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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bXML is the international technical framework specification that enables Internet-based 

B2B electronic business using XML. It was standardized by UN/CEFACT and OASIS on 

May 2001. Registry and Repository is the core of ebXML. It supports registry services 

which is composed of object management service and object query management service. The 

object management service manages the object's life cycle and the object query management 

service provides a mechanism to approach metadata of stored objects. Up to now, 

implementations of ebXML Registry object query management system don't support full 

functions of the specification completely. We implemented all the functions of ebXML 

Registry Service Specification vl.O. This system supports Browse & Drilldown Query, Filter 

Query, SQL Query, and Object Retrieval Query services. And it also supports Content-based 

Query service which is not specified in the ebXML RS specification. The Content-based 

Query service is a repository service which makes it possible to pose content based queries 

of repository items and which will be specified on the RS specification 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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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비즈니스 트 

랜잭션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최 

근 들어,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전자상거 

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의 이익 

창출의 범위는 점점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자상거 래는 B2C(Business-to-Customer) 에 

서 B2B(Business-to-Business)로 확대되고 있 

으며, B2B 전자상거래를 위해 각 관련 표준 단체 

및 기업들에서는 기존에 거래해 오던 기업은 물 

론 새로운 기업들간의 거래에 있어서 보다 효과 

적인 정보 교환 및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 

발하고 있다.

ebXMLC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은 “Creating A Single 

Global Electronic Market” 이라는 기치 아래 그 

동안 국제 EDI 표준을 추진해 왔던 UN/ 

CEFACT와 OASIS가 주축이 되어, 1999년 11 

월부터 18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XML올 이용하 

여 인터넷 기반의 e-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제정 

한 XML 기반의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표준이 

다 [12].

ebXML의 기술 구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정보 모델링, 거래 파트너 정보, 핵심 컴포넌트와 

핵심 라이브러리, 레지스트리, 메시징 서비스로 

구성된다[1。丄 그 중 레지스트리(Registry)는 

ebXML 전체의 핵심으로 거래 파트너간에 e-비 

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거래 파트너 프로파일, 비 

즈니스 프로세스, 메시지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며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에 대한 서비스는 객체 관리 서비스와 객 

체 질의 관리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객체 관 

리 서비스는 레지스트리 항목들과 메타 데이터 

정보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객체 질의 관리 서비스는 객체들을 질의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객체 질의 관리 시스 

템은 거래 파트너들간의 실제 B2B 전자상거래를 

위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ebXML 등 

록기/저장소(Repository)의 객체 질의 관리 서비 

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회사에서 구현한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들은 표준의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으며, 일부 지원되는 기능도 표준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현재 제정된 ebXML 표준 

에는 메타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위한 질의 서비 

스는 지원하지만 실제 저장소에 저장되는 저장소 

아이템 (Repository Item)들에 대한 내용을 기반 

으로 검색할 수 있는 질의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 

는다. 이는 등록기로서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저 

장소로서는 단순한 저장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 RIM(Registry 

Information Model) vl.O 과 RS(Registry 

Service) vl.O올 기준으로 ebXML 표준에 충실 

한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저장소 아이템에 대해 내용 기반 검색이 가 

능하도록 확장 구현하여, 저장소의 역할을 동시 

에 지원하도록 하였다[8. 9],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현재까지 구현 발표된 ebXML 등록기/저장소의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올 살펴본다. 제 3장에서 

는 ebXML 등록기/저장소에 적용 가능한 레지스 

트리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질의 서비스를 지원하 

는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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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기존 ebXML 등록 

기/저장소에서의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과의 비 

교 분석을 통해 본 시스템을 평가하고, 기반 

DBMS 에 따른 구현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현재까지 구현 발표된 ebXML 등록기/저장소 

는 국내 • 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있다.

2.1 KTNET의 GXMLHub （국내）[6] 

에서 RIM vl.O과 RS vl.O을 목표로 구현한 

ebXML 등록기/저장소이다. 사용한 DBMS는 

XML 전용 DBMS 인 eXcelon Portal Server0] 

고 개발 언어는 Java이다[4]. 객체 검색과 사용 

자 검색을 위한 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저장된 

객체들을 검색하기 위해 Filter Query 서비스와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를 지원한 

다. 사용자 검색은 등록된 사용자들을 검색하기 

위한 Filter Query 서비스를 나타낸다.

〈그림 1＞은 객체 검색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먼저 Name, Status, Object Type 

등의 필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객체를 검색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Filter Query 서비스를 나타

빠르게 변하는 B2B 전자상거 래의 환경 속에서

B2B 전자상거래의 표준을 제공하고자 KTNET

Service » Search Contents

Search options

“arch 1_____________ 1 IN 1 Name 'SB«rch
status ［스！!______ —…

Otojsct Type ［안？巳_ 一『 一,“
Search Range ［All nodes

Classification $ernes

시시위L Library
GXML. Libr ary

>GeoWeb
GeoWeb G구匸項广라가ric Cl日$데让그tirm

>ISO 3166
】즀£3 교：L6£5 Country S而e

>NAICS
Nn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지그an Asian E-Commerce Alliance
Pan Asian 드-Alliance

>UNSPSC
니히 요tmndar或 F캬pH니aw and S松Classincatiori

〈그림 1> GXMLHub의 객체 검색을 위한 질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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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Seard> User

Search options

■區期바虬心〈I ." . . . - "] I I여 I티r다：namE ji ||||퉈■料

〈그림 2> GXMLHub의 사용자 검색올 위한 질의 인터페이스

낸다. 분류 체계 검색의 경우 GeoWeb, ISO 

3166, NAICS, Pan Asian E-Commerce 

AlUance, UNSPSC의 분류 체계롤 기반으로 분 

류되어 있는 객체들을 검색할 주 있다.

《그림 2〉는 사용자 검색을 위한 질의 인터페 

이스이다. 등록된 사용자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 

자의 이름을 이용한다. 그러나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분류 

체계 노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분류 체계 

노드를 선택하는 경우 그 해당노드에 한해서만 

객체들을 검색한다. Filter Query 서비스는 분 

류 체계 노드에 속한 객체와 사용자 검색을 위한 

제한된 형태의 일부분만을 지원한다. 따라서 

GXMLHub가 지원하는 모든 질의 서비스는 정 

해진 표준올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으며, 제한된 

형태의 질의 서비스이다.

2.2 Sun사의 ebXML 둥록기/저장소（국 

외）[7]

Sun사에서 지난 7월에 구현 발표한 ebXML 

둥록기/저장소이다. 기반 DBMS는 Oracle을 사 

용하였고, Java 기술올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구현을 목표로 한 표준은 RIM vl.O과 RS vl.O 

이다. iPlanet에서 개발한 iPlanet Web Server 

라는 특정 웹 서버를 사용한다. 지원하는 서비스 

는 전체 서비스를 기준으로 볼 때 Submit 

Content와 Retrieve Content로 이루어져 있다. 

Submit Content는 객체관리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 객체 타입들에 대한 생명주기를 관 

리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Retrieve Content는 

객체 질의 관리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 

〈그림 3> SUB의 ebXML 질의 서비스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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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내용 검색을 위한 질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림 3〉은 ebXML Registry/R玖x）sitory의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의 질의 인터페이스이다. 

검색할 메타 데이터 이름을 입력하여 질의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 검색과 Shows와 Cars 두 개 

의 분류 체계로 분류된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를 위한 질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다.

그러나 이 시스템 역시 여러 문제점이 있다. 

iPlanet Web Server라는 특정 웹 서버를 사용 

해야 하므로 다른 일반 웹 서버와의 상호운영성 

에서 문제가 되며, 현재 이 시스템은〈그림 3> 

에서 볼 수 있둣이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와 Object Retrieval Query 서비 

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이 꼭 지원해야 하는 Filter Query를 

지원하지 않는다.

2.3 XMLGlobal의 GoXML™ Registry 

（국외）U3]

XMLGlobal에서 구현 발표한 ebXML 등록기 

/저장소이다. 핵심 컴포넌트는 등록기 Engine과 

Repository와 Registry Client로 이루어져 있다. 

Registry Engine은 분류를 위해 메타 데이터들 

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RIM vl.O과 

RS vl.O 올 기반으로 구현된 등록기이며, 

Repository는 Registry Service를 사용해서 정 

보들을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저장소이다. 

Registry Client는 웹을 기반으로 레지스트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Registry 

Engine과 ebXML Registry에 접근하기 위한 

API인 Registry Services API를 제공한다.

〈그림 4>는 GoXML™ Registry에서 지원하 

는 질의 서비스로 Browse/Lookup이라는 분류 

〈그림 4> GoXML의 분류 체계 검색올 위한 질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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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검색을 위한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분류 체계 노드 

들은 둥록/삭제가 가능하며, 분류 체계를 위해 산 

업 분류는 NAICS, 지역 분류는 Geography의 

분류 체계 루트노드를 지정하였다. 그 외에 

Business Process와 CPPs 그리고 Schemas를 

분리하여 분류 체계 검색을 지원한다. 다른 질의 

서비스로 Company와 Registry Entry를 검색할 

수 있는 제한된 형태의 Filter Query 서비스를 

위한 질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그러나 지원하는 서비스 중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와 Filter Query 서비 

스 모두 정해진 표준에 맞도록 충실하게 구현되 

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구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질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SQL Query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구현 발표된 ebXML 둥록 

기/저장소는 객체들올 등록, 저장, 관리하는 객체 

관리시스템은 지원하지만, 객체들에 대한 질의를 

수행하는 질의 서비스를 위한 객체 질의 관리 시 

스템올 표준에 맞도록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객체 길의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3.1 객체 질의 관리 서비스

ebXML RS vl.O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등 

록기/저장소의 객체 질의 관리를 위한 레지스트 

리 서비스에는 Browse & Drilldown Query 서 

비스, Ad hoc Query 서비스, Retrieval Query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Retrieval Query 서비스 중의 하나로 내용 기반 

검색올 위해 contentBasedQuery라는 인터페이 

스를 추가함으로써 Content-based Query 서비 

스를 제안하였다.〈그림 5>는 표준에서 명시하 

고 있는 질의 서비스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림 5> 질의 서비스와 검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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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based Query 서비스에 대한 검색 순서 

를 나타낸다.

3.2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의 구현 환경은 운영체제로는 Sun 

Solaris 2.7을 사용하였고, 기반 DBMS는 XML 

전용 DBMS인 VEGA를 사용하였다. 개발언어 

는 JDK 1.3.1 이고 운용환경은 TOMCAT 3.2.2 

이다. 기반 DBMS로 사용된 VEGA는 본 연구 

실에서 개발하여 주이노디지털에 기술 이전되어 

상용화된 제품으로 XML 데이터의 저장, 변경 

및 검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질의 언어로 

XQL[5]을 지원하는 XML 전용 DBMS이다[1]. 

〈그림 6＞은 본 시스템의 전체 구조이다. 전송 

레이어 인 MSH (Message Service 

Handler)]!!]를 기준으로 Registry Client와 

Object Query Manager로 구성되어 있다[7]. 

〈그림 6＞과 앞으로의 인터페이스 설명에서 모두 

영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본 시스템의 구현 

을 ebXML의 구현 사례로서 등록하기 위해 영문 

판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각각의 모듈에 대한 설명이다.

念〉Registry Client

XML 형태의 요구 메세지를 생성하여 

MSH에 보내고, 그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MSH를 통해 전달받은 응답 메세지를 

Web Client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Browse & Drilldown Query Interface 

분류 체계 검색을 위한 질의 화면으로 

디렉토리 형태로 질의를 입력받는 질의 

인터페이스

-Filter Query Interface

질의하고자 하는 클래스 질의를 선택한 

车 그 클래스를 기준으로 ebRIM에 바

〈그림 6＞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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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딩 된 여러 클래스에 대해 질의를 수 

행하는 Filter Query를 위한 질의 인터 

페이스

-SQL Query Interface

SQL Query를 위해 Filter Query 질의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지원하는 

질의 인터페이스

-Object Retrieval Interface

다른 질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통해 

저장소 아이템과 해당 객체를 검색하는 

질의 인터페이스

-Content-based Query Interface 

내용 기반 검색을 위해 분류 체계 검색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질의 인터페이스

-ebXML Query Generator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요구 

메세지를 만들어 MSH에 헤더 정보와 

함께 넘겨주는 모듈

-Response Parser

MSH로부터 전달받은 웅답 메세지를 파 

싱하여 각 질의의 옹답에 맞도록 결과를 

생성하는 모듈

-Result Formatter

사용자 질의의 응답으로 생성된 결과를 

Web Client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주 

기 위한 모듈

♦ Object Query Manager

MSH를 통해 Registry Client로부터 전달 

받은 요구 메세지를 DB 질의 언어로 변환 

한 후 등록기에 대해 질의를 수행한 결과 

를 응답 메세지로 작성하여 헤더 정보를 

MSH에 전달한다.

-ebXML Query Parser

MSH로부터 전달받은 요구 메세지를 파 

싱하는 모듈

-ebXMLQuery to DBQuery 

Translator

.각 질의 서비스를 등록기가 인식 가능한 

DB 질의 언어로 변환하는 모듈

-Query Executor

등록기에 대해 변환된 DB 질의 언어를 

실행하는 모듈

-Response Generator

질의 결과를 옹답 메세지로 작성한 후 

MSH에 응답 메세지와 헤더 정보를 함 

께 넘겨주는 모듈

3.3 질의 서비스

3.3.1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

체계화된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메타 데이터들 

올 검색할 수 있는 질의 서비스이며, 다음과 같은 

3 단계의 순서로 질의가 이루어진다.

① GetRootClassificationNodesRequest

분류 채계의 루트 노드들을 검색한다. 검색하 

고자 하는 루트 노드의 이름올 namePattem 애 

트리뷰트의 값으로 지정한다. 만약 이름을 지정 

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인 '*'  로 설정되어 모 

든 루트 노드들올 검색한다.

> 질의 문 : “분류 체계의 모든 루트 노드들 

올 검색하라“

► 생성된 요구 메세지와 변환된 XQL 문

질의 대상 엘리먼트는 분류 체계에 대한 정보 

를 담고 있는 ClassificationNode이며,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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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etRootClassificationNodesRequest 질의 및 변환의 예

Pattern 애트리뷰트의 값이 슈이므로 모든 루트 

노드들을검색할 수있도록변환되어야 한다. 따 

라서 ClassificationNode 의 애트리뷰트 중 

parent가 'ROOT' 를 가지는 루트 노드들을 

검색한다.

② GetClassificationTreeRequest

현재 노드의 id를 parent 애트리뷰트의 값으 

로 지정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노드까지의 깊이 

를 depth 애트리뷰트 값에 지정하여, 지정된 노 

드들을 검색한다. depth의 값은 자식 노드만을 

검색할 경우에는 T, 하위 노드 전체를 검색할 경 

우에는 -r 혹은 -o' 의 값을 갖는다.

► 질의 문 : “부모 노드의 id가 'um：uuid： 

a66be6ce-f483-4f55-844f-8bblalb59 

733'인 분류 체계 트리를 검색하라〃

» 생성된 요구 메세지와 변환된 XQL

depth 애트리뷰트의 값이이므로 지정한 

parent의 id를 갖는 노드를 기준으로 하위의 모 

든 노드들을 검색한다. 따라서 자식 노드가 

'NULL'일 때까지 분류 체계 노드들을 검색해 나 

간다.

③ GetClassifiedObjectsRequest

사용자가 선택한 노드의 id 값을 사용해서 그 

노드에 속하는 객체뿐만 아니라 그 노드의 하위 

노드에 속하는 객체들을 검색한다.

► 질의 문 : “id가 ,um：uuid：b388cfc4-3c05 

-4e44-a2e2-b2954fd04921'인 노드에 속 

한 객체들을 검색하라”

► 생성된 요구 메세지와 변환된 XQL 문

위의 예제는 먼저 선택된 노드에 속한 하위 노 

드들올 검색한다. 검색된 노드의 수 즉 ln( 만큼 

ClassificationNode와 ExtrinsicObject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Classification에 대해 질의를 

수행하여 원하는 ExtrinsicObject를 검색한다.

(RootEI&m 噫 ct 으
psrent^*um:tmfd:«i«6t>e6cd^483-4f55~&44f-0bblalbS9733 H

y/寧靜 m유 nt.A depi-h-"-!" />

由島녀畠—MMm嘛!■癩^鹽^^^O噸넗M鱷
— 쓪黒T* 녀酸f 쓰1똞聽竺癥^붰髮^唳尷喩贮8헌瓠

[ 겷교 가이 ISULI 일 띠겨 AI 己 식 )

"衣翔i鹽集題曾触繪녀勺5*  Pf e2*카X브흐

〈그림 8> GetClassificationTreeRequest 질의 및 변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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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3Ssi<)ed(X2jectsRequBSt>
-<ObjectRefList>

<objectRBf 馆心 um:u5d:288S**3MA  수心2家$衲0.9欢 />
</ObjectRefb$t>

</GetC{ass)6edObjact$Requi»st>
</RootElemsnt>

〈그림 9> GetClassifiedObjectsRequest 질의 및 변환의 예

回 질의 인터페이스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의 인터 

페이스는〈그림 10>과 같이 디렉토리 형태의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질의 서비스를 

시작하면 분류 체계 정보를 읽어 들여 왼쪽 화면 

에 분류 체계 트리가 생성된다. 생성된 트리에서 

원하는 노드를 선택하면 해당 노드에 속하는 저 

장소 아이템에 대한 메타 데이터들올 정의하는 

Extrinsic Object가 오른쪽 검색 결과 창에 검색 

된다.

분류 체계 정보를 위해 UDDI의 분류 체계를 

따르다. 산업 분류는 UNSPSC(The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lassification), 상품 분류는 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s), 지역 분류는 Geo- 

Web(GeoWeb Geographic Classification) 이다 

〈그림 10>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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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체들은 각각의 메타 데이터 정보에 따라 

세 가지의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저장된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류 체계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 

다. 같은 루트 분류 체계를 선택한 경우는 중복 

을 허락하여 “OR” 연산을 취하며, 다른 루트 분 

류 체계를 선택한 경우는 "AND" 연산을 취한 

다. 또한 비단말 노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된 

노드뿐만 아니라 그 노드의 하위 노드들을 검색 

하여 검색된 노드에 속한 객체들까지 모두 검색 

한다.

3.3.2 Filter Query 서비스

XML 구문을 이용해서 ebRIMCebXML 

Registry Infonnation Model) 에 정의된 바인 

딩을 기반으로 메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간 

단한 형태의 질의 서비스를 말하며, Registry- 

Entry, AuditableEvent, ClassificationNode, 

RegistryPackage, Organization의 독립적인 클 

래스 질의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클래스가 여러 

번 반복되어 바인딩 되는 경우에 이들을 구별하 

기 위해 branch를 사용하며,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는 branch와 한번 나올 수 있는 branch, 그리 

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branch가 있다. 

하나의 클래스 질의 내에서는 바인딩에 나타나는 

여러 클래스들에 대한 질의를 수행하여 각각을 

필터에 적용한다.

H Filter Query의 XQL 변환

Filter Query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기본 

Filter Query와 하나의 Filter Query 내에 같은 

branch 7} 여러 번 나오는 Recursive Filter 

Query,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 질의 내에서 다른 

클래스 질의의 결과를 이용하는 중첩된 Filter 

Query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생성된 요구 메세지와 XQL로의 변환을 위한 알 

고리즘과 그에 대한 변환 예는 다음과 같다.

Q 기본 Filter Query

하나의 필터 당 하나의 XQL문을 생성하며 각 

각의 질의는 클래스 이름, branch 이름, 필터 이 

름으로 분리된다. 필터와 필터사이의 결과는 

"AND”로 처리된다.

♦ 변환 알고리즘

① 질의 대상 클래스의 이름을 최종 질의 결 

과 엘리먼트로 변환

② 필터 이름을 부분 질의하고자 하는 엘리먼 

트로 매핑

③ 여러 개의 clause가 존재하는 경우

. Compoundclause 의 connectivePredi- 

cate 애트리뷰트의 값을 연결 연산자로 

변환

(n AND, OR)

④ SimpleClause의 leftArgument 애트리뷰 

트의 값을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로 매핑

⑤ BooleanClause, RationalClause, String 

Clause 의 각각의 애트리뷰트들의 값을 

XQL의 연산자로 변환

⑥ IntClause, FloatClause, StringClause의 

각각에 대한 엘리먼트 노드 값을 피연산 

자로 매핑

대상 클래스 이름을 최종 질의 결과 엘리먼트 

로 변환한다. 필터 엘리먼트의 이름을 부분 질의 

하고자 하는 엘리먼트 이름으로 매핑시킨다. 여 

러 개의 'clause'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Com- 

poundClause의 connectivepredicate 애트리뷰 

트의 값이 각각의 'clause'들을 연결 시키기 위한 

연결 연산자가 된다. SimpleClause의 애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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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본 Filter Query 변환의 예

트인 leftArgument의 값이 조건을 부여한 클래 

스들에 속한 애트리뷰트이므로 각각을 질의하고 

자 하는 애트리뷰트 명으로 매핑시킨다. 

Boolean-Clause, RationalClause, String 

-Clause 각각의 애트리뷰트들은 XQL 내의 연 

산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IntClause, Float 

-Clause, StringClause 엘리먼트의 각 엘리먼트 

노드 값올 피연산자로 매핑하면 기본 Filter 

Query의 요구 메세지는 XQL문으로 변환이 이 

루어진다.

♦ 변환 예

> 질의 문 : “이름이〈Korea' 혹은 'China' 

인 분류 체계 노드에 속하는 둥록기 엔트리 

검색"

위 예제에서 필터 엘리먼트인 Classification 

Node가 부분 질의하고자 하는 엘리먼트가 되며. 

2개의 clause가 존재하므로 CompoundClause 

옐리먼트의 connectivePredicate 애트리뷰트의 

값인 'OR'가 연결 연산자가 된다. 첫 번째 

clause에서 'name'이 애트리뷰트 명으로 매핑되 

며, 'equal'이 연산자가 되고 StringClause의 노 

드 값인 'Korea'가 피연산자가 된다. 같은 방법 

으로 다음 clause 문이 변환되어 하나의 XQL 

문이 생성된다. 생성된 XQL문을 실행한 결과를 

이용해서 분류 체계 노드에 속한 등록기 엔트리 

를 검색하기 위해 두 객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 

고 있는 Classification0!] 대한 질의를 수행한다. 

검색된 결과 중에서 Classification 엘리먼트의 

애트리뷰트인 classifiedObject의 값을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그 값올 id로 갖는 RegistryEntry 

엘리먼트에 대한 질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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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Filter Query

〈그림 12> Recursive Filter Query 변환의 예

統 Recursive Filter Query

하나의 필터를 감싸기 위해 같은 branch가 여 

러 번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HasParent- 

Node, HasParentOrganization, HasSubNode 

는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쓰일 수 있는 

recursive branch 이다.

♦ 변환 알고리즘

① Recursive Branch의 반복 횟수를 결정

② 반복 횟수만큼 XQL 문 실행

반복되는 branch7} 요구 메세지에서 나타나는 

횟수를 센다. 반복 횟수만큼 생성되는 XQL문을 

실행한다 이때 전에 수행된 결과는 다음에 생성 

되는 XQL 문의 피연산자가 된다.

♦ 변환 예

» 질의 문 : 〃분류 체계 계층 중에，GeoWeb， 

을 세 번째 부모 노드로 가지는 네 번째 레 

벨의 노드들을 검색，，

위의 변환 예는 이름이 'GeoWeb' 인 분류 

체계 노드를 검색하기 위한 필터 부분을 기본 

Filter Query 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XQL로 

변환한다. 'HasParentNode'가 3번 반복해서 

나왔으므로 3번의 XQL문이 실행된다. 반복되는 

XQL문은 전에 수행되어 검색된 id 의 값을 다음 

에 수행될 XQL 문의 피연산자로 매핑한다.

중첩된 Filter Query

하나의 클래스 질의에서 다른 클래스 질의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메인 클래스에 

서 다른 중첩된 클래스 질의의 결과를 사용하여 

질의가 수행된다. 중첩된 Filter Query의 XQL 

로의 변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 변환 알고리즘

① 중첩된 질의를 먼저 수행

② 중첩된 질의의 대상 클래스의 이름을 실제 

수행할 질의의 Filter 이름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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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첩된 Filter Query 변환의 예

여러 클래스 질의들을 분류한 후 가장 하위 클 

래스 질의를 XQL로 변환한 후 실행한다. 실행 

된 클래스 질의의 클래스 이름은 다음에 수행될 

클래스 질의의 필터 이름이 된다. 다음으로 메인 

클래스 질의를 XQL로 변환하여 실행한다.

♦ 변환 예

► 질의 문 : "'South Korea'의 분류 체계 

노드에 속하는 등록기 엔트리를 저장한 기 

관 검색”

위의 예제 문은 Organization 클래스 질의와 

RegistryEntry 클래스 질의가 중첩된 예이다. 

중첩된 RegistryEntry 클래스 질의를 XQL로 

변환한 후 실행한다.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는 

AuditableEvent 객체를 통해 User를 검색한 후, 

검색된 User를 primaryContact로 가지고 있는 

Organization 을 검색한다.

叵］ 질의 인터페이스

5개의 클래스 질의를 각각 독립적인 클래스 질 

의로 분리하였다. 〈그림 14>는 5개의 클래스 

질의 ■중에 RegistryEntry 클래스 질의를 실행시 

킨 화면이다. 첫 번째 창은 RegistryEntry 클래 

스에 대한 ebRIM 바인딩을 나타내는 트리 구조 

를 나타내며, 다음 창에서 선택된 클래스에 속한 

애트리뷰트들에 대해 조건을 부여한다. 세 번째 

창은 수행된 질의들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며, 이 

를 선택하면 전에 수행됐던 질의를 변경할 수 있 

다. 마지막 창은 생성되는 Filter Query와 질의 

의 수행 결과를 보여준다. 조건을 부여하는 두 

번째 창은 QBE 방식을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하나의 조건 컬럼간의 모든 애트리뷰트들은 

“AND”, 컬럼과 컬럼간에는 “OR"를 의미한다. 

세 번째의 히스토리 창은 현재까지 수행된 클래 

스들에 대한 질의를 나타내며, 이들의 검색 결과 

는 “AND”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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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Filter Query 서비스 인터페이스

3.3.3 SQL Query 서비스

표준에서 정의한 Relational Schema을 기반 

으로 SQL을 사용하여 복잡한 질의가 가능하도 

록 하는 선택적인 질의 서비스이다. 각 ebRIM 

에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이름, 애 

트리뷰트는 Relational Schema로 바인딩 되어 

야 한다. SQL Query는 여러 개의 부분 질의들 

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질의 대상 클래스는 

RegistryObject 의 서브 클래스들이다.

H SQL Query 의 XQL 변환

SQL Query에는 간단한 형태의 기본 SQL 

Queiy와 두 개 이상의 부분 질의들로 이루어진 

중첩된 SQL Query가 있다. 다음은 각각에 대 

해 생성된 SQL Query의 XQL로의 변환 알고리 

즘과 그에 따른 간단한 예를 설명한다.

0 기본 SQL Query

기본 구조인 SELECT, FROM, WHERE의 

기본 구조로 이루어진 SQL Query를 말한다.

♦ 변환 알고리즘

① SELECT 절의 컬럼 이름을 최종 결과 애 

트리뷰트로 변환

② FROM 절의 클래스 이름을 질의 엘리먼 

트로 변환

③ WHERE 절을 만나면 필터로 변환 (=>

'[]')

i . 연결 연산자는 필터 내의 연결 연산자 

로 변환 (=> AND, OR)

ii. 컬럼 이름을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로 매 

핑

iii. 연산자를 XQL의 연산자로 변환

iv. 컬럼의 값을 피연산자로 매핑



36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7권 제3호

□ 생성된 SQL Query

〈그림 15> 기본 SQL Quexy 변환의 예

기본 SQL Query는 먼저 SELECT 절의 컬 

럼올 최종 결과 애트리뷰트로 만든다. FROM 

절의 클래스 이름은 엘리먼트로 변환하며. 

WHERE 절올 만나면 XQL의 필터 （［］）에 적용한 

다. 이때 연결 연산자는 필터내의 연결 연산자 

로, 컬럼 이름은 질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애트 

리뷰트로 매핑된다. 또한 연산자는 XQL의 연산 

자로, 컬럼의 값은 피연산자로 매핑하면 하나의 

XQL문으로 변환된다.

♦ 변환 예

► 질의 문: "이름이 'DBLab' 이고 major 

Version0］ 1보다 큰 Extrinsic （가）ject를 

검색''

위의 예제에서 SELECT 절의 id는 최종 결과 

애트리뷰트가 된다. FROM 절의 Extrinsic- 

Object는 검색하고자 하는 엘리먼트 명으로 매핑 

되고, WHERE 절이 사용되었으므로 XQL의 필 

터로 변환된다. 'AND'를 연결 연산자로 매핑하 

며 'name'을 애트리뷰트 명으로 매핑한다. ' 

LIKE, 연산자는 XQL의 연산자 형식인 , 

$like$*  로 변환된다. 마지막으로 '%DBLab%' 

은 피연산자로 매핑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 

지도 변환올 하면 위 예제와 같이 하나의 XQL문 

이 생성된다.

（団 중첩된 SQL Query

여러 개의 부분 질의로 구성된 SQL Query를 

말하며, 부분 질의 당 하나의 XQL문으로 변환된 

다.

♦ 변환 알고리즘

① 가장 하위 부분 질의를 XQL5. 변환 후 

실행

② 다음 실행될 부분 질의

i . WHERE 절의 컬럼 이름을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로 매핑

ii. 연산자는 "="로 설정

iii. 전에 실행됐던 부분 질의의 결과 값올 

피연산자로 매핑

③ 최종 질의까지 ①, ②번 반복 실행

여러 부분 질의 중에서 가장 최하위 부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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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중첩된 SQL Query 변환의 예

부터 XQL로 변환한 후 실행한다. 다음의 부분 

질의는 WHERE 절의 컬럼 리스트를 조건을 부 

여한 클래스의 애트리뷰트로 매핑을 하며 연산자 

는 항상 '=' 으로 매핑된다. 전에 실행됐던 부 

분 질의의 결과는 다음 실행될 부분 질의의 피연 

산자가 된다. 마지막 최종 질의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 변환 예

，질의 문 : "'/GeoWeb/Asia/China'의 분 

류 체계에 속하는 Extrinsic Object들을 

검색”

위의 예제 문은 세 개의 부분 질의로 이루어진 

중첩된 SQL Query이다. 첫 번째 부분 질의의 

SELECT 절의 id 컬럼의 결과 값은 다음에 실 

행될 부분 질의의 WHERE절에 있는 classifi- 

cationNode의 피연산자로 매핑된다. 같은 방법 

으로 두 번째 부분 질의의 SELECT 절의 

classifiedObject는 최종 질의 내의 WHERE 절 

에 있는 id의 피연산자로 매핑되어 위와 같이 3 

개의 변환된 XQL문이 만들어진다

S 질의 인터페이스

〈그림 17〉은 SQL Query 서비스의 인터페이 

스를 나타내며, 화면 구성은 Filter Query 인터 

페이스와 유사하다. 첫 번째 창은 디 렉토리 형태 

로 Registry-Objects] 서브 클래스들의 계층 구 

조가 나타난다. 질의할 대상 클래스를 선택하면 

오른 쪽 화면에 선택된 클래스에 속한 애트리뷰 

트들이 나온다. 먼저 검색될 SELECT 절의 컬 

럼을 선택한 후 WHERE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 

여한다. 왼쪽 아래 창에서는 실행된 부분 질의들 

의 구조를 나타낸다. 마지막 창은 생성된 SQL 

Query와 검색 결과들을 보여준다.

3.3.4 Object Retrieval Query 서비스

모든 질의 서비스의 검색 결과 내에서 특 

정 객체의 세부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로 

id 값을 이용한다. 이전에 수행되었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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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QL Query 서비스 인터페이스

서비스에 따라 다른 검색 결과롤 반환한다. 

즉, Browse & Drilldown Query 와 

Content-based Query는 저 장소 아이 템 과 

관련된 Extrinsic Object와의 연관 관계를 

이용해서 저장소 아이템을 검색하며, Filter 

아uery와 SQL Query는 해당 객체롤 검색한 

다. 그러나 현재 표준에는 Extrinsic 

Object와 저장소 아이템에 대한 연관관계를 

위한 매핑을 나타내는 정보가 정의되어 있 

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그림 18>과 같 

이 DTD를 확장하였다. PayLoad 엘리먼트 

의 애트리뷰트 중에 extrinsic- Object는 저 

장소 아이템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나타내 

는 Extrinsic Object 의 참조 id 이며, 

payload는 저장소 아이템의 이름을 명시한 

다.

► 질의 문 : “id 값이 um'uuid：bl2a6aa8- 

c2a0-4ba3-8692-dl5bf9bc0813‘인 객체 

검색''

Browse & Drilldown Query 와 Content

based Query의 경우 Payload 엘리먼트에 먼저 

<!A.TTI^IST

〈그림 18> 저장소 아이템과 Extrinsic Object의 연관 관계를 위한 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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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수행한다. 입력된 id값과 일치하는 ex 

-trinsicObject 애트리뷰트를 검색하여 payload 

애트리뷰트의 값을 얻어온다. 검색된 payload 

애트리뷰트의 값을 이름으로 갖는 저장소 아이템 

을 추출한다. 반면 Filter 아uery 나 SQL Query 

의 경우 해당 id를 가진 객체를 검색한다.

3.3.5 Content-based Query 서비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 기반 검색을 가능 

하게 하는 질의 서비스이다. 현재 ebXML 표준 

에는 저장소 아이템에 대한 메타 데이터만을 검 

색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저장소 아이템들의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질의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ebXML 등록기/저장소가 둥록기로서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저장소로서는 단순한 정보 저장의 

수단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Content-based Query 서비 

스를 제안하여 현재 제정되어 있는 ebXML 등록 

기/저장소를 단순히 등록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

□ 생 성 된 Object Retrieval Query 

라 저장소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게 하였다. 질의 

하고자 하는 저장소에 저장되는 저장소 아이템들 

은 XML 형태로 이루어진 Business Process, 

Collaboration Protocol Profile, Collaboration 

Protocol Agreement 문서들이다.

질의 방법은 검색 객체 타입(Object Type)과 

XQL의 질의 문을 입력해서 저장소 아이템 전체 

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과 Browse & Drilldown 

Query의 결과를 사용해서 특정 분류 체계 내에 

서 저장소 아이템을 검색하는 형태의 두 가지 방 

법이 있다. 두 가지 형태에 따른 질의 처리 순서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Content-based Query 만 수행하는 경우

① 객체 타입과 XQL 문 입력받음

② 객체 타입을 사용해서 DTD ID를 설정

③ 객체 타입에 해당하는 모든 문서와 DTD 

ID 내에서 입력된 XQL 문 실행

④ XQL 문을 포함하는 문서에 대한 Ex

trinsic Object 검색

〈아IF枷찌gA
V。잉='um: uni# bl2a6a^-c2^Mba3-8«!Q-<ilSbfiH>c0B13,/>

□ 변환된 XQL 문

o Browse & Drilldown Query, Content Based Query

:*關 ——Im*** 11다러 “时"—^ ■느iafxwi

o Filter Query, SQL Query

〈그림 19> Object Retrieval Query 변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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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Content-based Query를 위한 DTD

(2) Browse & Drilldown Query와 함께 이 

용하는 경우

① 분류 체계 노드, 객체 타입, XQL 문 입 

력 받음

② 먼저 분류 체계 질의 수행

③ 결과의 ED를 입력하여 문서 ID 설정, 객 

체 타입올 사용해서 DTD ID를 설정

④ 문서 ID와 DTD ID 내에서 입력된 

XQL 문 실행

⑤ XQL 문올 포함하는 문서에 대한 

Extrinsic Object 검색

回DTD

〈그림 20＞은 본 논문에서 Content-based 

아uery를 위해 ContentBasedQueryRequest 라 

는 엘리먼트를 정의하여 확장한 DTD이다. 정의 

한 엘리먼트는 'Optional'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한 DTD는 표준을 따르는 다른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과 아무런 문제없이 상호 연동 

된다. ContentBasedQueryRequest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는 검색 대상이 되는 Object 엘리 

먼트와 XQL문올 담기 위한 XQL 엘리먼트이다. 

Object 엘리먼트의 id 애트리뷰트는 Browse & 

Drilldown Query를 이용하는 경우 검색된 문서 

의 id를 명시한다. Content-based Query 만 사 

용하는 경우에는 'NULL' 값이 될 수 있으므로 

'IMPLIED'이다. objectType 애트리뷰트는 검 

색하고자 하는 객체 타입 즉 Process(BP), 

Collaboration Protocol Profile, 혹은 

Collaboration Protocol Agreement를 명시한 

다. 검색할 객체 타입은 꼭 명시해야 하므로 

'REQUIRED，이다.

다음 예는 Browse & Drilldown Query의 결 

과를 이용해서 생성된 Content-based Query와 

XQL로의 변환 예를 보여준다.

» 질의 문 : "특정 분류 체계 노드에 속하는 

문서의 id 가 'um：uuid：4105876f：9784- 

4451-be83-d3fadebbdd83'인 문서 중에서 

Transport의 전송 프로토콜이 'HTTP'이 

고 수신 프로토콜이 'SMTP'인 CPP 검색”

위의 예제에서 먼저 Browse & Drill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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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Content Based Query

«* 说-、”瞄）财UEfWIHbeHibk睡 3'蛔- '価噫礙堀風颇碘

□ 변환된 XQL 문

〈그림 21> Content-based Query 변환의 예

Query 를 실행하여 Collaboration Protocol 

Profile이 존재하면, 그 결과 내에서 재 질의가 

실행된다. 입력한 XQL문을 만족하는 문서가 존 

재하는 경우 그 문서와 관련된 Extrinsic Object 

가 검색된다.

回 질의 인터페이스

〈그림 22＞는 Content-based Query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Browse & Drilldown Query를 

이용하기 위한 창과 Object Type, XQL 질의문 

과 자주 사용되는 Examples들을 입력할 수 있 

는 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검 

색 조건에 맞는 저장소 ■ 아이템에 관련된 

Extrinsic Object가 검색 결과로 보여진다.

3.4 클래스 정의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은 Registry Client 

와 Object Query Manager로 나뉘어 구현 

되었으며, 다음에서 각각에 대한 클래스 정 

의를 살펴본다.

3.4.1 Registry Client

각각의 질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질의를 요청하면 Clientservice는 입력한 데 

이터를 사용하여 XML 형태의 요구 메세지 

를 만들어 헤더 정보와 함께 MSH에 전달 

한다. Registry- Client는 MSH로부터 전 

달받은 응답 메세지를 Web Client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그림 23〉은 본 논 

문에서 정의한 Registry Client의 클래스들 

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3.4.2 Object Query Manager

「MSH로부터 요구 메세지를 전달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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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ontent-based Query 서비스 인터페이스

R邃 istryService 는 ObjectQueryManag 야를 

호출함으로써 Object Query Manager 인스 

턴스를 생성한다. Object Query Manager 

는 요구 메세지를 처리하기 위해 메세지를 

Registry Requests 보낸다. RegistryRequ 

est는 요구 메세지를 DB 질의 언어인 XQL 

로 변환하기 위해 DBQuery로 보낸다. DB 

Query는 메세지를 XQL로 변환하여 다시 

RegistryRequest에 보내면 RegistryRequest 

는 XQLExecutor•를 호출함으로써 변환된 

XQL을 실행하여 결과를 돌려 받는다. 요 

구 메세지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RegistryReq uest는 처리 결과를 Object 

Query Manager에 보내게 된다. Object 

Query Manager•는 받은 검색 결과를 웅답 

메시지로 만들기 위해 RegistryResponse를 

호출하여 MSH에 넘겨줄 응답 메세지와 헤 

더 정보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Object 

Query Manager는 생성된 웅답 메세지를 

혜더 정보와 함께 MSH에 보내게 된다. 

〈그림 24＞는 Object Query Manager에서 

정의한 클래스들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4. 관련 연구와의 비교 고찰

4.1 관련 연구와의 기능 비교

〈표 1＞은 지금까지 설계 및 구현한 본 시스템 

과 관련 연구에서 소개했던 시스템들과 비교 분 

석한 것이다. 비교 항목은 구현을 목표로 한 표 

준과 기반 DBMS, 그리고 객체 질의 관리 시스 

템이 지원하는 질의 서비스, 마지막으로 저장소 

로서의 기능올 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KTNET의 GXMLHub에 대한 저장소로서의 

역할 가능성은 저장소 아이템에 대한 간단한 저 

장만올 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저장소로서는 충 

분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Sun사의 

ebXML Registry/Repository는 중앙 등록 저장 

소처럼 단순한 저장만이 가능한 수준으로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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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Registry Client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 

템의 저장소로서의 역할 가능성은 다른 시스템들 

이 단순한 저장만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저 

장소에 저장되는 저장소 아이템에 대한 내용 기 

반 검색을 위한 Content-based Query 서비스 

를 지원함으로써 저장소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2 기반 DBMS에 따른 시스템구현 비교

ebXML은 XML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프레임 

워크이므로 주요 핵심 정보들은 XML 문서들이 

다. 뿐만 아니라 각 정보에 대한 메타 데이터의 

기술도 XML로 이루어지며 또한 모든 레지스트 

리 서비스는 XML 형태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통 

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ebXML 등록기/저장 

소를 위한 기반 DBMS는 XML 문서를 처리가 

능 해야 한다. 또한 현재 ebXML 등록기/저장 

소의 RS v2.0의 표준화. 작업 중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저장소 아이템에 대한 내용 기반 검색을 

위한 Content-based Query 서비스를 객체 질 

의 관리 서비스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기반 DBMS는 이러한 질의 서비 

스를 처리가능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레지스트 

리 서비스의 객체 관리 서비스와 객체 질의 관리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관점과 Content-based 

Query 서비스의 처리 관점에서 기반 DBMS를 

비교 분석 한다. 비교 대상 DBMS는 RDBMS와 

XML 전용 DBMS 이다.

4.2.1 RDBMS

RDBMS는 테이블 구조를 기반으로 데이터들 

을 저장하므로 XML 문서 역시 Relational 

Schema에 맞도록 테이블에• 나누어 저장해야 한 

다. 이는 XML의 semantic을 그대로 유지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전문 검색 시에 원래의 구조

'^imtResponseO
*fnltQ
**desfro^)
♦onRe^aonseO
^igetRootClassilcationdModesResultMevO
^igetClassi1icationTreeResukX4ev<) 
*getClassiiedObjectsResuliMeY<) 
^submttMhocResuRMevO 
^getCortentResu* * **Mew() 
Oconto nt^isedQue r^ResuttMev^O 
"*!getSec3uritvClearanceR esuRMew() 
*getQuer9MameO 
♦getToke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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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Object Query Manager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로의 구성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 

른 하나의 방법으로 BLOB 혹은 CLOB에 저장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XML 문서 자체를 하나 

의 content로 간주하므로 단순한 내용 검색 즉 

스트링 매치를 통한 검색은 가능하지만, XML 

구조를 통한 내용 검색은 어렵게 된다.

回 객체 관리 서비스

XML 데이터 저장 시에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 

는 Relation Schema에서 정의한 테이블올 기반 

으로 각각올 엘리먼트 단위로 나누어 저장한다. 

그러므로 XML semantic올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삭제의 경우 하나의 문서 삭제 시 관련된 

정보들올 일일이 삭제해야 하므로 삭제가 번거롭 

다. 또한 ebRIM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 문서를 

저장해야 할 경우 모든 테이블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ebRIM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수용 

이 용이하지 않다.

@] 객체 질의 관리 서비스

레지스트리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모든 질의 서 

비스 즉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 

Filter Query 서비스, SQL Query 서비스, 

Object Retrieval Query 서비스는 모두 SQL로 

의 변환이 쉽게 이루어진다. 특히 RDBMS는 

질의 언어로 SQL올 사용하므로 SQL Query 서 

비스는 요구 메세지에서 SQL만을 추출하여 복 

잡하게 부분 질의가 중첩되어 있다 하더라고 부 

가적인 연산 없이 SQL문만 처리하면 된다.

叵] Content-based Query 서비스

RDBMS 가 Content-based Query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부가 

적으로 XML 문서를 질의하기 위한 XML 질의 

언어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컨버 

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내용 기반 

검색은 가능하지만 구조 정보를 이용한 내용 기 

반 검색올 위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정보를 저장 

하고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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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반 DBMS에 따른 구현 비교

비교 항목 RDBMS XML 전용 DBMS

객체

관리 

서비스

저장 엘리먼트 단위로 나누어 저장 Semantic을 그대로 유지

삭제 관련 정보를 일일이 삭제 일괄 삭제

ebRIM의 변화 테이블 구조를 다시 변경 삭제 후 다시 저장

객체 

질의 

관리 

서비스

Browse &

Drilldown Query
간단히 처리 가능 간단히 처리 가능

Filter Query 변환을 위한 부가적인 처리 필요 변환을 위한 부가적인 처리 필요

SQL Query 간단히 처리 가능 변환을 위한 부가적인 처리 필요

Object Retrieval

Query
간단히 처리 가능 간단히 처리 가능

Content-based Query 추가 정보와 부가적인 처리필요 간단히 지원 가능

4.2.2 XML 전용 DBMS

XML 전용 DBMS는 XML 데이터의 저장, 

변경 및 검색이 가능하며, XML 질의 언어를 지 

원한다. 따라서 전문 검색 시 XML의 원래의 구 

조를 그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저장된 XML 문 

서를 구조 정보뿐만 아니라 내용 정보를 기반으 

로 하는 검색 역시 가능하다.

回 객체 관리 서비스

XML 전용 DBMS는 저장되는 XML의 구조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XML 문서의 저장이 

쉽다. 저장된 XML 문서를 삭제할 경우 구조 정 

보를 알고 있으므로 해당 문서에 대한 일괄적인 

삭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ebRIM의 

변경 시에 변경된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XML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코드 수정이 

불필요하다. 변경 전의 구조를 기반으로 저장된 

관련 XML 데이터들을 삭제한 후, 재등록을 하 

면 변경된 새로운 저장 스키마가 구성된다.

a 객체 질의 관리 서비스

XML의 구조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전문 

검색 시 원래의 구조대로 구성하기가 쉽다. 질의 

서비스 중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Browse & 

Drilldown Query 서비스와 Filter Query 서비 

스뿐만 아니라 Object Retrieval Query 서비스 

의 XML 질의 언어인 XQL로의 변환은 쉽게 이 

루어진다. SQL Query 서비스의 경우 SQL을 

사용하므로 XQL로의 변환을 위한 부가적인 처 

리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약간의 복잡성 

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XQL로의 변환 역시 가능 

하다.

S Content-based Query 서비스

XML 전용 DBMS는 XML을 처리하기 위한 

DBMS로 XML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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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므로 본 시스템에서 개발한 것처럼 

Content-based Query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작업올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 

서 XML 전용 DBMS를 사용하면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표 2>는 지금까지 설명한 기반 DBMS에 따 

른 구현상의 장 • 단점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5. 결론

XML올 이용하여 인터넷 기반의 B2B e-비즈 

니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국제 표준인 

ebXML 이 국제 기구인 UN/CEFACT 와 

OASIS가 공동 추진하여 2001년 5월에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ebXML의 핵심은 등록기/저장소이 

며 등록기/저장소에서 지원하는 레지스트리 서비 

스에는 객체들의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객체 관리 

서비스와 저장된 객체들에 대한 메타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는 객체 질의 관리 서비스가 존재한 

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존 시스템들은 현재 제 

정된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ebXML 등록기/저 

장소에서의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의 기능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원되는 기 

능도 표준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 

공되어야 하는 질의 서비스들을 지원하지 않으므 

〈표 2> 관련 시스템과의 기능 비교

비교 항목
KTNET 의 

GXMLHub

Sun 의 ebXML 

Registry/Repository

XMLGlobal 의 
GoXML™ Registry 본 시스템

구현한 표준
RIM vl.O

RS vl.O

RIM vl.O 

RS vl.O

RIM vl.O 
RS vl.O

RIM vl.O

RS vl.O

기반 DBMS eXc 이。n
（XML 전용 DBMS）

Oracle
（RDBMS）

GoXML™ DB 
（XML 전용 DBMS）

VEGA
（XML 전용 DBMS）

질
의
서
 비
스

Browse & 

Drilldown 

Query

제한적으로 지원 제한적으로 지원 제한적으로 지원 지원

Filter Query 일부분을 지원 지원하지 않음 일부분을 지원 지원

SQL Query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

Object 

Retrieval 

Query

지원 제한적으로 지원 지원 지원

저장소로서의 

역할
단순한 저장 단순한 저장 단순한 저장

Content-based 

Query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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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준에 맞는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준 RIM vl.O 

과 RS vl.O을 기준으로 여러 다른 ebXML 기본 

구조 시스템들과 독립적으로 동작 가능하고 그 

기본 구조 시스템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ebXML 등록기/저장소에 적용 가능한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모든 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각 질 

의 서비스를 처리하는 모듈과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현재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저장소 아이템에 대한 내용 기반 검색을 지 

원하는 Content-based Query 서비스를 지원하 

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개발한 객체 질의 관 

리 시스템은 등록기뿐만 아니라 저장소로서도 충 

분한 기능을 지원한다.

본 시스템은 기반 DBMS로 XML 질의 언어 

인 XQL을 지원하는 XML 전용 DBMS인 

VEGA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질의 서비 

스에 대해 생성된 요구 메세지를 XQL로 변환하 

는 상세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 

안한 알고리즘에 대해 표준에 명시된 예제들을 

실행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 

존 시스템과 본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본 시스 

템이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 평가하고, RDBMS 

와 XML 전용 DBMS의 기반 DBMS 사용에 따 

른 구현상의 장 • 단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논문은 여러 개의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business 정보를 이용하여 B2B 기반의 e-비즈 

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레지스 

트리 정보에 대한 관리 정보 모델과 사용자가 요 

구하는 정보에 대한 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 

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ebXML 레지스트리 관 

련 규격에서는 분산 레지스트리에 관련된 정보 

모델 및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향 

후 정의되는 ebXML 분산 레지스트리 규격에 따 

라 등록기에 대해 질의를 처리하고 결과를 통합 

할 수 있는 분산 객체 질의 관리 시스템을 구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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