

글로벌

스키마

DTD, XML 

스키마
①TD 추론 

수행

SQL

구조적 

충돌 

해결

0

（통합 중재 

규칙）

0 

(XMAS)

0 

(SQL)

의미적 

충돌 

해결

0

（사용자 정의 

함수）

0 

（XMAS 의 

기능에 제한 

적）

0 

（사용자 정의 

함수）

3. XMF

3.1 전체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넷 정보 중 

재 시스템인 XMF 는 XML 기반의 정보 통 

합 도구로서 전형적인 미디에이터-래퍼 구 

조［Wiederhod, 1992］를 가진다. XMF 미디 

에이터는 사용자와 래퍼 사이에 위치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미들웨어 （middle

ware） 로서 사용자는 XMF 의 미디에이터를 

통해 분산된 호스트에 존재하는 정보 자원 

올 검색할 수 있다.

〈그림 4>는 XMF 의 계층 구조를 나타 

낸 것으로 XMF 는 응용 계층, 중재 계층, 

그리고 자원 계층의 3 단계 계층 구조를 가 

진다. DBMS, 또는 WWW 과 같이 통합하 

고자 하는 시스템은 모두 자원 계층에 속하 

게 되며, 자원 계층에는 주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보 자원을 위한 시스템들이 위치하 

게 된다. 중재 계층은 XMF 가 위치하는 

곳으로 통합에 대한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 

으며, 중재 계층의 미디에이터에는 모든 데 

이터 관리 및 처리를 XML 기반으로 수행 

한다. 또한 자원 계층의 데이터 모델을 중 

재 계층의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기 위하여 

래퍼가 존재하게 되는데, 래퍼는 미디에이 

터와 같은 사이트 내에 위치하기도 하며, 

다른 사이트에 위치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에는 XMF 를 이 

용하는 다양한 응용들이 위치하게 된다. 

XMF 는 일반 사용자들이 XMF 를 이용하 

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API> 제공하 

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응용 

을 구현할 수 있으며, 기존적으로 XMF 를 

웹에서 사용하기 위한 서블릿을 위한 라이 

브러리를 이용하여 웹으로도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XMF 관리자가 사용하는 XMF 매 

퍼는 통합하고자 하는 정보 자원에 대한 중 

재 규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즉, 모든 XMF 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들은 XMF 의 응용 계층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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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Layer

Mediation 
Layer

Resource < 
Layer

site

3.2 미디에이터

미디에이터는 사용자 질의를 입력 받아 

각 래퍼로 사용자 질의를 재가공 및 분배 

한 후, 그 결과를 받아 통합하는 기능을 가 

지는 모듈이다.

〈그림 5＞는 XMF 의 미디에이터 구조 

로서 XMF 미디에이터는 크게 질의 처 리기 

(Query Processor), XMR 핸들러 (XMR 

Handler), 그리고 결과 통합기 (Result 

Integrator)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 처리기는 사용자 질의를 입력 받아, 

사용자 질의가 올바른 질의인지 검사를 한 

후, 올바른 질의이면 각각의 정보 자원 시 

스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질의(decomposed 

query)로 변환을 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 

는 사용자 질의와 변환된 질의는 모두 

XPath 형태의 질의 언어를 사용한다. 

XPath 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i) 현 

재 W3C 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XML 

에 대한 질의 언어는 XPath 가 유일하며, 

(ii) XPath 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추후 XMF 의 정보 통합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서 XPath 를 지원하게 되면 통합 

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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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합기는 이렇게 래퍼에게 전달된 

서브 질의들에 대한 XML 문서 형태의 부 

분 결과들을 얻어와 매핑 룰에 따라 통합하 

여 하나의 XML 문서로서 사용자에게 질의 

결과를 제공한다. 각 래퍼가 제공하게 되 

는 서브 질의 결과들은 지역 스키마의 정의 

에 따른 문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매핑 

룰올 참조하여 해당 지역 스키마에 대웅하 

는 전역 스키마를 참조하여 통합한다.

XMR 핸들러는 질의 처리 과정과 결과 

통합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질의 분해 

및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관 

리하며, 질의 처리기와 결과 통합기의 요 

구에 따라 적절한 매핑 룰과 통합 관련 메 

타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3 래퍼

래페김경일, 2000； 김태현, 1999］의 수행 

업무는 마디에이터에서 전달 받은 질의 

(decomposed query)를 각각의 정보 시스템 

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질의 언어로 

변환하여, 해당 시스템에게 질의하는 일과 

질의 결과를 XML 형태로 변환하는 일인 

질의 변환과 결과 변환이 가장 주된 일이다.

〈표 2＞에서 제시하는 것은 XMF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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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에 따른 래퍼 타입이 

다. 현재 5가지의 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타입에 따른 래퍼의 구조는〈그림 6>과 

같다.

〈표 2> 래퍼 타입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타입 5

시스템

형태
WWW WWW DBMS DBMS WWW

접속

방법
HTTP HTTP JDBC JDBC HTTP

질의
Query

String

Query

String
SQL SQL XPath

결과

형태
HTML XML

데이터

베이스
XML XML

타입 1 은 일반적인 웹 웅용에 대한 래퍼 

의 예이다. 이러한 웹 응용은 일반적으로 

HTTP GET/POST 를 이용한 파라미터 전 

달을 통하여 질의 결과를 생성해낸다. 이 

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브 질의 결과인 

XPath 를 파라미터 단위로■ 변환해주는 모 

듈이 필요하게 되며, 결과도 일반적인 

HTML 형식이므로 이를 XHTML 또는 

XML 로 변환해줄 수 있는 래퍼가 필요하 

다. 타입 2 는 근래에 들어 나타나고 있는 

웹 웅용의 형식으로 질의 결과에 대한 마임 

타입 (mime type)0] text/xml 또는 

application/xml 의.경우에 해당한다. 즉, 

일반적인 웹 응용을 작성하되 질의 결과는 

XML 로 보이는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의 변환 모듈만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다.

타입 3 과 타입 4 는 정보 자원이 DBMS 

의 경우로서 SQL 또는 OQL 과 같은 별도 

의 구조적 질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타입 3 은 완전한 DBMS 로서 SQL 과 관계 

형 데이터 모델을 따르는 질의 결과만을 제 

공하는데 반하여 타입 4 는 DBMS 위에 

XML 모듈올 추가하여 질의 결과가 XML 

인 경우이다. 타입 3 의 경우에는 전역 질 

의로서의 XPath 를 해당 정보 자원의 지역 

질의, 즉 SQL 로 변환하는 모듈과 질의 결 

과를 XML 로 변환하는 모듈이 필요하며, 

타입 4 의 경우에는 XPath 를 SQL 로 변환 

하는 모듈이 필요하다.

타입 5 는 완전한 XML 응용으로서 별 

도의 래퍼를 필요치 않고 곧바로 미디에이 

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5 가지의 타입 외에 

도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웹에 

대한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며, XMF 의 래 

퍼 타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 

함으로써 래퍼만 추가시켜 주면 다양한 형 

태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통합이 가능하도 

록 한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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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pe1 (b)type2

(•) typ.5

〈그림 6> XMF 의 래퍼 구조

4. 통합 중재 규칙

XMF 의 통합 중재 규칙(XMR； XMF 

Mediation Rule)은 XMF 의 질의 처리 및 

결과 통합시에 필요한 스키마와 각 스키마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이러한 중재 규칙 

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중재 규칙은 질의 처리와 

결과 통합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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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중재 규칙은 통합하고자 하 

는 시스템의 지역 시키마와 통합 

된 후의 모습인 광역 스키마와의 

관계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합 중재 규칙에는 통합시 발생 

할 수 있는 충돌 문제(구조적 충 

돌 문제와 의미적 충돌 문 

제)[NHP； Kim, 1995a]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상이하다.

Resourcel 의 경우에는 웹에 연동되어 

검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XML 형태로 

전달한다고 가정해 보다. 이에 따라 XMF 

의 래퍼 타입 중에서는 타입 2 번에 해당하 

게 된다. 또한 Resource 2 의 경우에는 타 

입 3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래퍼가 설정이 되면 다음 그 

림과 같은 래퍼의 결과를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 

족하기 위해서 XML 을 공통 데이터 모델 

로 이용하며, 각 정보 자원의 메타 데이터 

를 XML 로 표현한다. 또한 광역 스키마와 

지역 스키마 와의 관계를 모두 XML 로 표 

현한다.

〈그림 7> 정보시스템 환경

예를 들어〈그림 7>과 같은 온라인 도 

서에 검색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각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이 WWW 와 

DBMS 로 각각 상이하며, 스키마 형태도

Wrapperl (Resourcel)

〈그림 8> 래퍼의 결과

즉, XMF 의 래퍼를 통하여 전달되어 온 

결과는 모두 XML 형태이며, 이 XML 형태 

를 사용 XMF 통합 중재 규칙에 따라 통합 

하면 된다.

XMF 통합 중재 규칙은 다음과 같은 (i) 

데이터 등록 부분 - 각 정보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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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법(정보 자원 이름, 위치 정보, ID, 

패스워드 등)과 의미 충돌시 충돌 문제 해 

결올 위한 사용자 정의 함수(User Defined 

Function)을 등록 하는 부분 (ii) 스키마 

기술 부분 - 통합하고자 하는 로컬 스키마 

에 홰당하는 정보 시스템의 DTD 및 글로 

벌 스키마에 해 당하는 DTD 의 등록과 같은 

스카마 등록 (iii) 매핑 룰 부분 - 각 로컬 

스키마와 글로벌 스키마와의 매핑 관계를 

기술하는 부분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의 예는〈그림 7>의 환경에서 

통합하기 위한 통합 중재 규칙이다. 

<resigtry> 부분에는 통합하고자 하는 정 

보 자원에 대한 래퍼의 기술이다. 만약 통 

합하고자 하는 정보 자원에 대한 래퍼가 같 

은 호스트라면 CONNECTION 값이 

LOCAL 이며, 다른 호스트로 연결되면 

REMOTE 가 된다. 또한 REMOTE 의 경우 

에는 어떤 컴퓨터에 있는 래퍼인지를 명시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함수를 등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함수는 arithmetic, 

concatenate, convert 7\ 된다.

<?xml version=M1.0w?>

<xmr>

<registry>

<sources operation=ffmerge^>

< source name=wlsl  camection=ffLCX3ALff type=2 ff />* *

<source connection=*REMOTE*  METH(M>*POST*  type="3”〉

<url>http：Z/kmfJ^xxWtype3.cgi</urI>

<query name=wxmfi5uery*></query>

</source>

</sources>

<dest name드"gs" />

<function name="arithmetic" sclass-f,(fiviaoikdass*  dclass=wnraltiplication.class,r />

<function name=wconcatenatew sclass=wSpilitStringjdass*  ddass=wMergeString.class// />

<function name=,,convertw sclass=//ToNumber.class/x ddass=* rroChar£]assff />

</registry>

<schemas>

< schema name=wgsw ref=//catalog.dtd7>

<schema name=wlslw ref=/zbook.dtdV>

< schema name='ls2" ref=Mproduct.dtdV>

</schemas>

<maps>

<map dest그"gs：/catalog"/>

<map dest="gsycatalog/bookV>

<map dest戶"gs：/catalog/book/@ISBN" source=,,lsl:/Books/Book/^ISBN^

〈map dest그"gs：/catbg/boo"@[SBN" source그'1s2：/productsZBook/lsb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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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dest= ,,gs：/catalog/book/titlew source=,,lsl：/BooksA>ook/title7>

<map dest=wgs：/catalog/book/title/, source=,/ls2：/products/Book/@title,7>

<map dest=wgs：/catalog/book/authors,7>

<map dest=wgs：/catalog/book/authors/author/, source=wlsl:/Books/book/Author/7>

<map dest=wgsycatalog/book/authors/authorw

source=,'concatenate(l, ls27products/Book/authors/author/ln)w />

<map dest=wgs：/catalog/book/authors/author/,

source=,,concatenate(2, ls2：/products/Book/authors/author/fn)w />

<map dest=wgs：/catalog/book/price,' source=,xlsl:/Books/book/Price7>

<map dest=wgs：/catalog/book/price/,

source=ffarithmetic(ls2：/products/Book/price( ♦ 1200)" />

<map dest="gs：/catak)g/book/eg“ source=Mconvert(lsl:/Books/Book/eval),r />

<map dest=wgs：/catalog/book/evalw source=/,ls2：/products/Book/evaluationw />

<map dest=ffgsycatalog/bodc/categoiyw source=wlsl:/Books/Book/Category,7>

<map dest="gs：/catak)g/boo"category“ source="Computer"/〉

</maps>

</xmr> _

〈그림 9> XMF 통합 중재 규칙 예

각 함수에는 sclass 와 dclass 가 있는데, 

sclass 는 질의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이며, 

dclass 는 결과 통합에 이용하는 클래스이 

다. 이렇게 클래스가 나뉘게 되는 이유는 

한 정보 자원의 값이 12000 원의 의미를 가 

지고 있고, 다른 정보 자원의 값이 10 달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올 때 환율 

이 1200 원: 1 달러 라면 사실 12000 과 10 은 

같은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질의할 때 

12000 원인 것을 찾는다면 10 달러인 것도 

같이 찾아야 하며, 결과 통합할 경우에는 

10 달러는 12000 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즉 질의할 때와 결과 통합할 때에는 반대 

되는 역할의 함수들이 각각 필요하게 된다.

，또한 <resigtry>는 정보 자원의 통합시 

어떠한 형태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연산 

자를 지원한다. 제공되는 연산자는 다음과 

같다.

■ merge : 각 정보 자원을 단순 병합 

（중복 허용）

■ join : 각 정보 자원을 설정한 키에 

의하여 조인

■ union : 각 정보 자원을 설정한 키 

에 의하여 유니온 （중복 제거）

■ difference : 각 정보 자원을 차를 

구하는 연산

<schema>는 각 정보 시스템의 스키마 

와 글로벌 스키마를 링크하게 된다. 즉, 

<schema> 부분에는 통합하고자 하는 정보 

자원이 래퍼를 통하여 전달된 후의 XML 

모습을 DTD 또는 XML 스키마 형태로 링 

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합하고자 하는 

정보를 DTD 로 모델링 한 후 그 DTD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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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하게 되면 〈schema name="lsl” 

ref="book.dtd"> 형태와 같이 DTD 파일 

이름을 ref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넣어주면 

된다. 또한 만약에 통합하고자 하는 정보 

시스템을 XML 스키마 형태로 모델링하면 

<schema name=,,lsl,z ref="book.xsd”〉와 

같이 스키마 파일을 링크하면 된다. 즉, 각 

정보 자원을 DTD 또는 XML 스키마의 형 

태로 모델링 한 후 파일 이름만 링크하게 

되면 XMF 미디에이터에서는 그 파일을 로 

딩하여 파싱 및 구조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maps> 엘리먼트는 통합하 

고자 하는 정보 자원에 대하여 어떻게 글로 

벌 스키마와 매핑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기 

술하는 부분이다. <map>의 어트리뷰트는 

dest 와 source 가 있게 되 는데 dest 는 글로 

벌 스키마를 의미하며 source 는 로컬 스키 

마의 정보 자원을 의미한다. dest 와 source 

어트리뷰트는 XPath 의 생략형 문법 

(abbreviate syntax)를 변형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map dest= ,zgs：/catalog/boon 

/ @ISBN" source=" Isl:/Books/Book/ @ISBN 

">는〈schemas〉와〈registry〉에 Isl 이라 

고 정의된 정보 자원 중 /Books/Book 

/@ISBN 에 해 당하는 값올 글로벌 스키마인 

gs 의 /catalog/bo<8n/@ISBN 에 매 핑 하는 것 

올 의미한다. 이러한 매핑올 통하여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충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의미적 충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registr成〉에 정의 

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하여〈그림 9>의 

중재 규칙을 이용하여 해결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XMF 의 통합 중재 규칙에

의하여 통합된 모습은〈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통합 후의 결과

5. 결론

인터넷 정보 자원에 대한 통합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별적인 정보 자원을 통합함으 

로써 새로운 정보의 추출 가능, 인터넷 정 

보 자원의 통합에 대한 요구 사항 증대, 그 

리고 기 구축된 정보 또는 데이터의 재사용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 자원이 존재하며, 분산 환경 하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각 시스템의 자치성을 보 

장하면서,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서의 모호 

한 정보 자원올 결함 없이(seamless) 통합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질적 

인 구조를 가진 정보에 대하여 XML 기반 

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이 

를 바탕으로 구현하였다. XMF 는 인터넷 

상의 이질적인 정보 자원을 XML 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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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모델로 이용하여 통합함으로써 사용자에 

게는 단일화 된 뷰(view)로 보이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단 

일화된 뷰 형태의 XML 로 인식될 수 있지 

만, 이는 서로 다른 인터넷 정보 자원으로 

부터 통합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진 결과이 

다. 또한 XMF 의 통합 대상으로는 기존의 

멀티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DBMS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정보 자원까지 통 

합할 수 있으며, XML 형태를 따르는 정보 

자원은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

또한, XMF 의 일반 사용자는 XMF 를 

이용하여 상이한 정보 자원들에게 일괄된 

방법으로 질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질의 

결과는 XML 형태로 전달됨으로써 데이터 

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조적 질의가 가능하게 된다.

XMF 의 향후 현구 과제로는 현재 맴 

정보는 단순 평문 형태의 XML 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쉽게 편집 할 수 있으나 보다 비 

쥬얼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쉽게 

맵을 구성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자동화 

된 XMF 통합 중재 규칙을 생성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래퍼 

외에도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OAP 을 지원하는 래퍼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XPath 를 기반으로 

질의 언어가 설계 및 구현되어 있는데, 

W3C 의 XML 에 대한 질의 언어인 Xquery 

가 완성되면 XMF 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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