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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비스 기반의 사  데이터 통합은 기업 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통합 인 데이터 리가 필요하다. 기업 간 업은 비즈니스 로세스를 

이용하여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들에 근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근은 로벌 쿼리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기종간의 상호운용을 해서 

데이터 이질성, 스키마 이질성, 유효성 검증과 같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업은 동 이면서 신뢰성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업을 한 XMDR-DSM(eXtended MetaData Registry-Data Service Mediator) 시스템을 제안한다. XMDR-DSM은 XMDR-DS와 

XMDR-DQP, XMDR-DAI로 구성되어 로벌 스키마와 로컬 스키마간의 매핑을 지원해주고, 데이터 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업무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정보를 재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과 교환의 표 화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워크 로우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원화된 정보를 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보 수명을 증 하고 

비용 감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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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nterprises the data integration based on service requires integrated data management as the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enterprises accelerates. Cooperation among enterprises is accomplished through accessing distributed database using business process. As 

this approach is performed based on the global query, problems such as data heterogeneity, schema heterogeneity, and verification of 

validity have to be solved in advance for the interoperability among the heterogeneous system. Thus, cooperation requires dynamic and 

reliable constru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XMDR-DSM (eXtended MetaData Registry-Data Service Mediator) system for cooperation. XMDR-DSM, 

which is comprised of XMDR-DS, XMDR-DQP, and XMDR-DAI, supports the mapping between global schema and local schema and 

provides data access and integration service. Therefore, XMDR-DSM enables the mutual support of business operations among 

heterogeneous database. In addition, it can secure information as reusable asset and the standardization of interchange. Also it can manage 

unified information since it provides business process based on workflow; therefore, it will be able to increase the life span of information 

and reduce th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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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기업의 다양한 통합 요구에 따라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에서의 B2B 는 기업 내부에서 로세스 통합에 한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1, 2]. 이런 상황 속에서 업은 이기종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이 필수 이다. 그러나 애 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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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문제에 따른 이기종 랫폼 간 데이터 상호운용에 의

한 업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IT환경에서는 이기종 

랫폼에 따른 기업 간 업 문제를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

다[3]. 그 에 가장 시 한 부분이 표 화이다. 표 화를 통

해 오늘날 비즈니스 업무들은 오래 동안 직면하고 있는 통

합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4]. 재는 이기종 통합

에서 웹 서비스의 사용은 사용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서비

스만을 이용하거나, 키워드 기반의 검색엔진 는 웹 서비

스 지스트리[5] 탐색에 의해 합한 서비스들을 검색하고 

있다. 한 검색된 서비스들의 조합은 주로 사용자 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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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매우 불편한 작업이 

될 수 있다[6, 7]. 

기업에서 업은 서비스 기반의 사  데이터 통합 로

세스 심이며, 핵심은 비즈니스 로세스이다. 비즈니스 

로세스(business process)란 기업이 타 기업과 개인 고객을 

한 모든 트 에게 가치(서비스, 제품)를 제공하기 해 

순차 이거나 동시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연 된 업무

들의 모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로세스 기반의 

업무들은 워크 로우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2]. 워크 로우는 기업의 비즈니스 로세스를 

GUI도구를 통해 모델링 과정을 거쳐 설계를 하고, 설계된 

로세스를 실제로 운 하면서 다양한 로세스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재 수많은 기

업들이 비즈니스 로세스를 자동생성 할 수 있는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 솔루션 시장에 합류하고 

있다. 더욱이 BPM 솔루션을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사  

데이터 통합 서비스는 기업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 리에 직  향을 미치는 인 라에 한 빠른 

응력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

들은 데이터 서비스 심의 업 시스템 구축에서 비즈니스 

로세스를 이용하여 상호운용 서비스가 지원이 되도록 하

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통해 상호간의 업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한 미들웨어인 XMDR- 

DSM을 제안한다. XMDR-DSM(eXtended MataData 

Registry-Data Service Mediator)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처리 과정이 기술된 워크 로우를 이용한 업을 효율 으

로 지원할 수 있게 로컬 데이터베이스간의 데이터 상호운용

상의 리지 인 역할을 담당하고, 업 로세스에 따른 

데이터 페더 이션(Data Federation), 데이터 마이그 이션

(Data Migration),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이 가능하

게 된다. 비즈니스 로세스는 로컬 데이터베이스간의 메타

데이터 스키마 표 화 과정을 거친 로벌 스키마를 참조하

여 정의된 업무들로써 즉, 로벌 쿼리 기반의 로세스이

다[7]. XMDR-DSM은 업에 의해 미리 정의된 비즈니스 

로세스를 웹 서비스에 등록하여 로컬 데이터베이스간의 

데이터 서비스 심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웹 서비

스 기반의 워크 로우를 정의하여 업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업에 필요한 데이터 상호운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질성들에 한 문제는 XMDR을 이용하여 해결

한다[8]. 한 XMDR 기반의 DSM은 로벌 스키마와 로컬 

스키마간의 스키마 변환  데이터 구조, 형식, 의미, 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로컬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교환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8-11]. 

XMDR-DSM은 XMDR-DQP(Distributed Query Pr- 

ocessor)와 XMDR-DAI(Data Access and Integration)으로 

구성된다. XMDR-DQP는 XMDR을 참조하여 데이터 통합 

서비스 심의 분산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로벌 

쿼리와 로컬 쿼리간의 변환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서 

XMDR-DQP는 XMDR-DAI와 연계되어 사용자가 로컬 데

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트랜잭션을 하기 한 쿼리를 로컬 

쿼리로 재정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일

성 있는 로벌 스키마를 보여 으로써 분산된 로컬 데이

터베이스에 별도의 스키마 지식이 없이도 워크 로우 기반

의 비즈니스 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 은 로컬 데이터베이스 간 업을 

통해 비즈니스 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게 환경을 구축하고, 

웹 서비스를 이용한 이질 인 데이터들 간의 상호운용이 가

능하게 하는 효율 인 서비스 지원하도록 하기 한 것이

다. 한 로세스 재정의에 의한 처리, 새롭게 정의되는 

로세스를 사용자가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는 분산 데이터의 일 성을 유지하면서 공유  교환되는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여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

을 한 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축은 정보

를 재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과 정보 제

공  교환의 표 화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세스를 통해 표 화된 정보를 리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정보 수명을 증 하고 비용 감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상호운용시스템,  

XMDR, 워크 로우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에 한 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은 XMDR-DSM을 이용한  기반시스

템 임워크 구성을 기술하고, 4장은 쿼리 처리 메커니즘

을 기술한다. 5장은 Proxy-DB를 이용한 데이터 이주 기법

을 기술하고, 6장은 용사례  비교평가를  7장은 결론 

 향후연구에 해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상호운용 시스템

기업들은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는 거시간의 

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업 

시스템은 데이터 서비스가 목 인 업에서 분산된 데이터

베이스나 거시에게 균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자원의 한 이동, 근, 업데이트가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이질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연구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분산 데이터의 상호운용에 한 

연구는 최근의 로컬 시스템에서 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결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업을 형성하고, 상호운

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환경 개선에 많은 연구가 진

행 에 있다[2]. 이기종 업 시스템의 데이터의 상호운용

을 한 표 인 시스템으로 GRelC(Grid Relational Catalog) 

로젝트에서 제안한 Grid-DBMS[12]는 그리드 환경에서 

동 으로 데이터 리를 한 임워크이다.  다른 시

스템으로 실시간 기업환경에서 정보통합 리를 한 

OGSA-WebDB[13 ]는 GDS(Grid Data Service)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합 리하기 한 시스템이다. Grid- 

DBMS는 논리 으로 구성되는 가상 데이터 공간에서 동

으로 그리드 데이터베이스를 리하고 데이터를 상호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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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워크 로우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 

기 하여 제안한 임워크이다. Grid-DBMS에서 정의한 

그리드 데이터베이스는 논리 으로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종의 데이터베이스이며, 거시 시스템에서 독립 으로 

운 되어 상호 연동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Grid-DBMS 로젝트에서 용한 그리드 미들웨어

는 Globus Toolkit[14]을 사용하 으며, 데이터 교환은 

Grid-FTP[15]를 사용하 다. 데이터 교환을 한 작업으로 

데이터 단편화와 재할당, 그리고 데이터 복사 작업을 지원

한다. 

OSGA(Open Grid Services Architecuture)를 기반으로 한 

OGSA-WebDB[13]는 기존에 운 되던 거시 시스템들이 

실시간 력을 한 앙 집  구조로서 데이터를 통합 운

하기 하여 제안한 임워크이다. GDS는 거시 시스

템들의 실시간 변화 환경을 지원하며, 데이터를 통합 운

하기 한 허  유형 시스템이다. OGSA-WebDB는 데이터 

자원들을 지원하기 한 미들웨어로서, 이종 데이터베이스

에 한 근과 분산  통합처리를 한 획일 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OGSA-WebDB는 데이터 통합  분산 질의와 같

은 고차원 서비스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본 인 오퍼 이

션들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OGSA-WebDB가 제공하는 기

능은 주로 데이터간의 상호운용을 으로 하여 연구되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 환경에서 비즈니스 로세스를 지원

하기 한 XMDR-DSM을 제안하며, XMDR을 이용하여 이

기종간의 비즈니스 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운용 이질성을 극복하여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정보

의 재사용  정보 수명이 증 되고 비용 감을 할 수 있게 

한다. 한 기존 정의된 비즈니스 로세스들의 유기 인 

연계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2.2 XMDR

XMDR은 메타데이터의 데이터 요소, 용어  구조  개

념을 의미 으로 장하고 검색하기 한 기술로 XMDR은 

ISO/IEC 11179[8, 16]에서 제안한 정보 공유  교환을 한 

표 으로 재 많은 로젝트가 진행 에 있다. 특히 ISO/ 

IEC 11178-3에서 공유 데이터의 리를 한 메타 모델, 기

본 속성이 제시되었는데, 메타 모델은 의미 인 내용과 그

리드 환경하의 사용자들이 정보처리 시스템간의 공유되는 

데이터 요소의 구문을 한 표 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DSM은 XMDR을 이용하여 명확한 요구사항

을 만족하도록 구성된 것으로써, 효율 인 데이터 서비스를 

한 데이터 상호운용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드상

의 분산 데이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기본 

데이터베이스들의 메타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여 XMDR의 구

성요소  정의를 기술한 것이다.

- Meta-Semantic Ontology(MSO): MSO는 데이터베

이스들의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보를 시소러스화한 것

으로, 표 으로 지정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매핑하여 

메타데이터간의 계성과 이질성을 해결할 목 으로 

정의한 것이다.

- Instance-Semantic Ontology(InSO): InSO는 실제 

인스턴스 값(value)과 분산 인스턴스 값(value)들 간의 

연  계성을 시소러스화 한 것으로, 인스턴스 값 사

이에 의미성, 유사성을 고려하여 정의한 것이다. 

- Meta-Location(MLoc): MLoc는 MSO와 연계하여 

로컬 데이터베이스들의 물리 인 정보인 치, 근, 

권한 등을 등록한 것으로, 데이터 근  통합에서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데이터 이주과정이나 질의 로시

 메시지가 해당 치에 달될 수 있게 하는 목 으

로 정의한 것이다[9-11].

 

2.3 워크 로우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

기업 내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단 에 로세스가 존재

한다. 이러한 로세스들은 특정한 작업 흐름을 갖는 단

들로 구성된다. 워크 로우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자동화

를 의미하며, 워크 로우 리 시스템(WfMS)은 소 트웨어

를 이용하여 워크 로우의 수행을 정의, 생성, 리하는 시

스템을 의미한다[13]. 부분의 워크 로우 시스템은 업무 

흐름의 자동화, 정보  문서 달의 자화 그리고 일  

데이터 근, 제어를 통해 비즈니스 로세스의 개선, 통제, 

리, 공동 작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WfMS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개선 측면에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WfMS는 비즈니스 

로세스의 자동화를 의미하며 문서, 정보, 업무 등의 특정 

사용자에서 다른 사용자에게로 사 에 정의된 규칙에 의하

여 달된다. 이러한 WfMS의 용 상은 기업 체이므

로 기업 내의 모든 업무와 자원을 로세스 에서 통합

하여 리하게 된다. WfMS는 기업의 업무 흐름을 자동으

로 처리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약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국내외 부분의 연구들이 워크 로우의 비즈

니스 로세스 정의  인스턴스 생성, 실행에 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워크 로우 상호운용성에 해서는 워크

로우 표 에서 정의한 상호운용성 명세를 그 로 구 해

서 사용하는 수 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비즈니스 로세스는 (그림 1)과 같이   

각각의 로세스를 XMDR에 정의된 로벌 스키마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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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업을 한 XMDR-DSM 시스템 구성

로 작성한 것이고, 워크 로우는 업된 로컬 데이터베이스 

마다 순차 으로 처리해야 될 수행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를 들어 “자산 신청 처리 업무를 작성하라”와 같은 요구

에 해 비즈니스 로세스인 수행 순서를 (그림 1)과 같이 

작성한 것이다.

이는 자산신청, 자산등록, 입고처리, 회계처리에 한 새

로운 로세스 워크 로우를 설계한 것으로 각 로세스들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XMDR-DSM을 통해 비즈니스 벨

의 업을 처리 할 수 있다.

3. 업을 한 XMDR-DSM 시스템 설계

3.1 업을 한 시스템 체 인 구성도

본 논문에서의 XMDR-DSM은 사  데이터 통합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업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

계하 다. 이는 로벌 스키마 기반으로 작성된 비즈니스 

로세스가 효과 으로 분산된 이종 데이터에 근하여 수

행할 수 있도록 구 된 것이다. 로벌 스키마 기반의 비즈

니스 로세스는 이종 데이터들로부터 정보 검색, 삽입, 삭

제, 변경이 발생할 때 스키마간의 의미충돌을 감지하고 해

결하는 일이 주기능이다. 한 이종 데이터 상호운용을 수

행할 때 데이터에 한 이질성, 유효성 검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2)와 같이 업을 한 

XMDR-DSM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애 리 이션, 로세스 

리, 웹 서비스, XMDR-DSM(XMDR-DS, XMDR-DQP, 

XMDR-DAI), 데이터 리소스 계층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계

층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애 리 이션 계층(Application Layer)은 사용자가 직

으로 업 로세스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사

용자가 비즈니스 로세스를 정의하는 GUI도구를 이용해서 

로세스 템 릿 포지토리에 정보와 XMDR-DB에서 제공

하는 로벌 스키마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로세스를 정의

한다.

(2) 로세스 리 계층(Process Management Layer)은 

미리 정의된 업 로세스 별로 템 릿을 구성하여 리하

고, 이것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이다. 이는 통합 업무 

인터페이스를 통해 분산된 이기종간의 업할 비즈니스 

로세스를 템 릿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원하는 업

무를 쉽게 정의할 수 있게 된다. 

(3) 웹 서비스 계층(Web Service Layer)은 업에 맞게 

정의된 비즈니스 로세스의 정보가 UDDI에 등록되어져 있

다. 사용자는 업에 필요한 로세스를 웹 서비스를 통해 

검색하여 WSDL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를 정의해서 처

리 할 수 있게 제공한다. 

(4) XMDR-DSM 계층(XMDR-DSM Layer)은 XMDR- 

DS와 XMDR-DQP, XMDR-DAI로 구성되어 로벌 스키마

와 로컬 스키마간의 매핑을 지원해주고, 데이터 근  통

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XMDR-DS(Data Service)는 로벌 스키마 기반의 

로세스를 XMDR-DQP에게 달하거나 Proxy-DB에 

장된 로세스 수행 결과를 애 리 이션에 달하

기 한 역할을 담당한다. 

- XMDR-DQP(Distributed Query Processor)는 로벌 

스키마 기반의 로세스의 신택스(syntax)를 싱

(parsing)하여 해당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합한 로컬 

쿼리로 변환한다. 만약 사용자가 새롭게 비즈니스 로

세스를 정의하여 생성된 것은 로세스 템 릿 포지

토리에 등록하고, 로세스 실행 후 결과를 수집하기 

한 table은 Proxy-DB에 생성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업무상 일시성인 로세스 쿼리를 직  작성하여 수행

할 경우에는 Proxy-DB에 임시 table이 생성되어 업

상의 데이터 상호운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로벌 스키마 기반의 로세스 구문을 싱하여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로컬 쿼리로 매칭, 변환하는 기법

은 본 논문의 4장에서 다루고 있다. 

- XMDR-DAI(Data Access and Integration)는 데이터 

수집  처리 에이 트의 일종이다. 마치 자신의 시스

템 내에 있는 로컬 에이 트처럼 취 할 수 있다. 로컬  

스키마 기반으로 변환된 로세스를 각 로컬 데이터베

이스에서 실행하여 로세스 수행 결과를 다시 

Proxy-DB에 보낸다. 다시 말해, XMDR-DQP에서 변

환하여 보낸 로컬 쿼리문을 해당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여 데이터 수집, 트랜잭션, 이주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해 다. 

- XMDR-DB는 업된 로컬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로벌 스키마의 매핑정보를 등록한 것이다.

- Proxy-DB는 비즈니스 로세스 워크 로우 수행 과정

을 통해 로컬 데이터베이스간의 데이터 이주에 따라 

실행, 처리되는 데이터 보 소이다. 자세한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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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업 시스템 체 흐름

은 5장에서 설명하 다.

(5) 데이터 리소스 계층(DRs:Data Resource Layer)은 기

존에 구축되어 운 되고 있는 거시 시스템 즉, 데이터베

이스 리 시스템이 존재하는 역이다. 

3.2 업을 한 XMDR-DSM 시스템 동작 과정

이 은 XMDR-DSM 이용한 업 시스템에서의 체

인 동작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3)과 같다. 동작 흐름

에 한 설명은 통합 유형 자산 리 시스템에서 (그림 1)

의 자산신청 로세스를 수행하는 시나리오로 설명한다. 자

산신청 로세스는 조회, 신청, 등록 쿼리문으로 구성된다. 

(그림 3)에 도식화 한 것처럼 (1)의 과정을 통해 Client/ 

Application에게 웹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신청 로

세스 리스트를 넘겨 다. 이는 (그림 15)의 ①에서처럼 자산 

신청에 필요한 로세스가 미리 정의된 것으로 사용자는 

로세스의 수행 순서를 정의한다. 한 자산신청 로세스가 

웹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림 3)에 나머지 과정을 수

행하지 않고 바로 XMDR-DAI를 통해 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다. (2)의 과정은 웹 서비스에 자산신청 로세스가 등

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로세스 템 릿 포지토리에서 

새롭게 정의할 템 릿을 제공한다. 이 게 제공된 로세스 

템 릿 리스트와 XMDR-DB에서 (3)의 과정을 통해 넘겨받

은 로벌 스키마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는 자산신청 로세

스의 내부 쿼리를 (그림 15)와 같이 정의한다. 사용자에 의

해 로벌 스키마 자산신청정의된 쿼리는 (4)의 과정에서 

XMDR-DS에게 넘겨주게 된다. (5)의 과정은 과정에서 

XMD가 새롭게 정의한 자산신청 로세스를 템 릿 포지

토리에 등록하고, 로세스 수행 후 의해 보 할 스키마 

자산신청정미리 table을 생성한다(그림 16). 그 후 (6)의 과

정을 통해 과정에서 XMD는 XMDR-DB를 통해 받은 로컬 

스키마 정보와 새롭게 정의된 자산신청 로세스를 (그림 

10)에 같르핑하는 과정을 통해 각쿼리를 (그림 15)와 수행될

게 된다. 는 자산신청 로다. 이 게 로세 된다. 는 자의 

자산신청 로세스는 (7)의 과정을 통해 웹 서비스에 등록

되는 동시에 (8)의 과정을 통해 DRs의 쿼리XMDR-DAI에 

로세스가 수행되게 된다. 자산신청 로세스가 쿼리를 데

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되어 온 결과는 (9)의 과정에서 Proxy- 

DB에 삽입되고, (10),(11) 과정에서 XMDR-DS를 통해 사용

자에게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3.3 XMDR-DQP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XMDR-DSM의 XMDR-DQP는 (그

림 4)에서처럼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는 로벌 

쿼리문을 로컬 쿼리문으로 변환하여 각 로컬 데이터베이스

에 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여러 다른 업 데이터모

델로 표 된 로컬 스키마를 하나의 단일한 로벌 스키마로 

환시킴으로써 일 성을 보장한다. XMDR-DQP의 구성요

소에 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Process parser는 사용자가 작성한 로벌 스키마 기

반의 비즈니스 로세스를 싱하여 로벌 메타데이터 스

키마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한다. 로벌 스키마 정보를 

이용하여 Proxy-DB table creator에게 달하여 table을 생

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Query mapper는 XMDR-DB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된 로벌 스키마와 로컬 스키

마에 간의 매핑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는 로컬 스키마로 

변환하는 매핑 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로컬 데이터베

이스에 맞는 쿼리문을 작성하는데 있다.

(3) Query Partition은 로컬 스키마 기반으로 변환된 쿼

리문으로 각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분할하는 기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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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XMDR-DQP 동작 흐름

(그림 4) XMDR-DQP 구성요소

다. 이는 비즈니스 로세스 내부에서 정의된 수행순서를 

정하는 워크 로우를 생성하는데 용이해진다.

(4) Workflow DQP generator는 DRs(Data Resource 

Layer)에 수행될 로컬 쿼리문들의 순서를 정의한 WSDL 기

반의 워크 로우를 생성하는 기능과 Web Service에 새롭게 

정의된 워크 로우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를 등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5) ProxyDB table creator는 싱된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보를 이용하여 Proxy-DB에 table을 생성하는 기능을 한

다. 이는 로세스가 실행된 후에 그 결과 데이터를 장하

는 임시 테이블이다.

3.4 XMDR-DQP 동작 과정

이 은 XMDR-DQP의 반 인 동작 흐름을 나타낸 것

으로 (그림 5)와 같다. XMDR-DS에서는 3.2 에서 사용자

가 새롭게 정의한 자산신청 로세스를 (1)의 과정을 통해 

process parser로 넘겨 다. process parser는 자산신청 로

세스를 싱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 정보와 내부 쿼리 정보

를 각각 분리한다. 이 게 분리된 정보에서 스키마 정보는 

(2)의 과정을 통해 proxydb table creator에게 달하여 (그

림 16)과 같이 Proxy-DB에 table을 생성한다. 나머지 내부 

쿼리 정보는 로벌 스키마 기반이기 때문에 (그림 10)에 

매핑 과정을 통해 로컬 스키마 기반의 쿼리로 변환되고 동

작과정은 (그림 18,19,20)과 같다. 이 게 변환된 로컬 쿼리

는 (5)의 과정을 통해 query partition으로 달되고, 실제 

로컬 데이터베이스 맞게 쿼리가 분할된다. 이는 다시 

workflow DQP generator에 달되어 분할된 로컬 쿼리문의 

수행 순서를 WSDL기반의 워크 로우로 생성하고, 새롭게 

정의된 로세스 워크 로우는 (7)의 과정을 통해  웹 서비

스(UDDI)에 등록한다. 이 (7)의 과정은 (그림 15)에서처럼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로세스 리스트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8)의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DRs에 있는 각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

터 근  처리를 담당하는 에이 트인 XMDR-DAI에 

달된다. 이 게 달된 워크 로우는 XMDR-DAI에 의해서 

정의된 수행 순서 로 쿼리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9)의 과정을 통해 Proxy-DB에 장한다. 이때 Proxy-DB 

table creator에 의해 미리 생성된 table에 장되어 진다. 이

는 사용자가 로세스 수행에 따른 결과 데이터를 직 으

로 확인할 수 있으면, 필요에 따라 가동되어 다시 사용되기

도 한다.

3.5 XMDR-DAI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XMDR-DSM의 XMDR-DAI는 (그

림 6)처럼 4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는 XMDR-DQP

에서 달한 로컬 스키마 기반의 워크 로우 문서를 싱하

여 각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컨넥션하여 쿼리문을 실행하고, 

실행 후 결과를 수집하여 Proxy-DB에 장하도록 설계되

었다. XMDR-DAI의 구성요소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Workflow Analyzer는 XMDR-DQP에서 달된 로컬 

스키마 기반의 워크 로우 문서를 싱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각 쿼리문이 워크

로우에 기술된 순서에 의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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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쿼리 그래  (그림 7) XMDR-DAI 동작 흐름

(그림 6) XMDR-DAI 구성요소

(2) DBMS Connector는 워크 로우 분석기에서 분석된 

정보에서 각 로컬 데이터베이스의 컨넥션 정보를 이용하여 

각 DRs에 근 인증권을 얻어 실제 실행되는 쿼리문에 

용할 수 있게 쿼리 실행 리자에게 달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3) Query Execute Manager는 워크 로우 분석기에서 

분석된 쿼리와 DRs의 근 인증 정보를 가지고 실행 가능

한 쿼리문을 생성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4) Data Gather and Delivery Manager는 각 로컬 데이

터베이스마다 쿼리가 실행된 결과를 각각 수집하여 

Proxy-DB에 달하며 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장 기술은 XML 문서 기반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BulkLoad 

기법을 이용한다.

3.6 XMDR-DAI 동작 과정

이 은 XMDR-DAI의 반 인 동작 흐름을 나타낸 것

으로 (그림 7)과 같다. (1)은 (그림 5)의 (8)에 해당하는 과

정을 통해 달된 워크 로우다. (2)의 과정은 Workflow 

Analyzer를 통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치, 근 정보를 

DBMS Connector에 넘겨 다. DBMS Connector는 (3)의 

과정을 통해 각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근하여 인증권을 획

득한 후, 획득한 권한을 다시 (4)의 과정을 통해 query 

execute manager에서 넘겨주고, (5)의 과정을 통해 워크

로우 분석기에서 넘어온 쿼리와 함께 실제 로컬 데이터베이

스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문으로 변경한 후에 (6)의 과정을 

통해 실행하게 된다. 이 게 실행된 후 결과 데이터들은 (7)

의 과정을 통해 Data Gather and Delivery Manager에 의해 

수집되어 Proxy-DB의 해당 table에 (8)의 과정을 통해서 삽

입된다. 

4. 쿼리 처리 기법

4.1 쿼리 싱과 변환

본 논문에서 제안한 XMDR-DQP를 이용한 로벌 스키

마 기반의 쿼리를 로컬 스키마 쿼리로 변환하는 처리 방식

은 비즈니스 로세스가 사용자가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근하기 해 반드시 XMDR에 등록

되어 있는 로벌 스키마를 통해서만이 근이 가능하므로 

강결합된(tightly-coupled) 연방 시스템 근 방법과 유사하

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로벌 스키마 기반의 업 

로세스의 처리와 쿼리에 한 응답 서비스는 XMDR-DQP

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

의 장 은 로컬 시스템을 해 개발된 응용 로그램에 해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통합된 뷰어를 제공하기 때문

에 사용자는 이들 정보의 내용에 한 사  지식이 없어도 

이질 인 데이터에 용이하게 근할 수 있다. 

XMDR-DQP를 이용한 업 로세스 기반의 로벌 쿼

리 처리 방식은 4단계를 거쳐서 수행하게 된다. 첫째, 쿼리 

싱과 분해 단계는 로벌 쿼리를 분석하고 쿼리 그래 를 

생성한다(그림 8). (그림 8)의 쿼리 그래 는 계형 릴 이

션(relation), 연산자( 로젝션(projection), 셀 션(selection), 

조인(join)), 속성(attribute),  조건문(conditions) 등의 다수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는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쿼리 

변환 단계는 로벌 쿼리의 테이블 이름과 속성 이름을 해

당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테이블 이름과 속성 이름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 이 단계에서 XMDR-DQP는 로벌 

쿼리의 조건문( SQL에서의 where 구문)의 의미를 수정하기 

하여 XMDR을 참조하여, 그 결과로 생성된 각각의 로컬 

쿼리는 로컬 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되기 이 에 유효한 쿼리

문의 형태로 바 게 된다. 이러한 쿼리 변환 단계는 로벌 

스키마와 로컬 스키마간의 매핑을 사용한다. 

셋째, 시멘틱 변환 단계는 의미충돌을 해결한 후, 로컬 데

이터 소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뷰(view)를 통해 

데이터를 보고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단계는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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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로벌 쿼리와 로컬 쿼리 매핑 과정 

(그림 10) 로컬 스키마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

(그림 9) 로벌 스키마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

벌에서 의미충돌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네 번째, 로벌 쿼리 결과를 조합하는 단계는 사용자에게 

쿼리 결과를 보여주기 하여 로컬 쿼리에 의해서 얻어진 

쿼리 결과들을 조합한다. 

4.2 쿼리 처리 

쿼리 처리 차를 설명하기 해서 자산신청에 한 비즈

니스 로세스에서 사용된 일부 쿼리 에서 신청부분으로

써 XMDR을 참조한 로벌 스키마 기반의 사용자가 작성한 

쿼리이다(그림 9). 

사용자는 로벌 스키마를 통해 입력한 (그림 9)의 선 

부분의 쿼리는 (그림 8)처럼 쿼리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제 쿼리는 (그림 9)의 선 부분에서 두 

개의 items와 applys의 계형 테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인연산자를 통해서 로벌 쿼리문을 분석한 후, (그림 10)

과 같이 두 개의 로벌 스키마 그래 가 생성되며, 나 에 

유효한 로컬 쿼리를 생성하기 하여 XMDR-DQP의 의해 
수정된다.

사용자 명세에 따라 로벌 쿼리로 생성된 쿼리문과 그래

 는 로벌 쿼리를 생성한 후에 XMDR에 참조하여 실

제 로컬 쿼리로 생성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림 

10)와 같이  릴 이션의 items와 applys 두 개의 쿼리 그래

로 생성된 로벌 쿼리는 XMDR에 등록되어 있는 로컬 

스키마인 asset-master, purchase-apply, apply-assign의 릴

이션과 상호 매칭되어 로컬 쿼리로 변환되게 된다. 를 

들어 로벌 스키마의 릴 이션인 items는 로컬 스키마에서

의 asset-master로 매칭되며, projection의 속성인 code는 

asset-master의 projection의 속성인 code의 매칭된다. 그리

고 여기서는 두 개의 로벌 스키마가 조인 계이기 때문

에, items에서 조인의 속성의 code의 조인 테이블이 applys 

이므로, 로컬 스키마의 릴 이션의 purchase-apply에 매칭

된다. 

이 게 매칭이 되면 (그림 11)처럼 로컬 스키마로 변환되



업을 한 XMDR-DSM 시스템 설계에 한 연구계  709

(그림 13) 로컬 쿼리문 제 Q1, Q2

(그림 12) 용 사례에 한 비즈니스 로세스 문서
(그림 14) Proxy-DB를 이용한 로컬 쿼리 수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마이그 이션의 과정

게 된다. 이 게 생성된 쿼리는 업 로세스에 재 정의되

어 사용된다. (그림 12)는 (그림 11)의 로컬 쿼리가 WSDL 

문서를 기반으로 생성된 로컬 쿼리의 비즈니스 로세스이

다. 각 로컬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로세스 문서의 작성

된 순서로 쿼리를 수행하게 된다. 

5. Proxy-DB를 이용한 데이터 이주 기법

5.1 데이터 이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roxy-DB를 이용한 업에서 비

즈니스 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었는지에 따라서 

근 빈도, 근 경로, 데이터 이주의 크기가 결정된다. 일반

으로 데이터 이주는 크게 복제  분할로 이루어진다. 우선 

복제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생성되는 뷰어, 스냅샷, 가상 테

이블 정의 등을 이용한 복사본이다. 그리고 분할은 데이터

가 RDB(Relation DataBase)에서의 릴 이션에 스키마 변경

에 의해서 수직 분할, 데이터 범주에 따른 분리 과정인 수

평 분할로 나눠지며, 시스템 환경이나 데이터 서비스 목

에 알맞게 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한 비즈니스 

로세스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쿼리 패턴에 의해서 용되

는 범 도 다르다. 따라서 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주

는 복제, 이동, 분할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Proxy-DB를 이용하여 로컬 데이터베이스 간의 

업에서 일어나는 데이터에 한 이주를 처리한다. (그림 14)

는 물류DB와 자산 리DB를 업을 통해 자산신청을 하기 

한 로세스인 일부분인 (그림 13)에서 Q1, Q2가 수행되

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로세스는 자산 

품목 데이터를 요청하는 로세스인 Q1이 XMDR-DQP에 

의해 4장 쿼리 처리 기법에 의해 변환된 쿼리로, Q1을 

XMDR-DAI를 통해서 물류DB에서 데이터를 요청한다. 요

청되어 수집된 자산 목록 데이터가 다시 XMDR-DAI와 

XMDR-DQP를 통해 Proxy-DB의 items의 테이블에 삽입된

다. 두 번째 로세스인 Q2는 items의 수집된 자산 목록에

서 신청할 품목을 선택한 후, XMDR-DQP와 XMDR-DAI를 

통해 자산 리DB에 신청되는 쿼리이다. 신청된 후에 신청된 

결과를 다시 Proxy-DB의 applys에 삽입한다. 이 게 (그림 

14)에서처럼 업 로세스 처리에 따라 로컬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이주를 처리하게 된다. 

6. 용  비교 분석

6.1 용

본 논문에서의 XMDR-DSM 구 은 Windows2003, .NET 

2008으로 구축하 으며, 로세스 템 릿 포지토리는 

Oracle을 사용하여 등록하 고, Proxy-DB는 SQL 서버를 

사용하 다. 용 사례는 로세스 리 툴을 이용하여 통

합 유형 자산 리에서 자산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일부분을 로 하 다. (그림 15)는 사용자가 로세스 템

릿 포지토리의 등록된 자산 신청 로세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단  로시 를 선택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Activity Process 탭에서 각 선택

한 로시  수행 순서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른 로시  

내부의 쿼리를 확인한 후, 수정을 한다. (그림 15)의 ①은 

웹 서비스(UDDI)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로세스 목록이

고, 자산신청을 선택하면, ②에서 선택한 로세스의 내부 

로시 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내부 로시 는 자산신청

이라는 비즈니스 로세스 수행되기 한 세부 인 단  

로세스이다. ③은 선택한 자산신청 로세스의 내부 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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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인터페이스 2

(그림 15) 인터페이스 1 (그림 17) 인터페이스 3

(그림 18) 인터페이스 4

(그림 19) 인터페이스 5

의 수행 순서를 정의한 것이고, ④는 로시  하나하나

의 로벌 스키마 기반의 쿼리문이다. (그림 15)의 과정을 

거치면, (그림 16)과 같이 자산신청 로세스가 실행되어 결

과 데이터를 장하여 데이터 처리  가공할 Proxy-DB를 

근하여 테이블을 생성하는 인터페이스이다. Proxy-DB에 

새롭게 생성할 테이블명, 필드명, 타입, 크기 등을 정한다. 

그리고 화면에서처럼 Proxy-DB Fields에서 해당 테이블 스

키마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은 용사례인 통합 유형 자산 리 시스템에서 

자산 신청을 하는 화면이다. 자산신청에 필요한 항목을 선

택  입력한 후에 리스트 추가를 하고, Query를 생성하면 

로벌 스키마 기반의 자산 신청 쿼리문이 생성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그림 17)에서 생성된 자산 신청 로벌 쿼리는 (그림 18)

에서처럼 스키마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게 

생성된 쿼리는 (그림 19)에서처럼 로컬 스키마와 매핑하게 

되고, 매핑에 한 쿼리를 확인한 후에는 최종 로컬 데이터

베이스에 실행될 로컬 쿼리를 (그림 20)처럼 생성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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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DBMS OGSA-WebDB 본 시스템

시스템

상호운용성

비즈니스 

로세스 

지원여부

설명

데이터에 한 동 리는 

지원하지만, 비즈니스 로세스 

지원하지 않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 

로세스는 지원하지만, 질의기반의 

비즈니스 벨의 지원은 하지 않음.

데이터의 교환  공유를 목 으로 한 

워크 로우 기반의 비즈니스 로세스 

지원함.

비교 × △ ○

교환기술
설명

Grid-FTP를 지원하는 로컬 

시스템에서만 데이터 교환 가능함.

로컬 시스템들 간의 데이터 근은 

지원하지 않고, Globus 미들웨어 기반의 

WebDB를 이용한 근만 가능함.

로컬 시스템 어느 곳에서나 

XMDR-DSM 이용한 데이터 근  

교환이 가능함

비교 △ ○ ○

데이터

상호운용성

이질성

해결

설명
데이터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구문, 

구조 이질성 해결

WebDB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이용하여 구문, 구조 이질성 해결 

XMDR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구문, 

구조, 의미  이질성 극복

비교 △ △ ○

일 성

유지

설명

데이터 복사, 단편화 기능을 

이용하여 일 성을 유지하지만 

시스템간의 변경 지연 발생

앙 집  리 장소인 GD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 변경 

반 하여 일 성 유지(From  없는 

질의문 이용)

로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경은 이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 성 

유지( 로벌 스키마를 이용)

비교 △ ○ ○

<표 1> 타 시스템과 비교 분석 
×:낮음  △:보통  ○:높음 

(그림 20) 인터페이스 6

같은 차로 작성된 로컬 쿼리는 각 로컬에 수행되게 되고,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해서는 로세스 템

릿 포지토리에 등록되어진다. (그림 20)처럼 최종 작성된 

쿼리들은(단  로시  기반의 로세스) XML 기반의 

WSDL로 생성되어 수행된다.    

6.2 타 시스템 비교 분석

본 논문에서는 사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업을 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미

들웨어인 XMDR-DSM을 제안하 다. 이에 따라 OGSA- 

WebDB[13], Grid-DBMS[12]와 비교 분석한 내용은 (표 1)

과 같다. 통합 유형 자산 리 시스템에 용한 XMDR- 

DSM 시스템은 기존의 자산 정보를 리하는 로컬 시스템

들의 업을 지원하도록 구축하 다. 제안한 XMDR-DSM 

시스템을 용하여 시스템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Grid-DBMS와 OGSA-WebDB를 용할 경우에 

비하여 부분 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토 로 로컬 

시스템들이 효율 으로 데이터를 상호 운용할 수 있다. 우

선 시스템 상호운용성은 기존의 로컬 시스템들이 운 하는 

데이터를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의 연속성을 유지시

켜야 하며, 기존 비즈니스 로세스 지원에 한 확장이 유

연해야 한다. 이는 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

호간의 업무처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 

유형 자산 리 시스템에서 최근에 추가된 자산의 정보를 

회계 리 시스템이나 통계 시스템 등에 비즈니스 로세스

를 기반의 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Grid- 

DBMS는 데이터 한 동 리는 지원을 하지만 비즈니스 

로세스 수 의 기술 지원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 데이

터의 교환 기술로 Grid-FTP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하 지만, 이를 지원하지 않는 로컬 시스템에서

는 데이터 교환이 용이하지 않다. 한 통합 유형 자산 

리 시스템에 입고 리 시스템을 추가하여 확장을 진행할 

경우에 자산 정보에 한 의미와 표  형태가 동일하게 표

화되어야 한다. 업 환경에서 표 화는 시스템마다 다르

게 표 된 데이터나 메타데이터에 하여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되는 시스템과의 데이터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표 화 작업이 필요하다. 를 들면, 로컬 시스템인 

입고 리 시스템이 업에 참여하고자 하면 통합 유형 자

산 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교환  공유 표 에 

따라야 한다. 이에 하여 앙 집  리하는 OGSA- 

WebDB는 데이터 근방식을 개방식인 어 터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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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쿼리 수행 처리 시간 비교

구축되었기 때문에 시스템 확장에 따른 유연함이 부족하다. 

업에 참여하기  한 로컬 시스템이 증가할수록 스키마와 

다른 로컬 시스템과의 연계를 새로이 구축해야하는 단 이 

있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로컬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

기 하여 에이 트 유형으로 데이터를 근하며 데이터 교

환  공유를 한 표 화 작업을 통해 시스템 확장을 지원

하고 데이터 일 성 처리를 하여 분산된 환경을 고려하

다. Grid-DBMS는 이종 데이터를 근하기 하여 가상공

간을 제공하여 부분 으로 구문 , 구조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송하는 기술인 Grid-FTP로 인하여 

데이터들의 의미 인 연 성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Grid- 

FTP를 지원하는 로컬 시스템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OGSA- 

WebDB는 허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

여 데이터의 구문 , 구조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모

든 로컬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XML 메시지를 사

용한다. 그러나 OGSA-WebDB는 앙 집  리 방식이기  

때문에 로컬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해서는 GDS

를 이용해야 한다. GDS는 로컬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개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분 으로 데이터의 의미  

이질성은 해결할 수 없으며 데이터를 정 으로 활용할 수밖

에 없다. 본 시스템은 데이터 교환  공유의 표 인 

XMDR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구문 , 구조 , 의미  이질성

을 해결하고 로벌 스키마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므

로 모든 로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본 시스템은 XMDR-DSM을 이용하므로 많은 기

능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로컬 시스템들

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데이

터가 독립 으로 분산 운 되는 환경을 고려하 기 때문에 

데이터의 앙 집 처리를 지원할 수 없다. 한 용량의 

데이터 처리에 따른 데이터 복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

문에 본 시스템은 로컬 시스템들의 업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시간 기업환경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분

석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듈과 용량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

기 하여 향후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시스템에서 XMDR-DSM를 이용한 통합 유형 자산 

리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로세스 내부의 쿼리문 처리에 

따른 데이터 근, 수집, 통합 서비스를 수행할 때 처리 수

행 시간에 해서 (그림 21)과 같이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 

평가를 한 테스트는 업된 4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하 고, 약25,000건 이상의 결과를 가지는 SQL Query

문을 사용하 다. (그림 21)는 XMDR-DSM을 이용한 경우

와 일반 Grid-DBMS나 OGSA-WebDB 기술을 이용한 

mediator를 이용하여 Query의 처리 수행 시간을 비교하

다. pdb는 mediator를 이용한 Query 처리 시간이 약2150ms 

정도의 시간이 걸린데 반에, XMDR-DSM를 이용한 Query 

처리 시간이 약6520ms 정도 걸린다. orderdb도 약5210ms와 

약7500ms 시간이 소요된다. assetdb도 mediator처리 시간이 

약1200ms에 비해 XMDR-DSM의 처리 시간이 약3900ms, 

purchdb역시 약4500ms와 약5100ms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

서 XMDR-DSM를 이용한 처리 시간이 mediator를 이용한 

처리 시간보다 약600~4000ms 정도 더 소요되지만, 이는 각 

데이터베이스 서버마다 네트워크에서 소요되는 시간, 각 데

이터베이스 서버의 에이 트에서 소요하는 시간, XMDR- 

DB와 Proxy-DB에 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그림 

21)에서처럼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각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고, 각 요소마다 처리되는 시간이 체 시간에 

비해 미약하다. 하지만 XMDR-DSM은 비즈니스 로세스

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고, 이에 따른 로세스

를 업무에 따라 복을 방지하여 반복 으로 모니터링하고 

리해 나감으로써 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세스를 개

선해 나갈 수 있다. 한 사  비즈니스 로세스의 개선

을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로세스의 운 을 

더욱 개선할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로세스를 통해 상호간의 업무 

지원이 가능한 업을 한 XMDR-DSM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한 비즈니스 로세스의 처리 과정이 기술된 워크

로우를 이용한 업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게 로컬 

시스템간의 데이터 상호운용상의 리지 역할을 하고, 업 

로세스에 따른 Data Federation, Data Migration, Data 

Synchronization, Data Quality, Data Integration 이 가능하

게 고려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간 업을 통해 

비즈니스 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게 환경을 구축하 고, 

업 로세스 처리시 발생하는 이질 인 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효율 인 서비스를 지원하 다. 그리

고 비즈니스 로세스 재 정의에 의한 처리, 새롭게 정의되

는 로세스를 사용자가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 다. 

이는 분산 데이터의 연속성, 근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이

질성을 해결하여 일 성을 유지하면서, 공유  교환되는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여 가용성,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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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업 임워크를 구축하 다. 이는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의미  연 성을 고려한 검색이 보다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한 제안한 XMDR-DSM을 

이용한 업 시스템은 비즈니스 로세스를 통해 이 기종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업무 지원이 가능해지고, 정보를 재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과 정보 제공  

교환의 표 화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워크 로우 기반

의 비즈니스 로세스를 통해 일원화된 정보를 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보 수명을 증 하고 비용 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는 기업 정보시스템인 ERP, EAI 등에

서 확장되어 워크 로우 로세스 백본의 역할로 수행되는 

통합 로세로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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