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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aaS 플랫폼은 메타데이타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다중 사용자 지원 및 용이한 환경 설정으로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고객이 하나의 서비스 인스턴스를 공유

하고, 데이터베이스 안의 정보를 각자 관리할 수 있어 서비스로서 애플리케이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aaS 플랫폼의 하나로 개발중인 SaaSpia 플랫폼에서 다중 사용자 지원 및 용

이한 환경 설정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메타데이타를 알아보고, SaaSpia 애플리케이션에서 메타데이

타 지원을 연구한다. SaaSpia 플랫폼에서 메타데이타는 일반 웹 애플리케이션을 SaaSpia 애플리케이션

으로 변환하거나, 운용중인 SaaSpia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별 설정 변경 시, 이용된다.  

 

1. 서론1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달과 구매자 중심의 SW 시장 
재편, SW 사용 비용 절감을 위해 SaaS 플랫폼에 관한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SaaSpia 플랫폼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SaaS 플랫폼으로 현재 ETRI 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SaaSpia 플랫폼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다중 사용

자 지원 및 용이한 환경 설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테이블 정보, 비즈니스 로
직, 애플리케이션 UI 에 이용된 컴포넌트와 그 특성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접근 권한 정보 등을 메타데이

타로 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SaaS 플랫폼의 하나로 개발중인 

SaaSpia 플랫폼에서 메타데이타 지원을 연구한다. 메
타데이타는 일반 웹 애플리케이션을 SaaSpia 애플리

케이션으로 변환해 다중 사용자 지원을 가능하게 하
고, 운용중인 SaaSpia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마다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용이한 애플리케이

션 실행 환경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2. SaaSpia 플랫폼과 메타데이타 

SaaS 플랫폼 위의 애플리케이션은 실행 시 동시적

으로 애플리케이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들이 가상적으로 분리된 
자신만의 고유 데이터를 통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09-
S-033-01, 중소기업 SW 서비스를 위한 SaaS 플랫폼 
개발] 

실행할 수 있으며, 메타 데이터에 기반하여 애플리케

이션의 설정을 사용자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2, 3]. 
 SaaSpia 플랫폼[4]은 다중 사용자 지원 및 용이한 

환경 설정을 목표로 하는 SaaS 플랫폼의 하나로서 현
재 ETRI 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1)은 
SaaSpia 플랫폼 구조도를 보인다.  

 
(그림 1) SaaSpia 플랫폼의 구조도 

SaaSpia 플랫폼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다중 사용자 
지원 및 용이한 환경 설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
음의 정보를 메타데이타로 관리한다.  

. 테이블들과 확장필드 정보 

. 비즈니스 로직 

. UI 에 이용된 컴포넌트와 그 특성들 

. 접근 가능 URL 들 
 

테이블들과 확장필드 정보을 이용해 테넌트(다중 사
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시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확장된 필드에 대한 메타데이타에 
저장된 비즈니스 로직을 이용한다. 비즈니스 로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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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데이터 값은 UI에 이용된 컴포넌트와 그 특성들

과 접근 가능 URL들을 이용해 테넌트에게 변환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3. SaaSpia 플랫폼에서 메타데이타의 지원 

SaaSpia 플랫폼에서 메타데이타는 일반 웹 애플리

케이션을 SaaSpia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해 다중 사

용자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운용중인 SaaSpia 애플리

케이션에서 사용자마다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
원해 용이한 환경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메타데이타 관리기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UI, 데
이타스키마, 비즈니스 로직을 설정하는 설정도구

(configurator)에게 메타데이타를 제공한다. (그림 2)는 
SaaSpia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메타데이타의 일부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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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aaSpia 플랫폼내 메타데이타의 일부 예 

SaaSpia 애플리케이션은 SaaS 플랫폼 속성을 위해 
테넌트별 데이터 접근 및 테넌트별 확장 가능한 필드

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SaaSPia 
애플리케이션에는 TENANT_ID, FLEX1, FLEX2, FLEX3, 
FLEX4, FLEX5, FLEX6, FLEX7, FLEX8, FLEX9, FLEX10
같은 필드들이 추가된다. TENANT_ID는 테넌트별 데
이터 접근을 위해 이용되며, FLEX1~ FLEX10은 도메

인과 연계되어 테넌트별 확장 가능한 필드로 이용된

다.  (그림 3)에서는 상품과 장바구니 정보를 갖는 테
이블 PRODUCT와 CART에 대해 일반 웹에서의 테이

블 구조와 SaaSpia에서의 테이블 구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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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애플리케이션 테이블의 비교 

SaaSpia 플랫폼은 매우 간단한 XML서술자를 사용

해서 클래스와 SQL구문을 매핑하는 퍼시스턴스 프레

임워크인 iBatis[5]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DB로부

터 가져온다. iBatis는 SQL문과 소스 코드 분리로 소
스 코드의 간결함을 유지하며, 데이터베이스 자원에 
대한 필요이상의 제어를 자동으로 해결해 준다[6].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중 사용자 지원 
및 용이한 환경 설정의 지원은 SQL로 표현된다. 해당 
SQL의 실행 결과로서 비즈니스 로직에 따른 사용자

의 데이터와 접근 가능하면서 사용자가 설정한 UI로 
가공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일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SW 코드 변환(Customizing) 작업을 
서비스 개발자가 수행하지만, SaaSpia 애플리케이션에

서는 메타데이타의 지원으로 설정 도구를 이용해 이
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 웹 애플리케이션을 SaaSpia 
응용으로 변형되도록 서비스 개발자는 설정도구에 의
해 테이블들을 변형하고, SQL을 가공한다. 그리고 해
당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메타데이타를 추출해 관리

하게 된다. 아래는 테넌트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도

록 설정 도구에 의해 자동으로 SaaSpia 애플리케이션

으로 변형된 SQL의 예이다. 
 

SELECT Product_ID, Product_Name  
FROM Product, Cart 
WHERE User_ID=’gildong’ 
AND Product.Product_ID = Cart.Product_ID 
AND Product.Tenant_ID = ‘A’; 

 

특정 테이블의 필드 확장을 위해서는 설정도구에

서 이미 추가된 확장 가능한 필드와 메타데이타에

서 관리되는 비즈니스 로직 및 UI를 결합하고, 접
근 제어값을 설정한다. 아래에서는 확장 필드 지원

을 위해 변형된 SQL의 예를 보인다. 
 

SELECT Product_ID, Product_Name,  
<IsNotNull prepend=”and” property=”Flex1”> 
, Product.Flex1 
</IsNotNull> 
FROM Product, Cart 
WHERE User_ID=’gildong’ 
AND Product.Product_ID = Cart.Product_ID 
AND Product.Tenant_ID = ‘A’;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SaaSpia 플랫폼에 메타데이타를 관
리해 일반 웹 애플리케이션을 SaaSpia 애플리케이션

으로 변환해 다중 사용자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운
용중인 SaaSpia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마다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예를 보였다. 앞으로, SaaSpia 플랫폼

의 기능이 확장되면 관리되어야 할 메타데이타들은 
더 많아질 것이며, 사용자는 좀 더 높은 환경 설정성

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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