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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기업간(B2B) 협업 지왼을 위한 객체지향적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문서 메타모델을 제안한다 분산된 기업들은 제조 정보를 공유하거나， 거래 정보를 교환하면 

서 협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기업은 자사 고유의 데이터 포뱃， 통신 수단， 데 

이터베이스 구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분산된 기업간에 효과적인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정보 왼천틀을 용이하게 결합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교환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해석하여 기존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술은 기업간 협업을 효 

과적으로 달성하게 해 주는 기반 기술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기업간 데이터 교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XML 형태의 문서를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간 협업 과정에서 교환되는 문서 

유형을 분석하고. XML Schema 메타모델을 대상으로 모든 유형들을 지원할 수 있는 XML 

문서 모델링 규칙들을 제안한다 

1. 서 론 

기업간 협업 자체는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 아니다 분업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소개된 이래 

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조달， 제조， 판매 프로세스 등을 수행해왔다 기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 (ROl-2002-000-00155-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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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은 공급사슬상의 상위 회사로부터 왼자재나 펼요한 부품을 획득하고， 완성품을 하위의 분 

배 채널을 통해 공급한다 기업틀은 생산 스케줄이나 재고 등의 제조 정보를 공유하거나， 구 

매 주문서같은 거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협업을 수행한다 데이터 교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상호 협엽은 기업간 비즈니스 트랜잭션에서 교환되는 데이터가 손실없이 기업 내 

부의 정보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나 

판매 정보 등의 데이터가 기업의 내부 제조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용될 수 있다 

즉， 효과적인 기업간 협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 흐름이 내부 정보 시스뱀과 유기 

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기업간에 교환되는 외부 데이터는 기업 내부 데이터의 통신 수단이나 포멧과는 다른 성격 

을 가지고 있다 내부 데이터는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단일한 정보 시스템에 의 

해 매우 효율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RP 패키지는 단일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사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반면에， 외부 데이터는 기업간 정 

보 시스템의 이질성 때문에 주문서， 송장 등의 문서 형태를 떡게 된다 전자 상거래의 도입 

과 함께. 이러한 문서틀은 대개 EDI나 XML 형태를 취하고 있다 

EDI는 기업간 비즈니스 문서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서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점 

들이 지적되어 왔다 비즈니스 거래를 위한 합의 과정에 관한 표준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고 

정된 트랜잭션 집합， 표준의 느린 발전속도， 높은 고정 비용， 고정된 비즈니스 규칙 등이 단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Furst et al. 200 1). EDI와는 달리 XML은 플랫폼 독립성 , 자체 표 

현 능력， 낮은 구현 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XML 자체는 EDI랑 달라 기업간 전자 

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것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는 XML의 활용성을 증가시켜주 

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Grado-Cafaro te al. (200 1)은 XML을 발전시켜온 두 가지 요 

인을 제시한다‘ 첫째로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서로 다른 플랫폼상에서 기업들이 통신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로 대부분의 기업틀은 데이터베이스같은 백엔드 시스템에 있는 레거시 데이터 

와 전자상거래용 웹 애플리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연똥되기를 왼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업간 협업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기술로서. XML 문서를 헤거시 데 

이터베이스와 결합시키는 객체지향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한다 

- 본 논문은 B2B 트랜잭션에서 발생되는 여러 요구사항틀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XML 문서 형태는 기업간 결합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게 된다 

본 논문은 XML 문서의 문서로서의 특정과 데이터로서의 특정을 둘 다 지원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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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실제 B2B 협엽에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가벼운(lightweight) 모델을 제시한 

다 레거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없이 

XML 메시정 프레임워크륜 도입하기를 원한다 본 논문은 ODMG 3.0 표준에 근거하여 

DBMSs에 독럽적인 모텔을 제시하였고， 또한 발생하는 클래스수를 줄입으로써 공간과 

시간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II. 기존 연구 

1. XML 애플리케이션 

XML의 단숨한 태그 구조는 여러 도메인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응용 되어왔다 XML은 

WWW상에서 교환되는 제품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Rezayat(2000)는 

제품， 프로세스， 프로토콜 등이 결합된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분산 설계 및 제조 환경을 제 

안하였다 그는 개발 환경의 이터페이스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웹기반 기술인 XML을 활용하 

였다 Burkett(2001) 은 XML과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을 사용해서 제품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PDML(Product Data Markup 

Language)을 제안하였다 Lieu et al.(200 1)은 제품 정보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e-Catalog 시스템을 에이전트 기술과 XML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Chung and Lee 

(2002)는 인젝션 몰딩 설계 환경을 XML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Mervyn et al 

(2003)은 픽스쳐 설계 시스템을 XML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Yoo and Kim(2002) 

은 STEP , EDIFACT , XML등을 사용하여 가상 기업에서의 제품 데이터 공유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 

XML 기숭은 또한 생산 및 프로세스 관리 데이터의 교환에도 활용되어 왔다 Kojima et 

al. (2000)은 운영 계획을 위해 XML과 자바로 이루어지는 웹기술을 사용하였으며， Bae 

and Kim(2002)은 웬상에서의 폼 문서 처리를 위한 XML 기반의 WFMS(Work f1ow 

Management Systems) 을 제시하였다 Chan et al. (2002)과 Jin et al. (2002)은 각각 

소매점 재고 관려와 기민 (agile) 설계 및 제조에 XML 기술을 활용하였다 Kumar and 

Zhao(2002)는 진자 상거래 애플라케이션에의 워크플로우 지왼을 위해 XML 기반의 

XRL(XML Routing Language)를 제안하였다 Tserng and Lin(2003)은 XSS(XML 

Secham for Scheduling)을 사용하여 다중 계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동 통신 환경을 구 

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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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이 많이 활용되는 또 다른 분야로는 e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영역이다 각 도메인에 

적용되기 위한 XML 기반의 국제 표준들이 개발되어 왔다 금융표준으로 SWIFT , 제품 데 

이터 관리표준으로 STEPm l. 의료 데이터를 위한 HL7 전자산업의 상거래 지원을 위한 

RosettaN et ,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표준인 ebXML 등이 있다 나아가서 SOAP 

(Simp!e Object Access ProtocoI), UDDl (Universa! Description , Discovery and 

Integration) ,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등을 기반으로 한 웹서비스 

의 도입으로 인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텔령을 위한 XML 기반의 웹서비스 구성언어 표준 

들이 최근 개발되어 왔다 WSCI(Web Service Choregraphy Interface) , WSCL(Web 

Service Conversation Language) , BPEL4WS(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 등이 그 예이다‘ 

XML은 이질적인 정보 형태간의 데이터 교환 필요성이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본 논문은 상술한 여러 분야에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의 상위에 XML 기술을 구현 

하는 방법에 기여할 것이다 

2 , XML 문서 

Bertino and Catania(2001)는 두 가지 관점에서 XML 문서 형태를 제시하였다 문서로 

서의 관접과 데이터 봉투로서의 관점이다- 문서관점에서 볼 때， XML 문서는 부분보다는 전 

체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표현 방식이 문서 구조보다 더 중요하며. 또한 불규칙적이고 

약한 구조성， 그리고 엘리먼트 순서의 중요성 등을 특정으로 가진다 데이터 몽투관점에서 

볼 때는 XML 인스턴스는 문서의 형태를 띈 중립적인 정보 교환 수단으로서의 특정을 가진 

다 따라서， 정렬되고， 표준화되고， 구조화된 형태가 중시된다 또한， 엄격한 타업 정의를 특 

정으로 하며 엘리먼트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림 1)은 문서 관점과 데이터 봉투관 

점에서 분류해 본 XML 문서 타입이다 

비구조화된 (unstructured) XML 문서는 XML 이전의 SGML(Standard Genera!ized 

Markup Language) 문서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문서로서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터 봉투로서의 요구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연에 구조화된 

(structure) XML 문서는 데이터 교환 포뱃으로 주로 사용된다 전체 문서로서가 아닌 포함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표준 포뱃으로 활용된다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 문서는 

두 가지 형태의 특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가지는 값과 순서가 모두 중요 

하다 실제적인 B2B 트랜잭션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문서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기업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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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ML 문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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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스템 결합 수준이 높을수록 구조화된 형태의 문서가 교환될 것이며， 느슨하게 결합할 

수록 비구조화된 문서가 활용될 것이다 본 논문은 B2B 트랜잭션을 효과적으로 지왼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문서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텔을 제시하였다 

3. XML 문서의 객체지향적 모댈 

XML이 정보교환포뱃으로 등장한 이래로 XML과 데이터베이스간의 강한 견합 요구가 발 

생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연구틀은 대부분 관계형데이터베이 

스냐 객체관계형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을 맞추었다(Florescu and Kossmann 1999. Bourret 

et a1. 2000. Femandez et a1. 2000. Sha et a1. 2000. Yoshikawa et a1. 2001. 

Varlamis and Vazirgiannis 2001) 그러나， 트리 구조의 XML 문서와 관계형데이터베이 

스를 결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객체지향형 모텔이 XML의 복잡한 구조를 

처리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현재까지의 객체지향형 모델은 주로 DTD 

(D ocument Type Definition)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DTD보다 표현력이 뛰어 

난 XML Schema릎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과 기 

존 모텔과의 차이점을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텔은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로 기존의 연 

구들은 DTD에 초점 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DTD뿐만 아니 라 XML Schema의 자원들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B2B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문서 형태와 데이터 형태의 

XML 문서 타입을 모두 지왼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텔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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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객체지향적 XML 문서 모델 

모댈 상위앨려먼트 
터미녕 

앨리언트 
포항관계표현 얘트리뷰트 순서정보 발생횟수 

1999 
개별 클래스 개별 클래스 

상위엘리먼트 엘리먼트클 

클래스의 애트 래스의 얘트 정렬된 랴스트 N/A 
Goldman et al 

리뷰트 리뷰트 

Hou et al 
XMLDoc 수 Terminal 수 상위엘리먼트 엘리먼트클 
퍼 클 래 스 의 퍼클래스의 하 클래스의 얘트 래스의 애트 생생자 N/A 

2001 
하위클래스 위를래스 리뷰트 리뷰트 

Lin et al 
개별 클래스 

A m E-
뷰
”
 

i
낙
 

트
 
·
우1 

애
 

함
 

트
 
함
 

번
 
포
 

마
녁
 시
τ
 

때
C
 

스
 

쐐
 웹
 함
 

<T함
 鋼

N/A 
2000 

Chung et al 

2001 
개별 클래스 

상위엘리먼트 
Text 클래스 

클래스의 애트 N/A 
의 하위클래스 

?J~E 디 TC 

N/A 

상속을 사용 

한 클래스계 

층도 

상위엘리먼트 상위엘리먼트 엘리먼트를 상위엘라먼트 상위엘리언 

본 연구 개별 클래스 클래스의 하위 와 중첩엘리언 래스의 얘트 클래스의 애트 트클래 스의 

클래스 트의 관계 리뷰트 리뷰트 애트리뷰트 

은 특정 DBMS에 종속되지 않는 ODMG(Object Data Management Group) 3.0 호응 

모텔이다 마지막으로 본 모텔은 XML 문서와 레거시 데이터베이스간의 양방향 변환을 지원 

하며，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래스와 인스턴스수를 최소화하였다 

m. XML 문서 메타모델 

본 연구는 XML 스카마 변환규칙을 제시한다 스키마 변환규칙은 타입변환규칙과 제약유지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타입변환규칙은 XML Schema로 기술된 타업과 엘리먼트가 객체지향 

적 모텔로 변환되는 방법을 다룬다 제약유지규칙은 타입과 엘리먼트를 제한하는 제약조건들 

이 변환된 객체지향 모델에서 유지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1에서 이러한 규칙을 생성한 설계 

왼칙을 서술한 후， 각 규칙틀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설계원칙 

본 연구는 변환규칙을 설계하기 전에， B2B 협엽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원칙들을 확립하였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XML 문서의 형태는 대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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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거나 반구조적인 형태를 띄게 된다 거래 파트너와 좀더 결합되어 있을수록 구조적인 문 

서가 선호된다 따라서. XML 문서의 문서로서의 특징과 데이터로서의 특징 모두를 지왼하 

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성 (Completeness) 원칙 변환규칙은 정보손실없이 XML 문서의 본래 특정을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문서로서의 트리 구조와 데이터 교환으로서의 타입과 제약에 대한 모델 

링을 모두 지왼할 필요가 있다 

- 일관성 (Consistency) 원칙 XML 문서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양방향 변환을 지윈 

할 수 있는 일관된 모텔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분 

해된 정보틀로부터 원래의 XML 문서를 재생성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실제 기업간 거래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운용성과 간결성 

의 왼칙을 고려하였다 이 두 원칙은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데이터모텔을 도입하는 

부담을 털어줄 것이다 

상호운용성 (I nteroperabili ty) 원칙 본 연구는 ODMG 3.0 표준 데이터모텔에 큰거하 

여 모텔링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DBMS에 종속하지 않고 ODMG에 호응하는 모든 레 

거시 DBMSs에 적용될 수 있다 

- 간결성 ( Conciseness) 원칙 데이터 모델은 간결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모 

델은 클래스와 인스턴스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2 타입변환규칙 

XML Schema에 기반한 타입은 기정의된 내장타입과 사용자 정의타입으로 분류된다 또 

한，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simple type과 complex type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complex 

type은 simple type과 달리 하위 엘리먼트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 내장타입은 모두 

simple type에 해당하며， 사용자 정의타입은 내용에 따라 simple type도 complex type도 

될 수 있다 내장타입， 사용자정의 simple type. 사용자정의 complex type 순으로 변환규 

칙을 설명하기로 한다 

• 내장타입 

XML Schema는 문서와 데이터로서의 모든 특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위주의 ODMG 

보다 풍부한 내장타입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XML Schema의 내장타입을 4가지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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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장타입 변환규칙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타입은 직접적인 변환이 가능한 타입들로서 “일 

반타입’이라 명칭한다 두 번째는 ODMG 리터럴에 적절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뱅핑되는 타입 

들로서 “제한타입”이라 부르기로 한다 세 번째는 세분화된 XML 내장타입들의 결합을 통해 

서 볍핑되는 타입들로서 “분해타입”이라 칭한다 마지막은 다른 타임을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는 타입틀로서 “결합타입”이라 정의한다 각 타입별 변환규칙은 다음과 같다 

일반타입 일반타입 변환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f10at 타입은 ODMG f1 0at 리터럴로 

직접 변환된다 반면에 decimal과 integel 타입은 둘다 모두 ODMG long long 리터 

렬로 변환된다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ypedef long long decimal; 

typedef long long integer; 

- 제한타입 제한타입은 제약식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nonPositive

Integer 타입은 O보다 작거나 장은 값올 가질 것을 요구한다 검사 메쏘드는 DBMS의 

저장프로시져를 사용하여 각기 달리 구현될 수 있다 본 모델은 제한타입을 정의하고， 또 

한 구현단계에서의 저장프로시져 기술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typedef long long nonPositivelnteger; 

class constraintJegister { 

attribute list<constraint> constraints; 

void registerO; 

struct constraint{ 

string type 

string check• method; 

typedef은 non Posi ti velnteger가 long long 타입임을 선언하고. constratnt 구조체는 

타입 이릉과 검사 메쏘드를 연결시킨다 검사 메쏘드는 constr ain t_regis tel 클래스 인스턴 

스를 사용하여 저 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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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타입 XML Schema는 날짜 타입을 gYearMonth , gYear , gMonthDay , gDay , 

gMonth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는 반면 ODMG는 단지 date 리터렬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런 여러 타입을 하나의 리터럴로 결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typedef date gYearMonth , gYear , gMonthDay , gDay , gMonth 

class constraint_rcgister ( 

attribute list(constraint) constraints; 

void registerO; 

date date combineO; //a method for combining the separaled date types 

결합타입 QName , NOTATION , NMTOKENS , IDREFS , ENTITIES 등은 다른 타 

업틀을 사용하여 변환된다 결합 유형에 따라 구조체나 집합， 리스트 등을 사용하여 정의 

된다 

struct QN ame ( 

AnyURI namespace • name , 

NCN ame loca l__part; 

typedef set(QName) NOTATION; 

typedef list(NMTOKEN) NMTOKENS 

typedef list(l DREF) IDREFS ‘ 

typedef list(ENTITY) ENTITIES; 

Simple type 

Simplc type은 내 장타입 으로 영 세 되 는 atomic 타입 atomic 타입 틀의 리 스트타입 . 

atomic 타입이나 리스트타입의 U nJ on 타입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simple type은 특정 

엘리먼트에서만 적용되는 익명타입과 재활용 가능한 전역타입으로도 분류된다 전역타입은 

익명타입과 달리 기록될 펼요가 있다 

타입은 인스턴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틀 필요가 없다 이와달리 엘리먼 

트는 클래스로 변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냐， simple type을 취하는 엘리먼트는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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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엘리먼트이므로 클래스 발생수를 줄이기 위해 해당 상위 엘리먼트의 애트리뷰트로 모델링 

하였다 

엘리먼트는 simple type 엘리먼트와 complex type 엘리먼트로 분류된다 엘리먼트의 타 

입은 선택한 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타입과 엘리먼트를 동시에 다루는 규칙을 설계하 

였다 〈규칙 1)은 simple type을 ODMG 모델로 변환하는 규칙을 기술하고 있다 

〈규칙 1) simple type과 simple type 엘 리 먼트 

simple type으로 명세된 simple type 엘리먼트는 클래스로 변환되지 않는다 상위 엘리 

먼트나 complex type의 애트리뷰트로 정의되고. 그 simple type은 애트랴뷰트의 타업으 

로 정의된다 simple type이 전역타입인 경우， typedef 선언자를 통해 정의한다 

• Complex type 

Complex type 엘리먼트는 객체를 인스턴싱할 필요가 있고， 터미널 엘리멘트가 아니므로 

클래스로 모델링된다 Complex type은 하위 엘라먼트와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으므로， 

typedef 선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인스턴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추상 클래스로 정 

의하고， 해당 complex type 엘리먼트가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규칙 

2>는 complex type에 대한 변환 규칙이다 

〈규칙 2) complex type과 complex type 엘 리 먼트 

Complex type의 애트라뷰트는 접두사 “private_ "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하위 엘리먼트는 

‘rela tionship ':으로 모델링한다- 값을 가지는 타입은 접두사 ‘ terminal_ "를 사용한 애트리 

뷰트로 표현된다‘ 

Complex type 엘리먼트는 클래스로 변환된다 Complex type 이 전역타입인 경우에는 추 

상 클래스로 모텔랭하여 해당 엘려먼트가 상속받도록 한다 

〈규칙 1)에서 이미 상위 엘리먼트의 애트리뷰트로서 터미널 엘리먼트를 정의하였다 Complex 

type이 가질 수 있는 애트리뷰트와 터마널 엘리먼트를 표현한 애트리뷰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XML 문서에서 태그로 둘러싸여 있는 애트리뷰트는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문서 

처리용 요소들이다 본 모델은 이러한 얘트리뷰트를 표현하기 위하여 privat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private 키워드는 객체지향언어에서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를 캡슐화시키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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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접근자이다 ODMG에서는 private에 대한 영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우리가 모델링 

한 접두사는 구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Complex type이 자체값을 가지는 경우에도 역시 애트리뷰트로 모델링하였다 이는 똑같 

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위해 terminal 접두사를 사용하였다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 

는 방법이기는 하나， complex type이 값을 가지는 경우는 대개 최하위 엘리먼트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규칙 2)와 짙은 방식으로 모텔링하고자 한다 

3. 제약유지규칙 

XML Schema는 정교한 데이터 교환 설계를 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제약표현을 제공한 

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성자인 엘리먼트와 타입에 대한 제약형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DTD로부터 기원하는 제약으로서 하위 엘라먼트의 순서와 발생횟수를 

명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타입을 확장하거나 한정함으로써 새로운 타입을 유도해내 

는 재활용 관점의 제약형태이다 세 번째는 네임스페이스룹 사용하여 타입과 엘리먼트가 적 

용되는 영역을 영세하는 제약이다 

• 순서와 발생횟수 

순서제약은 문서로서의 특징을 유지시키는데 펼요하고， 발생횟수제약은 동일 엘리먼트의 중 

복적인 기숨을 피하기 위한 장치이다 XML Schema는 sequence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명 

시적으로 하위 엘리먼트의 순서를 영세하고， DTD보다 좀 더 정일한 발생횟수제약을 표현 

한다 

순서제약은 하위 엘라먼트들이 상위 엘리먼트내에서 순서대로 정렬될 것을 요구한다 상위 

엘리먼트는 complcx typc 엘리먼트이고 하위 엘리먼트는 simple type이나 complex 

type 엘리먼트 툴 다 가능하다 하나의 엘리먼트가 여러 상위 엘리번트의 하위 엘리먼트로 

영세될 수 있으므로 순서정보는 상위 엘리먼트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이 

유로 발생횟수정보 또한 상위 엘리연트가 유지하기로 한다 규칙 3은 순서와 발생횟수제약을 

모델링 하는 방법블 기술한다 

〈규칙 3) 순서와 발생횟수제약 

상위 엘리먼트는 순서와 밤생횟수제약을 애트라뷰트를 추간함으로써 정의한다 발생횟수는 

occurrenct con8tramt라 명명한 ODMG 구조제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하위 엘리먼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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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가 요구되거나 안되거나 하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ODMG list와 set 려터럴 

을 사용한다 list 타입은 occurrence_ constrain t 구조체의 순서있는 모임을 표현하고， 

sot 타엽은 순서없는 모임을 나타낸다 Complex type 이 전역타입인 경우에는 대응되는 

추상 클래스가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해당 엘리변트가 그 클래스를 상속하는 것으로 오텔링 

한다 

발생횟수제약은 minOccurrs ‘ maxOccurrs , fixed , default 등의 애트리뷰트플 사용하여 

명세된다 본 모텔에서는 이러한 제약들을 occurrence construct 구조체에서 엘리먼트 이름 

과 프라퍼티를 묶음으로써 표현한다 그 구조체가 list 타입으로 묶이는 경우의 타입 이룹은 

sequential_ constrain t가 되며， set 타입인 경우에는 unordered constraint가 된다 구체 

적으로 다응과 같이 정의된다 

typedef list(occurrence• constraint> sequential_constraint 

typedef set(occurrence_constraint> unordered • constramt: 

struct occurrence constraintl 

string element_name: 

string element_type: 

complex type 

short minOccurrs: 

string maxOccurrs: 

string fixed; 

string default: 

• 한정과 확장 

/ /indicates whether the element is simple type or 

한정 (restrictionl 과 확장(extensionl 은 DTD에서는 없던 새로운 개념이다‘ 한정을 통하 

여 기본 (base 1 타입으로부터 새로운 타입을 유도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위 엘리먼트의 

minOccurrs값을 “2"로 한정 한 새 로운 타입 을 만들 수 있 다 한정 에 의 해 유도된 타입 은 기 

본 타입 도메인값을 제한해서 만든 것이다 확장은 이와 달리 기본 타입에 새로운 엘리먼트 

나 애트리뷰트를 추가함으로써 정의된다 예를 들어 decimal 내장타입에 애트리뷰트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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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새로운 complex type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본 타입은 유도 타입과 마찬가지로 simple type이나 complex type이다 또한， 한정과 

확장에 의 한 유도가 모두 가능하므로， 모든 가능한 유도 조합은 〈표 2)와 같다 

〈표 2) 유도 패턴 

Simple type Complex type 

Restriction Simple type Constraining facet N/A’ 

Complex type N/A** extends 十 constramts 

Extension Simple type N/A*** N/A’ 

Complex type Complex type with attributes extends + attributes 

Complex type은 하위 엘리먼트와 얘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정과 확장 어느 방법 

을 사용해도 simple type으로 유도될 수 없다(*) 한정은 도메인값을 제한하므로 simple 

type으로부터 complex type이 유도될 수는 없다(**) 확장은 새로운 엘리먼트와 애트리뷰 

트를 추가하므로， 유도 타입은 simple type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4가지 유형의 

유도 패턴이 발생하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 방법은 〈규칙 4)와 같다 

〈규칙 4) 한정과 확장 

한정과 확장에 관련된 제약유지규칙은 다음과 같다 

Case 1: sjmple type으로부터 한정에 의해 sjmple type 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제약 구조 

체를 사용하라 

Case 2: sjmple type으로부터 확장에 의해 complex type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규칙 

2)를 창조하라‘ 

Case 3: complex type으로부터 한정에 의해 complex type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타입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새로운 추상 클래스를 만틀고， 규칙1 ， 2， 3을 

사용해서 변화된 엘려먼트와 애트리뷰트를 재정의하라 

Case 4: complex type으로부터 확장에 의해 complex type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타입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새로운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규칙2에 따라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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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스페이스 

네입스페이스는 기존 스키마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스키마 재활용은 중복된 작업 

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표준 스카마 채용을 용이하게 한다 하나의 스키마는 target 네 

임스페이스를 통해 정의되며， source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다른 스키마를 참조할 수 있 

다 Source 네엄스페이스는 참조된 스키마의 target 네임스페이스이다 네입스페이스는 

URL 문법을 따르나， 이는 파일 이름이 아니라 단지 스키마 이름일뿐이다 실제적인 스키마 

파일(‘ xsd) 의 위치는 schemaLocation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선언된다. 네임스페이스 모 

텔링 규칙은 무척 간단하다 네임스페이스는 ODMG 표준의 module 선언으로 쉽게 모텔링 

된다 

N , 결 론 

본 연구는 m에서 제시한 설계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링 작업을 수행 

하였다-

- 완전성 XML Schema는 문서와 데이터로서의 특정을 모두 지왼하기 위하여 풍부한 프 

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모든 프라마티브 타입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ODMG 맴핑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서 관점에서 XML 

문서는 부분보다는 전체로서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XML Schema의 순서정보를 list 리터럴과 구조체로 표현했다 

간결성 XML 스키마 타입과 엘리먼트는 복잡도와 익명성에 따라 각각 4가지 형태로 분 

류될 수 있다 따라서， 총 8가지 유형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8가지 유형중 전역 

complex type과 전역 complex 엘리먼트만을 클래스로 변환시키므로써 클래스 수를 줄 

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전역 complex type을 추상 클래스로 모델링함으로써 인스턴성 

을 요하지 않고， 단지 상속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영세하였다 

- 일관성 . 간결한 설계를 위한 노력은 3개의 중복된 애트리뷰트， 즉 simple type 엘리먼 

트， complex type의 애트리뷰트， 값을 가지는 complex type 풍의 결과를 가져왔다 

애트리뷰트로의 통일 정의는 분해된 데이터로부터 원래의 XML 문서를 재구성하는데 걸 

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흔란을 피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private와 terminal이 

라는 접두사를 사용하였다 

• 상호운용성 데이터 모델이 특정 DBMS에 종속적이지 않을 경우에 활용도가 증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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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상호운용성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 모텔은 ODMG 객채지향 표준에 근거하 

여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분산조직간의 협엽 프로세스 수행에 필요한 기본 기술로서 일반적이고 가벼운 

XML 문서 메타모텔을 설계하였다 본 모델의 완전성과 일관성 특정은 본 모델의 일반성에 

기여하며 간결성과 상호운용성은 본 모델을 가볍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또한， 본 모텔은 구 

조맴핑 접근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구조뱀핑 접근법은 각 XML 스키마에 대응하여 객체 

모댈을 각각 작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한된 숫자의 문서 구조를 따르는 많은 

XML 문서를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 적합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시적인 필요성보다 

는 장기적 파브너쉽관계를 통해 협업을 수행하는 기업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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