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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XML is a W3C standard and has characteristics like platform-independent, it 

has a critical role in e-commerce. Business rules and procedures should be standardized for 

efficient B2B integration. But a lot of companies has its own XML documents instead of 

standard documents. Therefore many organizations try to make standards for e-commerce 

based on framework. In this paper, XML messaging syste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Client request service in a XML and server return response in XML in this system. So we 

can more easily and efficiently build e-Procurement system based on this XML messa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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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많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XML 

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전자상거래에서 사용 

되는 문서는 XML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보 

내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이 표준화 

된 XML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의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간의 

XML 문서 전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RosettaNet에 따라서 

만든 XML 문서를 사용하는 기업과 ebXML 

에 따라서 만든 XML 문서를 사용하는 기업 

간의 거래에 XML 문서를 사용한다면 양자 

사이에 XML 문서를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이 러 한 B2B 양자간에 직접적인 거래를 

위해서 변환과 문서 전달 기능을 대행해 주 

는 것이 XML HUB이다. 본 논문에서는 

XML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eTHcurement를 구현하고자 하였다[8].

본 논문에서는 XML로 서비스를 요청하 

고, 서버가 해당 서비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ebXML올 이용하여 메시지를 작성한 후, 전 

송하고, 그 메시지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처리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기술을 소개 

하고, 3장에서는 XML 메시징 시스템의 구성 

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며, 4장에서는 메시 

징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를 설명한다. 그리 

고, 5장에서는 XML 메시징 시스템을 구현한 

화면을 보여주며,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구방향을 소개한다.

2. 관린 연구 및 기술

2.1 관련 연구

현재까지 XML을 이용한 메시지 교환 시 

스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EDK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 XML 

로 메시지를 교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져 있다. EDIZXML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은 '데이터 교환 모델，을 위하여 XML을 사 

용하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XSL(XML 

Style Language)을 이용하며, 전통적인 EDI 

와 쉬운 통합 방안을 지니기 위하여 DTD를 

사용하고, 문서중심의 조회와 처리가 가능케 

하며,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다[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표준 기술로서 XML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입지 

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7].

RosettaNet은 정보기술 및 전자부품의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을 위한 XML 

기반의 비즈니스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1998 

년에 결성된 컨소시엄으로, 35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RosettaWet에서는 비 

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술규격을 제공하고 있다.

Rosetta阳et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으로는 

Dictionary, RNIF(RosettaNet Implementation 

Framework), PIP(Partner Interface Process) 

가 있다. RosettaNet Dictionary는 크게 비즈 

니스 부분과 기술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디렉 

토리는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공통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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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속성들을 표준화 한 것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제공하여 개별 기업의 

중복되는 투자와 노력을 절감하는 역할을 한 

다. RNIF는 RosettaNet 표준에 대한 시스템 

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 

인과 통신 프로토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즉, XML과 HTML을 사용하 

여 거래 파트너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 

법을 정의한다. RosettaNet에서 제공하는 표 

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IP이며, PIP는 

거래 파트너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비즈 

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다. PIP는 크게 

6개의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클 

러스터는 다시 세그먼트 단위로 구분되고, 세 

그먼트 안에 하나의 PIP 가 정의된다. 

RosettaNet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Dictionary, 

RNIF가 PIP의 입력이 되며, PIP가 거래 당 

사자들에게 배포되고, 각 기업에서 해당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는 로드맵 역할을 한다. 각 

PIP는 모든 비즈니스 로직, 메시지 흐름, 메 

시지 내용을 포함한다[4].

Microsoft사는 1999년 'BizTalk Initiative' 

라는 이름을 가지고 XML 기반의 B2B 전자 

상거래 솔루션을 발표하였다. BizTalk 은 

XML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 또는 기업간 응 

용 프로그램 통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빠르게 전자상 

거래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BizTalk Initiative 는 BizTalk Framework, 

BizTalk.org, BizTalk server의 세 가지 요소 

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은〈그림 1>과 

같다. BizTalk을 바탕으로 하는 B2B 전자상 

거래 시스템에서는 거래자들이 비즈니스 문 

서들을 교환하기 위하여 BizTalk server를 

이용한다. 기업에서 구매 요청과 같은 비즈니 

스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응용 프로 

그램은 XML 기반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 

기 위하여 이 비즈니스 이벤트에서 참조할 

BizTalk Schema를 사용한다.

BizTalk.org

〈그림 1> BizTalk Initiative의 구조

비즈니스 1 비즈니스2

Biz丁a歌서버
BizTak “ 

문서
BizT키k 서버

BizTalk은 B2B 전자상거래와 기업 내부 

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기업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BizTalk 솔루션을 이용하여 BizTalk 지원 응 

용 프로그램과 BizTalk server 시스템을 구 

축하고, 거래자들간에 교환되어질 문서의 양 

식을 작성하는테 필요한 BizTalk 스키마를 

결정함으로써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5].

2.2 ebXML

ebXML(electronic business XML) 은 EDI 

를 표준화한 UN/CEFACT와 기업과 산업 표 

준 저장소를 운영해 온 OASIS가 주축이 되 

어 199%년 11월부터 시작하여 18개월 동안 만 

들어진 표준이다. ebXML은 특히 XML을 이 

BizTalk.org
BizTal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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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전자 상거래가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국내외 거 

래에 모두 적용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ebXML은 ebXML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 

는 Technical Architecture, 거래 절차를 기 

술하는 Business Process, 거래에 이용되는 

공통의 용어와 그 의미를 정의하는 Core 

Component,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Registry and Repository, 

거래에 필요한 합의 사항 및 합의 방법을 규 

정한 Trading Partner, 거래 문서의 전송올 

위한 Transport/Routing and Packing 등에 

대해 2(X)1 년 5월 공식 표준을 발표했다.

ebXML은 항목과 문서 하나하나를 미리 

정해 놓기보다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함 

으로써 전 산업에 두루 응용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물론 ebXML 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전자 문서끼리는 서로 교환할 수도 있다. 또 

한 표준올 포함하여 전자 거래를 위해서 필 

요한 각종 컨텐츠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 

는 레지스트리를 ebXML에서는 더욱 명확하 

게 정의하고 있다. 레지스트리의 시스템 인터 

페이스, 등록과 검색 방법올 포함해서 메타 

모델까지 정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ebXML 레지스트리의 연결과 정보 공유를 

보장하고 있다[12].

2.2.1 ebXML의 기반 기술

ebXML에서 필요한 인터넷 응용 기술은 

전송 프로토콜과 정보를 표현하는 XML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전송 프로토콜에서는 

HTTP, SMTP 와 같은 전송 프로토콜, 

SOAP와 같은 전송 응용 프로토콜이 있다. 

그리고 정보를 표현하는 XML은 XML과 연 

관된 각종 기술들인 XLink, XPath, XML 

Signature, XML Namespace 등이 활용되고 

있다.

ebXML에서 필요한 모델링 기법에는 일 

반적인 비즈니스와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기 

법이 있다. 거래 절차와 같은 일반적인 비즈 

니스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UMM, UML와 

같은 표준화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모델링에는 XML DTD, XML 

Schema 둥이 활용되고 있다[8][12].

ebXML 매시징

문서를 교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 

세서는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이 

다. 즉, 규격화된 메시지를 만들거나 자신에게 

들어온 메시지를 처리하여 문서의 내용을 추 

출하며, 그 내용을 이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에게 넘겨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 

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서는 메시징 서비스에 

속하는 것이며, 메시지 헤더의 처리와 다른 

프로세서의 호출, 암호화, 복호화, 에러, 에러 

처리, 라우팅,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bXML 메시지의 프로토콜 봉투

ebXML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프 

로토콜을 선택한 후에 그에 맞는 프로토콜 

봉투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HTTP 프로토콜 봉투에 

서는 기본적으로 POST라는 정보를 기입하 

여 준다. POST은 서블릿이나 CGI 같은 메 

소드를 호출하여 메시지를 처리한다. 이렇게 

지정된 메소드가 불려지면 그 내부에서는 

MIME 봉투를 파싱하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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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XML 메시지의 MIME 봉투

HTTP 프로토콜와 SMTP 프로토콜은 

MIME을 적용한다.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 프 

로토콜 봉투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MIME 봉투에 담기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전자 메일에서는 다양 

한 형식의 데이터를 상호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형식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처리 

하려면 컨텐츠의 형식을 지정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필요하다. MIME이란 바로 컨텐츠의 

형식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XML 문서를 첨 

부한 경우에는 MIME 타입이 “text/xml” 이라 

고 설정되고, 이로 인해 그림이나 영상파일들 

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림 2> ebXML의 메시지 구조와 

메시지 내용

ebXML 메시지의 SOAP 봉투

프로토콜 봉투와 MIME 봉투는 나름대로 

의 규격화된 표기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SOAP 봉투는 봉투 자체도 Header와 Body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 XML 형태의 봉투이 

다. 즉, 봉투 자체가 XML 문서로 이루어졌 

다. 이런 봉투에서 Header는 SOAP 봉투를 

처리하기 위한 Service나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Body 

부분에서는 다음 파트에 오게 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3 전자상거레 (e-Business)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 

은 전자상거래의 등장이며, 이는 기존의 전통 

적인 상거래 시스템을 대체할만한 가치를 가 

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새로운 기술 

의 등장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각 회사들은 그들의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전자상거래의 이 

점을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 

뉘어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 

들어냈으며, 이러한 형태의 체계화가 전자상 

거래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다. 성공적인 전 

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은 다음에 설명하는 것 

중 한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2].

비즈니스 to 고객 (B2C)

B2C 웹사이트의 보편적인 예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애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다. B2C는 중간 마 

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며, 기업이 실제 상 

점과 온라인 상점의 개설 비용 등을 고려하 

여 선택한 것이다. B2C 애플리케이션은 인터 

넷에서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서적, 음반, 영화 예매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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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to 비즈니스(B2B)

비즈니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B2B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B2B 구매는 기업에 점차 큰 위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시장 또한 점점 커질 것이다. 

B2B에서의 이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할 

때 이익이 되는 점과 손해가 되는 점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또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이슈 

로는 보안, 속도, 안전성, 회사간의 상호 작용 

을 돕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비즈니스 to 비즈니스 to 고객(B2B2C)

B2B2C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잘 정의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B2B를 사용하여 

B2C를 지원하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 

하며, B2B가 상업적으로 성공했으나 B2C의 

기반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 

다. B2B는 B2C 회사가 가격을 절감하고 그 

들의 B2C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 

와주며, 비즈니스가 서로 교류하여 그 사이에 

서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하고, B2B의 지원 

하에서 B2C의 이익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 

다. 온라인 카탈로그를 서로 연결하여 고객에 

게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B2B2C의 좋은 예라 

하겠다.

고객 to 고객, 고객 to 비즈니스 to 고객 

(C2C, C2B2C)

C2C는 상거래 시스템의 새로운 분야이며, 

고객간의 거래를 회사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이때 회사는 약간의 거래 차 

액, 광고 효과를 얻게 된다. C2C 애플리케이 

션은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 사 

이의 저렴하고 실용적인 거래를 장려한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C2B2C는 고객과 고객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 

이다. C2B2C의 예로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고객간의 자동차 거 

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중고차의 목록 또한 볼 수 있다.

2.4 e-Procurement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구매 요청, 승인, 

주문, 운반, 결재 및 인도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e-Procurement는 주문에서 인도에 

이르는 전체 구매 프로세스를 인터넷 환경 

하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동시에 구매사 

와 공급사간의 공조를 이루어 구매 업무의 

최적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적 기법이다.

e-Procurement를 통해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구매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구매 비용 절감과 

납기의 단축 둥의 목표를 실현한다. 둘째, 자사 

의 구매시스템과 기존 운영시스템 및 공급사 

시스템과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구매 업무 

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구매 활동의 전략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 전체 목표에 부응하 

는 전략적 구매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e-Procurement 도입은 구매원가 및 

구매관리비용 절감, 구매프로세스의 자동화 

효율적 재고 관리, 작업현장 임의구매 통제 

강화, 구매 이행 주기 단축, 구매 담당직원의 

전략적 업무 수행 전환, 투명한 구매 실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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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효율적 ROI 창출, 공급자 관계망 관 

리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림 3〉은 e-Procurement의 시스템 구 

성을 나타낸 것이다. e-SCM 서버는 구매업 

체 간에 XML, EAI 같은 문서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다. 또한 주고받은 문서는 서버에 일 

괄적으로 저장되어 보관되며,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13].

라이언트에 확인을 해 준다.

HttpListener
M^sage Broker
Imekerlm 미
PrsponseMessageMaker

PostXML
XMLHttp
XkLHelper

c-3CI> Server

하 
르FW 击하 
叫找苴 흑 
오“*幔

■고 a 鈴

T'aiawew 
'"^ai'wveai""

귀菖号&年히］ 

……浦由函&……

日购괐&

〈그림 3> e-Procurement 시스템 구성

3. XML 메시징 시스템

3.1 XML 메시징 시스템의 구성

메시징 시스템은 서로 다른 시스템간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헤더와 

페이로드로 만들어진 메시지를 사용한다. 

XML 메시징의 기본 개념은 메시지의 헤더 

를 XML로 만들고, XML 메시지 브로커라는 

메시징 서버들은 XML로 된 헤더 정보를 읽 

어서 메시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2].

〈그림 4〉는 메시징 시스템의 간단한 구 

조를 보여준다. 클라이언트가 XML문서를 만 

들어 서비스를 요청하면, XML 메시징 서버 

는 이를 처리하고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 클

〈그림 4> XML 메시징 시스템 구조

3.2 XML 메시징 시스템의 기능

메시지 브로커는 메시징 시스템에서 서버 

기능을 수행하며, 받은 메시지에 대하여 헤더 

처리, 암호화/복호화 및 보안, 에러/예외처리, 

라우팅, 호출, 변환의 6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2][8].

해더처리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메시지 브로커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헤더처리는 수신된 메시지의 헤더 영역을 확 

인하고, 거기에 포함된 기능 수행을 포함한 

다. 헤더처리에 특정번호를 헤더에 추가하여 

추적 가능하게 하거나 헤더정보가 유효하게 

구성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XML 메시지 

내의 수신자가 적절한지를 처리 과정에서 사 

전에 검사할 수 있다.

보안

보안 관점에서 메시지 브로커는 보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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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본적인 조건인 신원확인(authentication), 

인증(authorization), 암호화(encryp tion), 부 

인 방지nonrepudiation)를 보장해야 한다. 메 

시지가 수신되면 메시지 브로커는 우선 디렉 

토리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 

로 신원을 확인한다. 해당 자격을 가진 사용 

자로 확인이 되면 메시지 브로커는 메시지에 

포함된 기능이나 처리에 인증을 받는다.

오류와 에외처리

오류와 예외처리는 메시지 브로커가 수행 

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클라이언트가 

수신한 메시지가 유효하지 않거나, 요청을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클라 

이언트에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메시지 브로 

커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에 보낸다.

라우팅

메시지 라우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헤더 라우팅으로, 수신된 메시지가 어 

느 웅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돼야 할지를 결정 

한다. 다른 하나는 페이로드 라우팅으로 해당 

웅용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세스나 메쏘드가 

사용돼야 할 지를 결정한다.

호출

호출 단계에서는 실제 수신 메시지에 있 

는 페이로드의 자료를 가지고 메쏘드를 호출 

하게 된다. 여기서는 메쏘드 호출을 통해 브 

로커에서 클라이언트로 반환할 수행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변환

변환에서는 다른 형태로의 변환이나 매핑 

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XSLT가 변환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4. 매시징 시스템 분석 및 설계

4.1 Use Case 다이어그램

〈그림 5〉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냈다. 사용자는 XML 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를 토대로 SOAP 봉투 처리를 

한 다음,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HTTP 방식으 

로 할 것인지, SMTP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성된 XML 문서를 메시 

징 서버에 전송해서 어떠한 처리를 요구한다. 

XML 문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XML 문서 

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XML 처리 유 

스 케이스는 생성 유스케이스를 반드시 필요 

로 하는 관계가 <<include>>로 표현된다.

XML 헤시지 생성 

(from client)

〈그림 5>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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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클라이언트가 XML 문서를 

생성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 

하는 순차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클라 

이언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요청 

서비스를 포함하는 XML 문서를 작성하고 

XMLMessage를 통하여 SOAP 봉투를 작성 

한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사용자가 HTTP 

나 SMTP를 통해 문서를 전송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서버에게 문서를 보내 관련 

된 처리를 요청한다. 서버에서는 HTTP 요청 

을 받아서, 이를 처리할 Mes sageBroker에 

전달한다. Message Broker는 먼저 헤더를 

분석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서비스를 확 

인한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호출하 

는데, 현재는 송장의 저장만을 대상으로 하므 

로 Invokerlmpl가 호출되고, 이 클래스는 저 

장소에 저장한 후, 처리가 성공했음을 알리는 

XML 메시지를 만든다. 작성된 메시지는 역 

방향으로 사용자에게 성공/실패 메시지를 전 

달하게 된다.

〈그림 6> 유스 케이스 - 순차 다이어그램

4.2 메시지의 구조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사용될 XML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 XML 문서는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헤더 부분은 전달할 목적지와 발신자의 정보 

를 저장하고 있으며, 바디 부분에는 송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였다. XML 메 

시지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 바디 부분 

이므로 이곳에 주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입 

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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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메시지의 구조

4.3 XML 매시징 서버

메시징 서버에서 처리과정은〈그림 8>, 

〈그림 9>,〈그림 10>과 같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XML 문서를 

ebXMLHeder와 ebXMLPayload 를 이용흐］•여 

헤더와 페이로드를 작성한다. 또한 이렇게 

Heder 와 Payload 를 작성 한 후 ebXML 

Message를 이용하여 Header와 Payload를 

SOAP 봉투화 한다. 이 렇 게 작성 된 메 시 지 를 

어느 방식으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Connection을 이용하여 HTTP나 STMP로 

보낼 것인지를 묻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나 

타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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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XML 메시지 

서버에 보내게 되면, 메시지 서버는 HTTP로 

전송되어 온 메시지를 수신하는 HttpListener 

와 이 메시지로 어떤 작업을 처리해야 할지 

를 결정하는 MessageBroker, 그리고 헤더에 

요청된 작업을 실제로 처리하는 Invoker로 

이루어진다. 그 이외에 부수적인 Response 

Message Maker가 있다.

〈그림 8> 클라이언트 측 메시지 처리 과정

〈그림 9> 서버 측의 XML 메시지 

처리과정

4.3.1 ebXMLMessage

ebXMLHeader 와 ebXMLPayload를 이용 

하여 작성한 것을 ebXMLMessage에서 구성 

하게 된다.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Header 파 

일과 Payload 파일을 하나로 구성하는 기능 

올 가진다. 이곳에서 작성한 메시지는 

connection에게 넘겨준다.

4.3.2 Connection

ebXMLMessage에서 받은 파일을 HTTP 

Send 버튼과 SMTP Send 버튼을 두어 각각 

의 HTTP와 SMTP 프로토콜로 보내도록 구 

성되어진다. ebXML의 전체 메시지를 구성하 

는 각각의 메시지의 특성들을 Content-Type 

과 Type, Bounder, Version 등을 통하여 설 

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3.3 HttpListener

통신 프로토콜을 한정해서, POST 메소드 

로 넘어온 XML 메시지를 문자열로 

MessageBroker 에 넘겨준다. Htt^Listner 는 

〈그림 5>의 메시지 구조를 이용하여 작성한 

XML 문서를 Stream 값으로 받은 다음, 

Reader로 변환한 후, 스트링으로 읽고, 그 코 

드를 MessageBroker에 넘겨준다.

응답 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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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 I nfj

[ | !---*---「지新登十
......    J I j I 愁* 獸讶 I

〈그림 10>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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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MessageBroker

HtgListner에서 얻어온 값을 이용하여, 

파싱해서 DOM을 만들고, invoke。로 DOM 

을 넘겨서 XML 문서에서 <type> 태그에 

있는 텍스트 값을 읽는다.

4.3.5 Invokerlmpl

Invok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인 

Invokerlmpl 클래스이다. 여기에서는 파일 시 

스템에 송장을 저장하고, Response Message 

Maker에서 응답 메시지를 만든다. Response 

MessageManager는 요청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졌을 때는 클라이언트에 보낼 '성공' 메시 

지나, 실패했을 경우의 에러' 메시지를 XML 

문서로 만든다.

5. XML 메시징 시스템 구현

XML 메시징 시스템의 환경으로 운영체 

제는 Windows 2000 Server, 웹 서버로는 

Jakarta Tomcat V3.1.3 을 사용하였으며, 

JDK1.3.1, XML Parser V2를 이용하여 구축 

하였다. 다음〈그림 11>은 XML 문서를 이 

용하여 작성된 송장을 나타낸다. 송장에서 헤 

더 부분과 페이로드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OrderNo를 이용하여 각 

송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서버 측에 

서는 OrderNo와 동일한 파일이 생성된다.

〈그림 12>는 서버 측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다. 메시지 전송이 시작되 

면 Servlet이 시작되고, 전송이 완료되면 서 

블릿이 끝난다. 메시지를 잘 받았다는 것을 

커맨드 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림 13>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송장을 

전송 시 송장의 헤더 부분이 결과물로 출력 

이 된다. 송장의 헤더 부분 출력되는 것은 송 

/수신자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또한 

'Success!'라는 메시지를 줄력을 해주는데, 

이 메시지는 송장의 전송이 완료되었을 경우 

에 보여지게 된다.

心로 • - J q 소 ◎금M 习 •，"보기 -
烫#必知*;;溢游쯔^^^箜竺^岂^쓰笆箜쫄^^^挥袤盆^游斜線海爲*籍◎条故簽絲*倾矣密蹲

淬刼网~CWPO-2002(Bi7-SCH-02 xml 로 뎐谬 »

v?xml ver5ion=*'1.0,*  encoding-"euc-kr" ?a
-<mes$age>
-〈header〉

<to>5CH-US</to>
<from>SCH-KYS</frorr>>
<type>SavePO<Aype>

</header>
-<body>
-<Order>

<OrderNo>PO-20020317-SCH-02</OrderNo>
< Is$ueDate>2002-03--17</IssueDdte > 
<DueDate>2002-03-25</DueDate> 
<Reference>SCH301</Reference>

-<Lines>
-v Product〉

<De5cription>COMPUTER</Description>
< Quantity > 1 Ov/Q 나 antity >
v Currency 이心/Currency >
< Price qualif治r="unit" >1500000</Pnce >

이 >1500 이") Ov/WtalA
</Product>

+ <Product>
<A.ines>
<Total>i7000000</Total>

</Order>
<A>ody>

</mes$age>

i ， 皂 uhs 퓨터

〈그림 11> XML 메시징 서버에 저장된 송장

〈그림 12> 서버 측 메시지 수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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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클라이언트 측 메시지 전송 

성공화면

〈그림 14〉는 클라이언트 측의 GUI 인터 

페이스이다. 여기에서는 Heder와 Payload*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낼 것인가를 선택 

해 주는 화면이다.

〈그림 14> 클라이언트 측 메시지 전송 GUI

6.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공급사슬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간의 의사소통은 온라인상의 문서전달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온라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간 거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류 

와 예측하기 힘든 양의 데이터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많은 플랫폼과 시스템은 서로 

중립적인 데이터 교류에 필요한 표준을 필요 

로 하는데, 이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XML이며, 이는 W3C에 

의해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XML은 표준 

화와 운영체제 중립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 

업간 거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다양한 방향으로 연 

구가 진행중인 XML 문서 교환용 메시징 시 

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 메시징 시스 

템에서 전송되는 메시지의 형태는 ebXML에 

서 정의한 메시지 봉투를 적용하였다. 즉, 프 

로토콜 봉투, MIME 봉투, SOAP 봉투를 적 

용하여 메시지에 보안성을 첨가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기업간의 문서를 전달하는데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방향으 

로는 ebXML 메시징 시스템을 좀더 발전시 

켜 HUB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XML 

HUB 시스템은 XML 메시징 전달, 메지지 

변환, 저장, 비동기전송 등을 지원하며, 기업 

간의 메시지 전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 

분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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