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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EDI has been so emphasized that we need exchange/maintain 

electronic documents effectively, and convert them to other formats. The traditional EDI, 

however, is facing on the limitation of growth because of its high expense, and the 

closeness of information sharing. The EDIs of next generation, like open EDI, 

object-oriented EDI, and Internet EDI, have appeared to solve these problems. Finally, 

XML/EDI, which is very effective to solve these kinds of problems, is now replacing 

the traditional EDI and the HTML in Internet and, is influencing on e-Business.

So, we are going to suggest a solution which uses XML/EDI as a substitute for the 

traditional one. First, w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traditional EDI system and 

organized the structure of XML/EDI system. Next, we developed the prototype of 

Internet bookstore to show the effectiveness and strength of XML/EDI over the 

traditional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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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1.1 연구 목적

세계는 개방화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 그리고 가치 있 

는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둥장한 것이 EDK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다. EDI란 정형화된 일정한 

표준양식과 코드체계를 이용하여 기업간 또 

는 공공기관 사이에 상호교환 되는 문서를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직접통신에 의해 

교환하는 것올 말한다. 즉, 기존의 VAN 사 

업자, 업체, 정부, 개인 등이 일정한 양식의 

표준전자문서를 만들고 서로 교환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XML/压DI는 전통적인 EDI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방 표 

준의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 XML/EDI 그 

룹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며 개방적이고 사용자간의 상호 대화가 

가능하며 객체지향적 특징올 가지고 있다. 

이러한 XML이 EDI에 도입됨으로써 대규모 

의 전자 상거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주며 

전통적인 EDI의 문제점올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EDI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XML/EDI의 도 

입방안올 제시하는 데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EDI 문제점인 

VAN올 사용할 때의 비용문제, 시스템 구축 

의 어려움, 거래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조 

건 불충족, EDI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웅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ML의 

연계 방안올 제시하며, XML/EDI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XML/EDI 의 도입을 위해서는 EDI 와 

XML에 대한 표준과 특성, 구성 요소 등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되는 

자료 조사로서 첫째, EDI에 대한 개념을 정 

의하고 EDI의 도입효과, 구성 요소 그리고 

EDI의 표준올 살펴보고 전통적인 EDI가 가 

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EDI가 요구 

하는 기능에 맞추어 발전하고 있는 EDI의 

방향을 조사하였다. 둘째, 현재 가장 주목받 

고 있는 웹 기술인 XML에 대한 개념과 표 

준을 살펴보고 XML의 구성요소인 XML, 

DTD, DOM, XSL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 

다. 다음으로 XML의 특성과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다.

앞의 조사를 바탕으로 XML/EDI의 필요 

성과 이점올 살펴보고, XML/EDI 시스템올 

설계 구현하였으며, 전통적인 EDI시스템올 

XML/EDI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변환 

모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업무 환 

경 하에서 XML/EDI가 적용 될 수 있는 방 

법올 모색하기 위하여, 가상서점의 프로토 

타입올 개발하여 XML/EDI 시스템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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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동향

EDI 는 1960년대에 북미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무역, 항만, 조달, 통관, 물류 

둥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UN/EDIFACT는 유럽 및 미국 국가표준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987년 UN에서 제 

정하고 ISO에서 숭인한 행정, 상업 및 운송 

관련 EDI 국제표준으로 UN/ECC가 유엔무 

역데이타교환 디렉토리 (UNTDID)의 형태 

로 숭인, 출판 및 유지관리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EDIFACT 

위원회에서 국내표준인 KEDIFACT를 개 

발, 보급하고 있다. 현재 한국 표준 EDI 문 

서 (KBSM) 는 9개 영역에 총 200개이다 

[한국전산원, 1998a],

현재 각광 받고 있는 기술인 XML은 

ERP, 지식관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둥 대부 

분의 최신 기술에서 웹으로 정보를 통합하 

는 핵심 수단을 제공한다. XML은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의 Working 

Group에 의해 개발되었다. XML은 모든 플랫 

폼, 운영체제, 환경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마크업 언어로서 웹의 컨텐트를 더 효율적 

으로 표현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태우 등, 1997],

EDI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XML이 도입되었으며 XML/EDI는 차세대 

EDI 기술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XML 

/EDI 에 관련된 작업은 XML/EDI 그룹, 

W3C ECI 그룹, CEN/ISSS, CommerceNet 

X12/XML 작업 그룹, EEMA EDI 작업 그 

룹, Redix International Inc., Microsoft 등 

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이원석, 1998],

이 밖에도 XML/EDI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어 XML/EDI의 빠른 발전을 도 

모하고 있다.

2. EDKElectronic Data Interchange)

2.1 EDI의 개념

EDI는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표준 포맷 

의 business data를 상호 전달하는 것이다. 

EDI에서 정보는 두 조직간에. 명시된 포맷 

의 정형화된 형태로 정보를 교환하며 수동적 

데이터 입력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데이 

터를 입력하며 출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편, 전화, 직접 사람이 정보 

를 전달하는 것을 전자우편, FAX 둥의 수단 

으로 대체하는 것과 구별된다. 전자 우편, 

FAX,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 등은 단순 

히 비정형화된 문서를 전자 매체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EDI 

란 사람이 하는 문서의 전달뿐만 아니라 사 

람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때의 처리지연, 부 

정확한 정보의 입력 등 비효율적인 것을 줄 

이는 수단이다[한국전산원, 1998a].

EDI는 데이터 전송 포맷, 통신 방법, 데 

이터 전송 시간 등에 대한 EDI 교환 당사 

자 서로간의 협정에 따라 문서를 전송한다. 

계약 당사자간의 약속에 의해서 작성된 표 

준을 사설 표준이라 하며, 이것은 두 당사 

자간에만 EDI 문서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만약 서로 다른 거래 당사자가 있을 경우 

EDI를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편 

을 막기 위하여 각 국에서는 UN/ED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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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EDI 문서를 개발사용하고 있다.

EDI의 일반적인 메시지 전달 과정올 개 

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송신자가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포맷을 

생성한 후, 생성된 문서가 협정의 EDI 포맷 

의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것이 네트워크롤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송되고, 수신자는 네 

트워크로부터 전송받은 협정된 EDI 포맷의 

데이터를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이 수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게 된다.

2.2 EDI의 도입 효과

EDI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비용의 절 

감효과와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 그리고 

EDI를 도입한 기관의 정보의 효과적인 관 

리와 투명한 관리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 

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DI를 도입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그리고 조직의 전략적 차원에서 기대 

하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2-1> 

과 같다.[한국전산원, 1998b]

2.3 EDI의 구성 요소

EDI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EDI서 

비스 관련주체인 EDI서비스 제공사업자와 

EDI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EDI서비스 관련 

기술로는 EEJI표준과 H/W, S/W를 포함한 

EDI시스템 둥올 들 수 있다.

2.3.1 EDI 사업자

EDI는 전자문서는 특정한 거래 당사자 

만을 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른 많은

〈표 2-1 > EDI 도입 효과

가대 효과

직첩젹인 

登証

•문서거래시간의 단축 

•자료의 재입력 방지 

•업무처리의 오류감소 

•업무처리 비용의 감소

간줍적인 

효聾

•재고감소

•효율적인 인력활용

•관리의 효号성 중대

•고객 서비스 향상

•효율적인 자금관리

전략줨인 

心

,거래상대방과의 .관계개선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

•새로운 사업으로 함대

•경영혁신

•경쟁우위확보

거래 당사자들과 연계되어야 한다. 부가가 

치 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사 

업자들이 EDI 이용자들 사이에서 EDI 서비 

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들 

은 VAN 사업자들의 통신망을 이용함으로 

써 개별적으로 통신올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송수신시간 조정, 보안 문제 

둥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 

를 하고 있는 곳은 ARI Network Services 

Inc, AT&T, IBM Global Network 둥이 있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KTNET, DACOM, 

KT, 금융결재원 둥이 있다.

2.3.2 EDI 이용자

EDI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들 

은 EDI를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정 

보를 받올 권리, 정보의 안전성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에게 맞는 EDI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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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DI 표준

각 조직, 기업, 산업, 국가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야 한다.

가. 문서 표준

데이터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당사자간 

의 합의된 표준을 말한다. 문서 표준은 비 

즈니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며 북미지역의 

ANSI X12, 유럽지역의 U爪/TDI와 우리나 

라의 표준인 KEDIFACT 그리고 국제표준 

UN/EDIFACT 가 있다.

나. 통신표준

데이터교환 등을 지원하는 통신차원의 

프로토콜을 말한다. EDI 문서를 오류 없이 

신뢰성 있는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 표준은 전자문서 봉함 종류, 전송 속 

도, 송신 메시지 프로토콜 둥 자료 전송에 

관련된 표준으로, X.400/X.435 및 SMTP 

/MIME 같은 메시징 프로토콜과 FTAM 및 

FTP 같은 통신 프로토콜이 있다.

2.3.4 EDI 시스템

EDI시스템은 크게 사용자가 관련 내용 

을 입력, 편집 및 출력할 수 있는 응용 소 

프트웨어, 사용자 응용시스템에서 작성된 

것들을 EDI표준포맷으로 바꾸어주는 변환 

처리 소프트웨어 (Translator), 변환된 EDI 

정보를 표준형태의 전자신호로 전송해주는 

통신 소프트웨어, 상대방에게 EDI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시지 처리 시스템, 그리고 사 

용자단말기 둥으로 구성된다.

3.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3.1 XML의 개념

XML은 1996년 W3C에서 제안한 것으로 

서 기존의 HTML과 SGML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웹 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마크업 언어이다.

3.2 XML 기술의 특징

XML은 간단히 말해 모든 플랫폼, 운영 

체저】,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언어로서 

웹의 컨텐트를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Alan, 1999], 

일반적인 XML의 기술적 특징 및 장점은 

〈표 3-1＞과 같다.

4. XML/EDI

4.1 XML/EDI의 필요성

XML/EDI는 인터넷 기반의 EDI를 구현 

하기 위한 개방 표준의 한 가지 접근 방법 

으로 XML/EDI 그룹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전통적인 EDI의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XML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XML은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EDI문서도 교환이 가능하다.

(2) EDI 표준의 변화 또는 사설 표준의 변 

화에 따라 추가적인 엘리먼트가 요구될 경 

우 DTD를 수정함으로서 쉽게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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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니〉XML의 기술적 특징 및 장점

Z X ： 二亏 o I n 注 * 頌厂「琴 * ~ ，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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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 고려

• 웹을 홍채 정보疆 전달하기 위하여 제안

- XML 브라우저 동 XML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URL율 마치 HTML의 링크譽 접근하듯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욤

스타일 시트 사용

• 사용자가 정의 하는 문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메커니즘옿 제공

- X§L은 DSSL과 CSS가 될 수 있음

- XSL은 문서의 프린팅을 위한 기능도 제공

Well이아‘med 

문서지 원

- DTD가 없는 XML문서를 'Well-Formed XML 문서' 라 함

- 필요에 따라 DTD是 만들지 않아도 XML욯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연하게 문서養 작성할 수 있음

링및 포인터 

제공

• HTML의 링크룰 확장한 XLink와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문案 지정하기 위한 Xpointer룔 

포함

메타 데이터 관리
- 문서의 저자, 작성일시, 최종 수정일 등 메타 테이터養 관리 핳 수 있는 표준얀 개발 

(RDF)

표준 API 지원

• SGML과는 달리 문서와 DTD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DOM) 지원

• DOM은 W3C에서 XML문서와 HT애L문서에 대한 APIS 제정한 것으로 DOM울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돌은 XML문서에 대한 접근, 추출, 저장이 가능함

• 문서 전체가 아닌 객체들로 나누어 처리

있다.

(3) 교환올 위해 필요한 엘리먼트를 추출하 

여 자신에게 적절한 DTD를 개발함으로서 

XML은 문서 구조정보를 가질 수 있다. 이 

는 EDI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 

연계를 위한 경우에도 XML/EDI 태그가 바 

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로 매칭 될 수 있 

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 중요 

한 의미를 가지며, 검색의 경우에도 강력한 

기능올 발휘할 수 있다.

4.2 XML/EDI

XML/EDI는 기존의 EDI 문서가 가지고 

있는 거래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엘리먼트를 

추출하여 XML의 DTD로 정의하고, XML의 

특성인 인터넷을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여 

EDI를 구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EDI에서는 

전송되는 메시지 중에서 데이터 항목올 분리 

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독특한 세그먼트 식별 

자를 사용하여 왔다. XML/EDI에서는 이러 

한 세그먼트 식별자를 XML DTD로 정의하 

여 태깅된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XML/EDI는 전자상거래 전반에서 필요한 프 

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3 XML/EDI 시스템

XML/EDI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EDI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올 기반으로 한다. XML 

/EDI 시스템의 구성도는〈그림 4-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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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너 > XML/EDI 서버 구성도

。시스템의 특징

3-tier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계층 

(XML 데이터 파일들)에서 XML 데이터는 

Web 기반의 웅용 프로그램에 XML 데이터

를 제공해, 웅용 어플리케이션이 XML이라 

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각 모듈별 특징

① 질의 처리 모듈

JAVA, ASP, VB, VC 등올 사용하여 

DB에 있는 자료들올 XML 파일로 변화하 

여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저장된 

파일들은 중간 계층의 데이터로 사용된다.

② Global Repository

정보 교환에 필요한 문서의 DTD, 문서 

의 형태를 정의하는 XSL(eXtensible Style 

Language), EDI 파일의 데이터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XML 템플릿 등을 담고 있으 

며,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에 존재하여 송신 

측과 수신측이 공유하여 사용하게 된다.

③ 변환모듈

전통적인 EDI 문서를 XML로 변환 또는 

역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EDI 표준으로 작 

성된 문서를 Doc2XML이란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XML로 변환한다. 미리 만들어진 변 

환 스크립트 또는 XML 템플릿 파일올 

Global Repository 에서 참조하여 각각의 

EDI 문서에 맞게 XML 파일을 생성한다. 

역 변환의 경우 XML문서로 작성된 파일을 

Java 또는 ASP를 사용하여 XML파일의 각 

태그가 담고 있는 내용을 EDI표준에 맞게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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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출력모듈

Client가 XML/EDI 문서를 조회, 작성, 편 

집할 수 있는 환경올 제공한다. Thin Client 

가 가능하도록 Java 또는 ASP 둥을 사용하 

여 Web Browser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 

Client는 입출력모듈을 통해서 XML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Global Repository에 있는 

DTD, XSL 둥을 참조하여 각각의 Client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XMLZEDI 시스템 구현 방안

XML/EDI 시스템올 실제 환경에 적용하 

여 각각의 모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인터넷 가상 서점 

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인터넷 가상 서점은 완벽한 구조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XML 

/EDI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모듈들 

의 기능올 적용시키기에 충분한 구조와 프 

로세스를 가지도록 간단하게 구성하였으며 

필요한 정보들은 미리 데이터 베이스에 저 

장시켜 놓아 불필요한 작업을 배제하였다.

5.1 개발 시스템 환경

• 하드웨어 : Pentium 330, RAM 128M

• 운영체제 : Microsoft Windows NT 4.0

• 개발도구 : Visual InterDev 6.0,

Documeta 1.0,

• 웹 서버 : IIS 4.0

• 웹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5.0

• XML 파서 : MSXML 파서

. 데이터베이스 : MS-SQL 6.5

• 개발언어 : Java Script, 

ASP(Active Server Page), 

ActiveX Control, 

Visual Basic 6.0

인터넷 가상서점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 

하여 NT 4.0의 운영체제와 IIS 4.0 웹서버 

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였다. 데 

이터베이스와의 연동과 XML 데이터 전송올 

위해 ASP와 Java Script를 사용하여 개발하 

였으며 효과적인 웹페이지와 스크립트를 작 

성하기 위하여 비주얼 인터데브 6.0올 사용하 

였다. XML 파일 작성과 DTD 작성을 위해 

서는 XML 에디터인 Documeta 1.0올 사용하 

여 작성하였다. XML 분석올 위한 파서로는 

MSXML 파서를 사용하였으며 클라이언트는 

XML 파서를 내장한 MS Explore 5.0올 사용 

하였다.

5.2 인터넷 가상서점의 DFD 및 DB Table

본 인터넷 가상서점은 앞에서 XML/EDI 

시스템의 각 모듈올 적용하기 위하여 인터 

넷 서점에서 다루어지는 서적 검색, 주문접 

수 및 조회의 과정과 출판사에서 창고로 서 

적올 입고할 경우 입고통보를 하는 과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가상서점의 각 과정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Data Flow Diagram)는〈그림 5-1> 

과 같다.

본 인터넷 가상서점에서 관리되는 정보 

는 서적올 구매하는 회원 고객 정보, 서적 

에 대한 정보, 고객이 주문을 했을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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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내용을 담고 있는 주문 정보 그리고 창고 

에 저장되어 있는 재고 정보로 이루어져 있 

다. 각각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은 다음과 같다.

〈 표 5니〉사용자 정보 테이블

Field 명 Data type 내 용

customjd char 사용자 아이디

custom_name varchar 사용자 이름

custom.address varchar 사용자 주소

custom_phone varchar 人［용자 전화번호

custom_pwd char 사용자 비밀번호

〈 표 5・2 > 서적 정보 테이블

Field 명 Data Type 내 용

book^no varchar 서적 번호

book_title varchar 서적 제목

book_author varchar 서적 저자

book_url varchar
서적의 설명이 있는

XML파일의 URL

〈 표 5-3 > 주문 테이블

Field 명 Data type 내 용

order_no varchar 주문 번호

customer_id char 주문자 이름

order_state varchar 주문/배달 상태

order_date varchar 주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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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 > 주문 아이템 테이블

Field 명 Data type 내 용

order_no varchar 주문 번호

book_no varchar 주문 서적 번호

order_qty varchar 주문 서적 수량

〈 표 5-5 > 재고 테이볼

Field 명 Data type 내 용

book_no varchar 재고 서적 번호

storage.qty int 재고 서적 수량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 툴은 파워디자이 

너 6.5올 사용하였으며 각 데이터 베이스간 

의 관계를 나타내면 < 그림 5-2 >와 같다.

5.3 인터넷 가상서점의 구성 및 특징

XML/EDI 시스템을 적용한 인터넷 가상 

서점의 구성은 크게 서적검색, 주문접수, 주 

문조회, 입고입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5.3.1 서적 검색

서적검색에 사용된 XML/EDI 모듈은 입 

출력 모듈과 질의 처리 모듈이 사용되었다. 

우선 사용자는 원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HTML으로 된 양식에 입력한 후 검색을 

하게 되면 Java Script를 통해 XML 형태로 

바뀌어 서버에 전송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송된 XML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웹 브라 

우저)에 상관없이 XML로 통신을 하게 됨

< 그림 5-2 >인터넷 가상서점의 DB Table 상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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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라이언트

< 그림 5-3 > 클라이언트/서버 질의처리 과정

(1이테M 이스

으로 상호 이질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서버에 전달 

된 XML 데이터는 XML 파서인 MSXML 

파서를 통해 분석이 되고 XML의 표준 

APKApplication interface) 인 DOM (Data 

Object Model)을 사용하여 각각의 XML 테 

그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는 질의처리 모듈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수행하여 결과 값을 

XML 형태로 전달한다. 입출력 모듈은 

XML로 전달된 결과 값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며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에 내장된 

파서를 사용하여 XML을 분석하여 사용자 

가 볼 수 있는 형태의 HTML로 변환 보여 

준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그림 

5-3>과 같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XML/EDI 시 

스템은 작동을 하며 대부분의 처리과정이 

이와 유사하다. 실제로 구현된 각각의 과정 

들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가 저자 또는 도서명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② 클라이언트가 Java Script를 사용하여 

XML 데이터로 변경하여 서버에 전송한다.

］率뇎』僕?*胃方常蜀 E蜀片斜昂蜀腮爲皿聲心555« 心"' 삐11삐h頂 

도서 弓弔 건새

By Auihor：

沛而..." … 쳐顼M三
理® 软廉打控彩矣忘M후:冬云打注恣녀縁矽§上

關1

< 그림 5-4 > 검색 화면

③ 전송된 XML 데이터는 서버의 파서와 

Java Script를 통해 질의문으로 작성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 값을 가져온다.

④ 가져온 결과 값은 XML 데이터로 Java 

Script를 통해 XML로 변환된 후 클라이 

언트에게 전송된다.

⑤ XML 데이터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파서 

와 Java Script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보 

기 편한 형식의 HTML로 변환하여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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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질의 결과 출력화면

5.3.2 XML 파일로 된 서적 보기

검색된 결과로부터 서적 정보를 담고 있 

는 XML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서적 

정보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지정된 URL 

을 서버에 있는 JavaScript로 처리하여 클 

라이 언트에 게 전달하면 클라이 언트는 XSL 

처리기가 URL 에 정의된 XML 문서와 

XML에 정의된 DTD 그리고 XSL 파일을 

가져와 HTML 코드를 생성한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XSL 

파일에 정의된 형식으로 XML의 내용을 볼 

수 있다. XSL 파일은 스타일 시트라고 할 

수 있다. XML의 다양한 정보를 웹브라우저 

가 해석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보여 

줄 수 있도록 XSL은 기능올 한다. 기존의 

HTML의 경우 웹브라우저가 HTML에서 

정의된 태그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 

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다양하게 태그를 정 

의 할 수 있는 XML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 

능하다. 웹브라우저는 XSL을 사용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XML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무수 

히 많은 XML 파일이 참조하는 XSL 파일 

은 한 개만 존재하여도 되기 때문에 많은 

문서의 작성에도 유리하다.

v«rBlon«*1.0'  •noo4lno-*EUC-KR ,?><IOOCTYPE Book SYSTEM *8ookDocm«nt.dtd*  > 

<?xml：styiMhe*t  hf«l-*Book.x«t*?>

<Book> 
<Book_No>OOK/Book_No> 

<THI«> ■경 </Tttb> 

<Author> 皂성 
<AbaUact>9S ette 하21 ■•회 이소. JI곡01 호3러 &아 얼”，리는 SA, 첫 삭*어  
눈■외 여이■, □ »«■ 느所세a. 오卷 킁■ 우는 어會니다.，星는 V 수

영는 二헌 a청도 있會니a. net 스스会여 경see 경섬의 聲會의 wsa 이*  수 있• 
것읿니다. 
</AbBtr«ct>

■彎.....

<Sub8ody>
<Prlc«> S.OOOB </Prte«>

<PubCom>Oia •稣 </PubCom>
<PubDay>1999H 11*  </PubD*y>

<pictUF»>PungKyung.glf</(rietur«> 

</SubBody> 

</Book>

< 그림 5-7> 서적의 XML 파일

<7xml v«r*km-*1.0*  •naodlna-'KSCSMl '?>
<HTMLMinin«；xil*"httB ：/Mww,w3.oro/TR/WO->i«r>
<6ODY>

<DfV>
<DIV STYLE"*bKk0ioufMf-ootor:*MMFF ； oolof^whKa:

Vwdwia. Mlal. ha^aNoa. iMa-BMif: tonl-aiz«d2pt: peddinD：4px*>
<xal:«akN-of ■al«ot-*nte*  />

</OW>
<BR/>
<8R/>

<x>l：fo«-Mct> MlaotB'SubBody^
<[W STYLE"*foM-tamly:Var<laM.  aMI. belvetioa.

<p ・Xgn・'*8nt.r*>
<tMG>
<xil：atlrlbuta nwna"'»ro'><)t«lv«kM-of ■alKt"',plctufa7></xil:attrlbuia>
gG>
</P>

</OW>
</Mii：for-Mch>
<DN STYIEH52여;。아자 : <xit：valu«-of iMct-*Autnor-  /></어V> 
<x>l：for-Mch ■«laolB*8ubBo<iif*>
<DN STYLE»*foni-«k«:12pt:ookx ：Naok'>*eAI  : <xal：vahj«-of aMot-'PubCom' /X/DIV>

여命 «W .........

〈그림5・8> 서적의 XSL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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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주문 신청

도서구매 신청

구매자 신칭자 Q：
|Mn> dong woo 구商저耳 您屋:

阿
구W 서걱 수争

I3~ 1"■ -J

〈그림 5-11> 구매정보 조회 화면

〈그림 5-9> 서적 주문신청 화면

고객이 도서 목록을 검색한 후 원하는 

서적을 구매하는 화면으로 도서 검색의 프 

로세스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5-3>의 질의처리 모듈에서 질의하는 SQL 

문이 검색문이 아닌 입력문으로 작성되면 

된다. 즉, 전송된 XML 파일은 서버에 있는 

XML 파서에 의해서 분석된 후 데이터베이 

스의 스키마와 매핑 되는 XML 자료들을 

질의 처리 모듈에 의해서 입력한다.

5.3.4 주문 조회

고객이 주문한 정보를 확인하는 프로세 

스이다. 도서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데이터 

베이스의 DBMS（MS-SQL 서버）는 내장된 

스토어프로시저를 사용하여 XML 파일을 

동적으로 만들어 준다. 만들어진 XML 파일 

에 해당하는 XSL를 통해서 사용자（창고）는 

현재의 주문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5.3.5 EDI 파일을 XML 파일로 변환

기존의 EDI사용자들의 데이터를 XML 데 

이터로 변환하여 XMMEDI 시스템에 전송하 

여 XML 데이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이다. XML 파일로 변환 된 EDI 파일은 시스 

템의 종류에 상관없이 작업이 가능하며 인터 

넷 환경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우선 EDI 

파일은 클라이언트에서 XML 변환 과정올 거 

친 후 F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버로 전 

송된다. 전송된 XML 파일은 XSL을 사용하 

여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질의처리 모듈 

을 사용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될 수도 

있다. 이 과정들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EDI 파일을 ActiveX를 사용하여 XML 

파일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doc2xml 

을 사용하여 변환한다. 변환 과정은 EDI 

내용에 해당하는• 형식의 템플릿 파일올 

참조하여 XML 파일로 변환한다.

1 +PungKyuna+OO1 시 OO+YounaJin+Seoul KanoNam-Gu+ 
02-573-7867+prikim@wh. myongji.ac .kr 

2+FrontPaoe'98+101 +300+Wrox+Pusan Haewoondai-Gu+
051 -777-8889+wpjunQ@hotmail.com

〈그림 5니2> 서적 발송에 대한 EDI 파일

mailto:wpjunQ@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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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화繆 을 XML로 변화 한 후 전 승벼 튼을 누르심시五.

〈그림 5-13> 日기 파일옿 XML 파일로 변환

② 변환된 XML 파일을 FTP 프로토콜올 사 

용하여 서버로 전송한다.〈그림 5-12>의 

EDI 파일은 표준형식의 EDI 파일은 아니 

지만 EDI 파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EDI 파일의 XML 변환올 보여 주기 위하 

여 임으로 간단히 작성하였다.

③ 전송된 XML 파일은 요구조건에 맞게 

처리되어진다. 즉, XSL롤 사용하여 사용 

자가 내용을 원하는 형식으로 변형, 확 

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림 5너4> 전송된 XML 파일의 출력화면

5.1.5 EDI 파일의 생성

XML 파일의 정장된 내용을 EDI 파일로 

변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EDI 시스템과 XML/EDI 시스템과의 연계 

를 위해서 필요하다. EDI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은 DBMS 를 통해서 실행된다. 즉, 

DBMS에 내장된 스토어프로시저를 사용하 

여 EDI파일올 생성하게 된다. 주문조회과정 

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저장된 스토어프 

로시저와.템플릿 파일의 구성이 틀리다. 저 

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EDI파일의 

구조에 따라서 구성하면 된다.

6.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XML/EDI 시 

스템 구현”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EDI 시스템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전체 시스템의 정보 통 

합의 중요한 수단이며 이에 따라 EDI의 활 

용은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 

통적인 EDI가 갖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올 해결하 

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인 XML올 도입함으 

로써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 

다. XML은 인터넷올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시스템들과도 쉽게 호환, 통합될 수 

있은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EDI/XML 시스템의 구조와 

활용방안올 제시하고 각 모듈별로 기능을 

설겨】, 구현하여 EDI가 XML과 어떻게 통합 

구현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 

터넷 가상서점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함으로 

써 좀더 명확한 적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과 벤쳐기업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Window NT와 

관계 데이터베이스롤 시스템 환경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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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XML/EDI의 적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추후로 모든 EDI 표준에 적용할 수 있 

도록 표준에 맞는 DTD와 XML 템플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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