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 모델링 메타데이터를 위한 표준화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설계와 관련하여 객체지향 모델링(Object-Oriented Modelling)을 이

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이용한 설계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UML을 

이용한 시스템 설계에 다양한 설계도구나 개발도구 및 정보 저장소를 이용함은 기업의 시스

템 구축과 체계적이면서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다른 벤더 혹은 

같은 벤더에 의한 도구들간에서 조차도 정보의 호환성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MG의 XMI(XML Metadata Interchange)는 특정 벤더의 모델링 

도구나 메타데이터 저장소간에 객체 기반의 구조화된 메타데이터의 상호 교환을 가능케 하

기 위한 표준으로 제시한다. 

 

XMI와 관련된 주요 표준화 분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XMI 관련 표준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MOF(Meta-Object Facility)-OMG 

- UML(Unified Modeling Language)-OMG 

- CWM(Common Warehouse Metamodel)-OMG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XML DOM(Document Object Model)-W3C 

- XMI(XML Metadata Interchange)-OMG 

 

XMI 표준화 방향 

XMI는 OMG의 MDA(Model Driven Architecture)에서 공유되는 기본 핵심 모델중 하나로 어

떠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성공적으로 통합 및 상호공유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제공해준다. 그림 1은 MOF, UML, CWM, XMI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다양한 객체 관련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타정보를 묘사할 수 있는 메타모델인 MOF 

Model을 W3C의 표준인 XML로 매핑된 XMI를 통하여 상호 교환 및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MOF, UML을 XML 파일로 일관되게 매핑하고 해석되게 하기 위하여 XML 문서의 구조와 문

법을 정의한 것이 XMI DTD이다. OMG에서는 uml.dtd와 mof.dtd를 제공한다. 

 



 

<그림 1> Relationship between MDA core model 

 

XMI의 이점과 효과 

XMI는 객체기반 메터데이터로서 서로 다른 모델링 도구, 사람, 언어, 플랫폼, 환경 등에 독

립적이므로 상호 호환성 및 독립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객체 데이터의 상호 교환 및 공

유, 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가 XML 파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쟁점 및 표준화 진행 정도 

 

<그림 2> XMI를 통한 메타데이터의 활용 

 

XMI는 MOF의 버전을 기반으로 표준화되고 있으며 현재 MOF 2.0기반 XMI 2.1버전이 최신

이다. 앞으로도 MOF의 표준화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시장전망 및 향후 추진계획 

XMI를 활용한 독립적인 메타데이터의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함에 따라 MDA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의 상호호환 및 공유가 가능해지며, UML이 소프트웨어 설계 언어의 표준으로 거

의 자리를 메김으로 인해 이에 관련된 대부분의 도구들이 XMI를 지원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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