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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발전함에 따라 통합된 메타데이터는 구현뿐만 아니라 활용측면에서도  중
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제는 전략적인 비즈니스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표준으
로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서는 CWM(Common Warehouse MetaModel)을 웨어하우스와 
BI(Business intelligence)의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간의 메타데이터 상
호교환 중심으로 구현됨으로써 CWM 을 사용한 메타데이터의 활용 및 저변확대가 안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CWM 을 기반으로 한 레파지토리(Repository)를 설계 및 구현함으로
써 CWM 로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저장, 보관하여 비즈니스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러한 연구를 통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야에서도 MDA(Model Driven Architecture)기반의 설계 및 
구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서론 

최근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구축되고 
활용되면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Metadata)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 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
이터를 전사적인 데이터 저장소 내에 통합하여 관리
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시
작되었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메타데이터이다[1].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통일되게 저
장하고 데이터의 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메타데
이터 레파지토리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의 메타데이터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 IT 사용자(구축자, 관리자) 등으로 나눌 수 있
다[2].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발전함에 따라 최종사용
자의 비정형 질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였고 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자체가 전략적인 
비즈니스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IT 분야에서도 데
이터 웨어하우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각 제품별로 존재하는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를 통합
하여 연관성 및 통일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제품간의 
메타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효율성과 확
장을 높이는데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레파지토리는 이러한 비즈니스 메타데이터와 기술적 
메타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ISC(Information supply 
chain) [3]을 구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메타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

고, 분산환경 하에 웨어하우스의 표준 메타데이터 모
델로서 CWM(Common Warehouse MetaModel)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통일된 형태의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를 처음부터 구
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는 개발된 제품간의 메타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형태
로 구현되어 왔다. 그러나 메타데이터의 일대일 교환 
형태만으로는 메타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제안한 CWM 기반의 레파지토리를 통하여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로 접근 및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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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의 효율적인 메타데이터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내용 및 
CWM의 구성을 살펴본다. 3장은 CWM기반의 레파지
토리의 모델 및 설계내용을 설명한다. 4장은 3장에서 
제안된 레파지토리를 구현하여 메타데이터를 저장, 보
관, 배포 및 조회할 수 있는 모듈들을 보여준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
을 제시한다.   
 
2. 관련 표준 메타데이터 및 레파지토리 연구 

CWM 은 1997 년 약 800 여 개 관련 업체들의 컨소
시엄으로 구성한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 의
해서 주창 되었다. 다른 메타데이터 모델 표준으로 존
재하던 MDC(Meta Data Coalition)의 OIM(Open 
Information Model)이 2000년 9월 CWM에 병합됨으로
써 CWM 이 완벽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야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다. [4]  

CWM 은 OMG 의 3 가지의 표준사항 인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MOF (Meta Object Facility), 
XMI (XML Metadata Interchange)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UML 은 객체 모델을 설계하고 표현하기 위한 
표준 모델로써, CWM은 이러한 UML의 객체 모델 개
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CWM 의 모델도 UML 의 다이
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메타모델 을 정의하
기 위한 사양인 MOF 에 근거하여  CWM 메타모델이 
구성되어 있다. MOF 는 메타모델을 정의하기 위한 메
타모델의 메타모델로서 메타모델을 작성하기 위한 최
상위 단계의 모델이며, 이에 근거하여 UML, CWM 등

의 표준 메타모델이 만들어졌다. 세 번째로는 CWM의 
핵심인 메타데이터의 상호교환을 위해서는 XML 기반
의 XMI 를 통하여 메타데이터의 상호교환을 수행한다. 
XMI 는 MOF 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타모델 혹은 
UML 이나 CWM 등의 메타모델에 의해 생성된 메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형태를 정의한다.  XMI
는 XML 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 XML 
파서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나 API 의 개발이 가능
하다.  

CWM 은 전체기능을 5 개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총 
21개의 기능을 가진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5]  

Object Model 계층의 경우 MOF 을 기반으로 하여 
객체 지향 기술과 접목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의 다른 
CWM 패키지들이 사용하기 위한 기본 계층이다. 
Foundation 계층은 상위계층의 패키지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서비스를 정의한 것으로, CWM뿐만이 아닌 일
반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패키지이다. Resource 계층은 
CWM 의 물리적 대상을  기술한 것으로 파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XML 등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물리적인 
구성요소를 기술한다. Analysis 패키지는 Resource 계층
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기능과 서비스를 
기술하는 계층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 사용될 
논리적인 비즈니스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최종사
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Management 계층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환경과 프
로세스등을 기술하는 계층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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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CWM 계층별 Package 분류 
 

CWM 은 객체 지향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상속을 기반으로 한 메타데이터의 확장 및 재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각 제품
에 맡는 특별한 속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모델 자체
를 확장할 수 있다. 상속 이외에도 UML 의 스테레오
타입이나 꼬리 값(TaggedValues)을 사용하여 쉽게 확장
할 수 있다. 

CWM 은 공통된 표준모델을 통한 서로 다른 시스
템간의 메타데이터 교환에 초점을 맞추고, 패턴기반의 
접근을 통하여 CWM 의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전송 아키텍쳐로  Point-
to-point 교환에서 레파지토리 기반의 상호교환형태까
지 다양한 형태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CWM 는 아직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간에 메타데이터 교환을 위한 업체표준형태
로만 사용되는 수준이지만, CWM이 발전하면 이를 기
반으로 한 많은 응용 기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 프로젝트

에 CWM 을 적용한 사례는 없으나, CWM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관계된 영역의 모든 프로세스를 기술하
고 있으므로, 이를 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웨어하
우스의 개발방법에 적용을 한다면 MDA 기반의 표준
화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CWM 기반의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 설계 

CWM 이 메타데이터 교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메
타데이터의 비즈니스적인 응용측면에서는 미흡한 것
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레파지토리 기반의 아키텍쳐를 설계하였다. 도구
들 사이의 메타데이터 교환을 위해서는 중앙집중 방
식을 사용하는 것이 상호 연결성이 뛰어나며 메타데
이터의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레파지토리를 통하여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사용 시 비정형분석을 위한 메타
데이터 조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데이터 웨어하
우스 전체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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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데이터의 관리가 용이하고 수정된 내용에 대해 시
스템간의 상호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야에서 모델 주도형 구

조 (MDA)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표준 메타모델인
CWM 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한 상호운영성과 플랫폼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레파지토리를 설계하였다.  

 
 
 
 
 
 
 
 
 
 
 
 
 
 
 
 

(그림 1 ) CWM기반의 레파지토리 아키텍쳐 
 
본 논문에서 제안한 CWM 레파지토리 시스템은 크

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CWM를 정의하는 XMI를 
사용하여 레파지토리를 생성하는 CWM_Creator  모듈
과 인터페이스 API 로 CWM 표준에 따라 생성된 XMI 
파일을 레파지토리 내로 가져오는 CWM_Importer 모
듈,  레파지토리 내의 내용을 XML 파일로 내보내는 
CWM_Exporter 모듈, 레파지토리 내의 메타데이터를 
조회 및 관리하는 CWM_Manager 모듈 등 4 가지 모
듈로 구성된다. 

CWM_Exporter를 통하여 모델링 도구에서 OLAP도
구까지 생성된 CWM 기반의 XMI 파일을 XML 파서
를 통하여 레파지토리 내에 저장할 수 있으며 
CWM_Importer 를 통하여 레파지토리 내의 정보를 
XMI 파일로 생성하여 다른 도구들이 생성된 XMI 파
일을 전송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7]  
그리고 CWM_Manager 를 통하여 최종 사용자가 웹

을 통하여 메타데이터 검색,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하도
록 하였으며, 레파지토리가 가져야 할 생명주기 관리, 
동시 제어, 접근 권한 관리, 버전 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레파지토리 내에 자체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다.  

 
4. 시스템 구현 

CWM 기반의 레파지토리 저장소로서 상용의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RDBMS)를 선택하였다. CWM 이 객
체지향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객체지향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저장 및 보관에 용이할 수 있
으나, 상용화되지 못하여 메타데이터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활용성이 떨어지고 비즈니스적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기 어려움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소로 
선택하였다.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기반의 비정형 질의 도
구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메타데이터를 응용한 프로
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기에 용
이하다. 또한 검증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메
타데이터 관리 및 유지가 원활하다.  
기본적으로는 객체 개념의 CWM 을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로 변환하기 위해 O-R(Object-Relation) 매핑 개
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UML 로 표현된 다이어그램
을 O-R 매핑 방식으로 적용하는 기존의 방법으로 레
파지토리를 구성할 경우 CWM 모델이 변경되거나 확
장될 때 레파지토리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재구성해야 
하므로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CWM 을 정의하는 XMI 파일을 기반으로 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정의어(Data Definition Language)
를 생성하여 레파지토리를 구축하였다. 레파지토리 생
성 시 CWM 을 정의하는 XMI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CWM 이 변경되거나 확장될 경우, 변경내용을  CWM
정의 XMI 파일에 반영함으로써 레파지토리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레파지토리의 확장성을 높였다. 
그림 2는 CWM XMI 파일의 관계를 UML 다이어그

램으로 표현하였고, 표 2 는 XML 파일 내 요소
(Element)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객체와 연
관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 CWM 정의 XMI Element간의 관계 
 
   < 표 2 > XMI 요소와 RDBMS 객체간의 매핑 

XMI element DBMS Object XMI Type 
Model.Class Table Foreign Key 
Model.Association Table 없음 
Model.Attribute Column Datatype 
Model.Reference Table Foreign Key 
Model.Association End Column,  Foreign Key,  

 
이를 구현하기 위한 CWM_Creator모듈은 CWM v1.0

을 정의한 XMI 파일을 사용 하였으며, 레파지토리 생
성 API 는 JAVA 를 기반으로 DOM 파서를 사용하여 
XMI 내의 슈퍼타입과 타입의 연결관계 처리가 용이하
도록 하였다. CWM 을 정의한 XML 파일을 읽어드린 
후에 해당 요소에 맞는 데이터정의어를 생성한 후에 
JDBC 를 이용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객체
를 생성하였다. 추가적으로 레파지토리의 버전 및 생
성자 관리를 위하여 최종생성일자, 최종 변경자, 최초
생성일자, 최초 생성자 등을 추가하였다. 

supertype

type

Datatype

Package 

Class 

Association
End 

Reference Attribute

Association

Modeling 
Tool 

CWM기반 
Repository 

Operational 
Data Store 

Relational 
Database

OLAP 
Server 

ETL  
Tool 

Interface API 

<CWM_Manager> 
메타데이터 관리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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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WM_Creator Java API의 예   

 
CWM_Importer 는 CWM 기반으로 생성된 XMI 파

일을 파싱하여 해당 태그 및 엘리먼트에 매핑되는 테
이블을 찾아 삽입을 수행한다. CWM_Exporter 는 테이
블간의 연결관계(Relationship)를 이용하여 CWM XMI
을 생성한다. CWM 기반의 레파지토리는 CWM 정의 
XMI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으므로 XMI 파일의 
저장 및 생성이 용이하다. 

 

 
         (그림 4) 생성된 XMI 파일의 예  
 

 CWM_Manager 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
는 다양한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하나 웹 환경을 위해 
JSP 를 사용하여 CWM_Manager 를 구현하였다. CWM
기반으로 생성된 레파지토리는 객체지향모델에 기반 
하여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간의 연결 관계가 
다소 복잡하여 비즈니스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결관계를 미리 정의한 뷰를 생성하여 사용
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시스템 구현 환경 

운영체제 Windows XP 
레파지토리 DBMS  Oracle 사의 Oracle9i 9.2 
Java API 개발 도구 Oracle사의 Jdeveloper 9.0.3 

Oracle JDBC 
Apache Xerces XML Pars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CWM 레파지토리의 경우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도구들간의 메타데이터 상호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고 메타데이터를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CWM 기반의 표준 레파지토리를 생성하였다.  

둘째, 객체기술을 상용의 RDBMS 에 접목함으로써 
기능적으로는 객체기술을 활용하면서 저장공간은 상
용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 메타데이
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셋째, 고정화된 레파지토리가 아닌 CWM 메타데이

터를 정의하는 XMI 에 의하여 레파지토리를 생성함으
로, 메타모델의 변경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도록 하
였다. 
넷째, Model-Driven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 메타데이터 서비스의 제공 및 메타모델
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레파지토리를 구
현하였다[8].   

 
      <표 4> 타 레파지토리 시스템과의 비교 

구분 
Metaintegration 

사의 
MIR [9] 

Oracle사의 
Warehouse 
Builder [10] 

제안된 CWM
기반의 

Repository 
CWM XMI 저장 
및 Interchange지원 지원 부분 지원 지원 

레파지토리 저장소 RDBMS RDBMS RDBMS 
비즈니스 메타데이
터 사용의 편리성 하 상 상 

CWM확장, 변경에 
따른 레파지토리 
변경의 용이성 

하 하 상 

 
향후 연구과제로는 CWM 기반의 레파지토리를 이

용하여 표준화된 OLAP API 를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이
다. 또한 레파지토리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으로 메
타데이터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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