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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an information exchange on XML such as B2B electronic commerce is 

spreading. Therefore the systematic and stable management mechanism for storing the 

exchanged information is needed. For this goal there are many research activities for 

connection between XML application and relational database. But because XML data 

have hierarchical structures and relational database can store only flat-structured data, 

we need to make the conversion rule which changes the hierarchical architecture to 

2-dimensional information. Accordingly the modeling methodology for storing each 

structured information in relational database is needed.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XML modeling methodology to design W3C XML 

schema using UML and we propose a unified design methodology for relational database 

schema to store XML data efficiently in relational databases. In the second place, in 

order to verify objectivity of a unified design methodology. By the way of Ronald 

Bourret, First we introduce the method of the transformation from XML schema to 

object model and second we translate object model into relational database schema. 

Therefore we show the mutual consistency between those consequence, and so can 

verify a unified design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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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 관련 연구

XML은 구조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 

서들을 위한 마크업 언어이다. 구조화된 정보 

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1]. XML Schema에 대 

한 연구는 W3C Recommendation으로 채택된 

W3C XML Schema가 표준 XML Schema의 

스펙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W3C XML Schema는 XML DTD보다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있고 강력한 표현력 

을 이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 

기에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ttribute, element,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상속하는 메커니즘올 갖고 있다. 그러 

므로 XML 관련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2,5].

한편 XML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 사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그 동안 

XML DTD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그러나 UML 클래스를 이용하여 W3C 

XML Schema를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으로 교 

환되는 데이터를 RDB로 저장하는 통합 설계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또한 

이와 같은 통합 모델링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 

적인 검증올 위하여 2장에서 관련 연구, 3장에 

서는 UML를 이용한 통합 설계 방법론을 언급 

하고, 4장에서는 UML를 이용한 통합 설계 방 

법론의 검증을 입증하며, 5장에서는 구현, 마 

지막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함.

XML Schema에 대한 연구는 W3C와 XML 

에 관심 있는 관련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W3C Recommendation 으로 채택되었다 [11]. 

UML를 이용한 XML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UML를 XML Schema로 변환할 때 UML 확 

장 메커니즘(stereotype and tagged values) 을 

사용하여 XML 구조를 표현하였다[10]. 또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XML DTD로 자 

동 변환하고 XML DTD를 XML Schema로 

자동 변환하는 도구(tool)의 개발은 모델을 설 

계하는 자가 XML Schema 구문에 익숙하지 

못해도 XML 모델링을 신속하게 하고 개별적 

으로 서로 다른 언어 또는 환경에서 부분적 

모델 어휘들을 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12-13],

그 동안 많은 논문들이 복잡한 XML 파일 

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데 초점 

을 맞추어 데이터베이스와 XML 문서의 연결 

에 대하여 발표되었다[15,19]. 발표된 논문들 

의 내용을 분류하면 주어진 XML 파일을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하는 제안들을 하고 있으며, 주어진 XML 파 

일이나 DTD로부터 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데 

이터베이스 제약 사항들을 다루는 방법을 제 

안한다 [6-9].

한편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XML 모델링과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으로 변 

환하는 과정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 

마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데이터베 

이스의 특성을 참작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를 설계하는 통합 설계 방법론이 제안되었 

다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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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 설계 방법론의 신 

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XML 모델링을 관 

계형 데이터 모델링으로 변환한 결과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으 

로 변환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결과의 일치 

성을 보임으로써 객관적인 신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Ronald 

Bourmt의 방법을 적용하여 XML Schema를 

객체 모델로 변환한 후 객체 모델올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으로 변환된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 설계 방법론의 

객관적인 검증을 입증하였다.

3. UML 이용한 통합 설계 방법론

순차 다이어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건 

의 흐름을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글로 

풀어서 쓴 유스 케이스를 메시지로 표현한 그 

림으로 변환할 수 있다. 또한 그 그림은 항상 

더 간결하게 이해되고, 특히 우리가 클래스 다 

이어그램을 만들 때 작업올 쉽게 해준다. 그러 

므로 UML을 이용한 유스케이스에 의한 순차 

다이어그램을 도출하여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든 후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그 

림 1＞과 같이 XML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링 

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림 1＞ UML을 이용한 XML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링

〈그림 2＞의 순차 다이어그램은 객체들간의 

메시지 과정을 설명한다. 이 다이어그램은 메 

시지 객체들과 진행 과정에 관계된 actors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메시지 객체와 순차 다이어그램

〈그림 2＞에서 객체들과 actors 이외에 수직 

의 축은 시간을 표현한다. 화살표는 행위 또는 

객체와 actors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표현한다. 

이 순차 다이어그램은 2개의 새로운 actors 

('Distribution Manager', 'Shipping Agent')를 

소개한다. 이것은 시스템에서 actors를 설명하 

는 객체를 의미한다.〈그림 3＞의 클래스 다이 

어그램은 3개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연관된 

속성과 서브-객체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4].

〈그림 3〉은 'Order' 그리고 z Order 

Receipt，간에 관계성에서 연관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Order Receipt'는 'Order，객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 직관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진행 흐름의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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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Pul流cation Month : date
Quantity : int
Required Delivery Date : date

Disuibutor

Order Receipt

Quantity : Int
Expected Delivery Date : date 
Amount Biffed : double
Status : string

〈그림 3＞ 클래스 다이어그램

〈표 1＞ 객체들의 속성（서브-객체）, 

사상수, 관계성

큘레스
속성 

/서브-개채
사상수 콴게 기슬

Order

Quantity 1.1 북합
요구한 잡지의 수량 

욯 기슬해야함

Distributor 1„1 집합
Distributor^- 기술헤 

야함

Required
Delivery Date 0..1 복합

배달날짜롤 기술할

수 있다

Publication 
Month 1..1 복합

출판 달을 기술해야 

함

Order 
Receipt

Quantity 1.1 복합
주문수량을 숭인해야 

함

Status 1..1 복합
주문 상태휼 기술해 

야함

Expected
Delivery Date 0..1 복합

예상 배달날짜룔 기 

술할 수 있다

Amount Billed 1..1 복합
주문에 대한 계산금 

액을 기술

Delivery 
Notice

Quantity 1..1 뷱합
배달된 수량을 기슬

해야함

Date Shirked 1..1 복합
선척날짜를 기술해야 

함

Shipping 
Agent 1..1 집합

선적한 중개인을 기 

술해야함

Expected 
Arrival Date 1..1 복합

예상된 도착날짜를 

기술해야함

Publication 
Month 1.1 북합

츨판 달을 기술해야 

함

'Order'가 발생하면 'Order Receipt，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그림 3＞은 진행 과정 

올 설명하지 않고 오직 진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보 항목 그리고 객체들간에 종속성과 관계 

성올 설명한다. 진행의 설명올 자세히 하기 위 

해서는 객체 정의가 필요하고 주문 처리에 대 

한 객체들의 정의는〈표 1＞과 같다[4].

3.1 XML 모델링

XML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이 되는 XML 

Schema 설계 과정에서 최적의 Schema가 되 

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모형이나 도해를 

만드는 것올 말한다.

3.2 XML Schema를 위한 XML 모델링 

방법

3절에서 제시한 UML 클래스를 이용한 

XML 모델링 과정의 도식화는〈그림 4＞와 같 

다

"스 

다여여그 ■

Bement fig j—

씨녕 _卜 

봉寸 弓용

竺쁘쓰희우_卜

<Si^Jype〉방식

<ComplexType> 방식 卜

희흐흐쓰의

XML Schema 
픈거성 착용

AMm心삭궝 I ―»| XML egg j

쵴대/최소 눗수경의

T Data 타업 징듸

〈그림 4＞ XML 모델링 과정

〈그림 4＞에서 XML Schema 도출올 위한 

XML 모델링 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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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mpty elements 또는 empty attributes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이 어떤 값 

올 갖는지 또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둘 중의 하나를 분명하게 한다. 만 

일 의ement가 필수적이면 minOccurs二T이 

고 attribute가 필수적이면 use=MrequiredM 

이다. 또한 그 값이 미심쩍을 때는 empty 

문자열을 인정하며 그 때 시ement인 경우 

minOccurs= "0”으로 그리고 attribute인 경 

우 use=w optional”로 설정한다.

② whitespace는 instance document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으므로 파일 크기가 어떤 한 

계 하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 XML instance document를 수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이 종종 데이터구조 

의 크기에 관하여 약간의 제한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필드들은 길이를 제 

한해야 한다. 특히 그 필드들이 keys일 경 

우 대부분의 데이터 베 이 스들은 필드들의 

일정한 형식에 입각하여 크기 제한을 한다,

③ 문자 집합과 필드크기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base types(string, decimal, 

integer)를 이용하여 속성 값의 데이터 형 

식을 지정한다.

④ element 또는 attribute값의 유일함을 나타 

내기 위해서 unique element를 사용한다,

⑤ document에서 2개의 location올 연관시키기 

위해서 keyAeyref element# 사용한다.

⑥ 만일 Schema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 

룹참조 방법을 사용하여 별개의 파일로 

sections# 시킨다. 이때 추상적 원리를 균 

일하게 적용하고 별개의 파일로 이동한 

sections의 Schema 파일은 전역적 element 

를 가질 필요가 없다. simple type정의, 

complex type정의, 그룹정의를 모두 포함 

하고 있는 파일을 가질 수 있으며 그들올 

관련된 block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⑦ namespace를 어디서 변경하든지 instance 

document에서는 어떠한 element라도 사용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location에서 허락한 

자식 elements의 number•와 namespace# 

분명하게 일일이 지정하고, 새로운 name 

-space에서 element의 이름올 분명하게 붙 

이기 .위해서는 element ref二". . element 

를 상술한다.

⑧ 만일 element 또는 attribute가 특정한 조건 

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은 기 

본값(default value)0] 존재한다는 것을 표 

시할 수 있는데 그것은 element 또는 

attribute선언에서 default attribute사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instance document 에서 유도형 (derived 

type)o] 치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chema element] blockDefault=/,#allM 

attribute를 포함시킨다.

⑩ 현재 S나iema에서 선언된 것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형식이 유도되는 것올 방지하기 위 

해서 Schema element] finalDefault=M#aIlw 

attribute 를 포함시킨다. 이것은 block

-Default보다 엄격한 제한조건이다.

3.3 XML 모델링의 에

《그림 3＞에서 Order' 객체와 'Distributor' 

객체는 관계성에서 집합관계이며 이의미는 

'Order' 객체가 'Distributor'를 갖고있어야 하 

며 따라서 'Distributor，쪽이 다중성 값이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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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Order' 객체 

의 다중성 값이 1..1인 것은 주문여부에 따라 

서 'Distributor'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를 XML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XML 

Schema를 위한 XML 모델링 방법 ①과 ④를 

적용하여 XML Schema로 모델링 하면〈그림 

5＞와 같다.

아dpping Agent，객체를 갖고 있어야 하며 

'Delivery Notice' 객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 

'Shipping Agent' 객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를 XML 모델링올 하기 위해서는 XML 

Schema를 위한 XML 모델링 방법 ①과 ④를 

적용하여 XML Schema로 모델링 하면〈그림 

6＞과 같다.

<element name=,,Order"> 

<complexType> 

<sequence> 

<element name= 

"Publication month" type="date" 

minOccurs=,,1, maxOccurs='l7> 

<element name="Quantity type="泊t" minOccurs="1" 

maxOccuis 드"1 "/>

〈element name스1Required Delivery Date" 

type="date" minOccu悟maxOccurs="r/> 

element REF스'Distributor” 

</sequence> 

</complexType> 

</etement>

<element name="Distributor">

<complexType>

<attribute name=l,Distributor, type="ID" use고''req나ii物cT7> 

</complexType>

〈倒 em.nt〉 

〈그림 5> Order객체 XML Schema 모델링

〈그림 5>에서 'Order' 객체는 3개의 자식 

객체와 1개의 참조 객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Order' 객체에서 참조하는 Distributor' 객체 

는 자식 객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Order 

Receipt' 객체와 연관관계로 인하여 twm=ID로 

설정하고 'Order' 객체에서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는〈표 1>에 의해서 use=require用로 설정 

하기 위해서 attribute로 정의하였다.

〈그림 3>에서 'Delivery Notice' 객체와 

아dpping Agent/ 객체는 관계성에서 집합 관 

계이며 이 의미는 'Delivery Notice, 객체가

<element name="Delivery Notice>

<complexType>

<sequence>

<element name="Publication Month type="datau

minOccurs="r maxOccurs='r/>

<element name="Quantity type="inf

minOccurs^T maxOccurs='l7>

<element name="Expected Arrival Date" type="date" 

minOccurs^T maxOccurs="1"/>

<element name='Date Shipped" type=Hdate"

minOccurs^T maxOccurs="17>

<element REF="Shippino Agent' 

</sequence>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ippino AQent*>

<complexType>

<attribute name-"Shippino Agent*  type="strinQM 

use="required7>

</complexType>

〈/element〉

〈그림 6> Delivery Notice객체의 XML

Schema 모델링

〈그림 6>에서 'Delivery Notice, 객체는 4개 

의 자식 객체와 1개의 참조 객체를 가지고 있 

다. 또한 'Delivery Notice' 객체에서 참조하는 

'Shirring Agent' 객체는 자식 객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Delivery Notice' 객체에서 반 

드시 기술해야 한다는 〈표 1>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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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equired로 설정하기 위해서 attribute로 

정의하였다.

〈그림 3＞에서 'Order Receipt, 객체와 

'Order' 객체는 관계성의 종류에서 연관관계를 

나타내며, 객체들간의 연관관계에서 역할 이름 

은 ,«Response to＞＞'이다. 'Order Receipt' 

객체는 4개의 자식객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Expected Delivery Date， 객체는 

'Order' 객체의 'Distributor' 속성과의 관계성 

을 고려해서 type=IDREF로 설정하였다. 이를 

XML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XML Schema를 

위한 XML 모델링 방법 ①과 ④ 그리고 관계 

성을 적용하여 XML Schema로 모델링하면 

《그림 7＞과 같다.

<element name="Order Receipts 

<complexType> 

<sequence>

<element name瑚Quantity" type="int7>

<element name^-Expected Delivery Date" type="IDREF"/>

<element name느'Amounted Billed* 1 type="double7>

Celeme가 name="Status" type=,,strina"/> 

〈/sequence〉

</complexType>

</element>

〈그림 7> Onier Receipt객체의 XML 

Schema 모델링

<element name="Order Receipts^

<keyref refer="OrderlD" name드"dummy"

<selector xpath="Order ReceiptV>

<filed xpath="Expected Delivery Date7>

</keyref>

</element>

<element nam&="Order矿

<key name="OrderlD,>

<selector xpath="Order"/>

<filed xpath=MDistributor"/>

</key>

〈/element〉

〈그림 8> Order Receipt Schema의 관계성

〈그림 3＞ 에서 'Order' 객체와 'Order 

Receipt，객체간의 연관관계의 관계성 표현은 

XML 모델링 방법 ⑤에 의해서〈그림 8＞과 

같다.

3.4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환 과정에서 정보 

구조로부터 논리적 개념을 이용하여 어떤 논 

리적(데이터)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데이터 모델링이란 이 변환 과정을 말한다 

[14],

3.5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3절에서 제시한 UML 클래스를 이용한 데 

이터 모델링 과정의 도식화는〈그림 9＞와 같 

다.

〈그림 9＞ 데이터 모델링 과정

〈그림 9＞에서 RDB Schema 도출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 변환 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사 

용한다 [18].

① 클래스는 테이블이 된다.

② 클래스의 속성 (attribute)은 테이블의 열 

(column)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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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클래스의 속성 타입은 테이블의 열 타입이 

된다.

④ 속성에 {nullable} 태그가 있으면 테이블 속 

성에 NULL 또는 NOT NUI丄을 추가한다.

⑤ 속성이 초기치 값을 가지면, 열에 

DEFAULT 문을 추가한다.

⑥ 루트나 독립적인 클래스와 같이 일반화가 

없는 클래스를 위해서는 integer 기본키를 

생성하고, {oi하를 위해서는 기본키 제약조 

건에 {oi라 태그 열을 추가한다.

© 자식클래스(Subclasses)들은, 각 부모클래 

스의 키를 기본키와 외부키 제약조건에 추 

가한다.

⑧ 연관 클래스들은, 각 역할-실행 테이블에 

대한 기본키를 기본키와 외부키 제약조건 

에 추가한다.

⑨ 만일 (alternate oid = ＜n＞) 태그면, 

UNIQUE 제약조건에 대한 열올 추가한다.

⑩ 각 명시된 제약에 대해 CHECK를 추가한 

다.

⑪ 규칙의 연관 관계에서 참조하는

테이블에 외부키를 생성한다.

⑫ 집합 테이블(CASCADE와 같이)의 외부키 

를 갖는 복합집합을 위해서 기본키를 생성 

한다 ； 기본키를 위해 추가적인 열올 추가 

한다.

® 이원 연관 클래스를 적당한 "N” 쪽 테이 

블로 이동함으로써 최적화한다.

⑭ 연관 클래스가 아닌 3원 연관은 N : N에 

대한 테이블올 생성한다.

⑮ N ： N, 3원 연관에서 역할-실행 테이블의 

키로부터 기본키와 외부키 제약조건을 생 

성한다.

3.6 관게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환 에

(1)〈그림 3＞과〈표 1＞에 의한 'Distributor' 

객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 

과 ②및 ⑥번의 성질에 따라

'DistributorlD' 객체 타입 속성을 저장하는 

'Distributor' 테이블로〈그림 10＞과 같이 

변환된다.

SQL＞ CREATE TABLE Distributor(

DistributorlD INTEGER PRIMARY KEY 

)

〈그림 10＞ Distributor 테이블

⑵〈그림 3＞과 ＜표 1＞에 의한 'Shipping 

-Agent' 객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및 ⑥번의 성질에 따라 

'ShippingAgentID，객체타입 속성을 저장 

하는 야dppingAgent' 테이블로〈그림 

11＞과 같이 변환된다.

SQL＞ CREATE TABLE ShippingAgent( 

ShiningAgentNamelD INTEGER PRIMARY KEY 
)

〈그림 11＞ ShippingAgent 테이블

⑶〈그림 3〉과(표 1＞에 의한 'Delivery 

-Notice' 객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 

환 방법 ①과 ②및 ⑥번의 성질에 따라 

'DeliveryNotice' 객체타입 속성을 저장하며 

속성 'ShippingAgent，는 변환 방법 ⑪에 의 

해서 〈그림 11＞에서 정의한 Shipping 

-Agent'를 적용하고〈그림 12＞와 같이 변 

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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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CREATE TABLE DeliveryNoticef

DeliveryNoticelD INTEGER PRIMARY KEY 

Publication 애。가h date

Expected Arrival Date date 

Date Shipping date 

ShippinoAgentlD INTEGER REFERENCE ShippingAent 

CONSTRAINT DelivertyNotice^PK PRIMARY KEY 

(DeliveryNoticelD, ShippingAgentID)

〈그림 12＞DeliveryNotice 테이블

(4)〈그림 3＞과〈표 1＞에 의한 'Order' 객체 

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과 

②및 ⑥의 성질에 따라 'Order' 객체 타입 

속성을 저장하며 속성 'DistributorlD，는 변 

환 방법 ⑪에 의해서〈그림 10＞에서 정의 

한 Distributor'를 적용한다 또한 

'OrderReceipt' 객체와의 연관관계를 변환 

방법 ⑧에 의해서〈그림 13＞과 같이 변환 

한다.

SQL> CREATE TABLE Order ( 

OrderlD INTEGER PRIMARY KEY 
Publication Month date 

Quantity int

Required Delivery date 
DrstributorlD INTEGER REFERENCE Distributor 

ExpectedDeliveryDatelD INTEGER REFERENCE 

OrderReceipt 
CONSTRAINT OrderPRIMARY KEY 

(OrderlD, DistributorlD, Expected
Delivery DatelD) 
)

〈그림 13> Older 테이블

⑸ 〈그림 3> 과 〈표 1>에 의한 'Order

-Receipt' 객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 

환 방법 ①과 ②및 ⑥의 성질에 따라 

'OrderReceipt' 객체 타입 속성을 저장하며 

'Order，객체와의 연관관계를 변환 방법 ⑧ 

과 ⑪에 의해서〈그림 14＞와 같이 변환 

한다.

SQL＞ CREATE TABLE OrderReceipt (

ExpectedDeliveryDatelD INTEGER PRIMARY KEY 

Quantity int

Amounted Billed double
Status string

OrderlD INTEGER REFERENCE Order CONSTRAINT 

ExpectedDeliveryDatelD_PK 

PRIMARY KEY 

(ExpectedDeliveryDatelD, OrderlD)
)

〈그림 14＞ OrderReceipt 테이블

4. UML을 이용한 통합 설계 

방법론의 검중

본 절에서는 3절의 UML을 이용한 통합 설 

계 방법론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기존의 

Ronald Bourret 의 방법을 사용하여 XML 

schema를 객체 모델로 변환하고 아울러 변환 

된 객체 모델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로 변환된 결과와 UML를 이용한 데이터 모델 

링에 따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의 

상호 일치함을 보임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통합 설계 방법론의 객관성을 검증하였다.

UML 
순차 다이어고행

〈그림 15＞ 통합 설계 방법론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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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에서 XML Schema를 관계형 스 

키마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2가지의 별개 변환 

올 기술한다. 첫째로 “XML data bindk板'이라 

고 할 수 있는 XML Schema를 객체 모델로 

변환한다. 둘째로 "객체-관계” 변환이라고 할 

수 있는 객체 모델올 관계형 스키마로 변환한 

다. 이와 같은 2가지의 변환은 XML Schema 

를 관계형 스키마로 변환하기 위해서 결합 

(join)할 수도 있고 중간의 객체 모델올 무시 

할 수도 있다. XML Schema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할 때 단순한 XML Schema는 

직접 테이블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XML Schema를 변환할 때는 중간에 객체를 

이용하여 관계형 스키마로 변환한다. 이를테면 

개개의 XML Schema구조는 종종 다중 객체 

구조로 변환될 수 있고 그것은 다중 데이터베 

이스 구조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3].

4.1 XML Schema의 순환 그래프 표현

XML，Schema를 객체 모델로의 변환 과정 

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순환 그래프를 

이용하여 속성, 복합 요소 타입, 단순 요소 타 

입, 속성 그룹, 모델 그룹 등올 노드로 구성하 

고 그 노드가 지시한 스키마 데이터 모델의 

instance를 관찰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순환 그래프에서 속성과 단순 요소 타입 

노드는 스칼라 타입으로 변환한다. 복합 요소 

타입, 속성 그룹, 모델 그룹 노드는 클래스로 

변환하고 이들 노드로부터 지시하는 간선들은 

이들 클래스의 property로 변환한다[3].〈그림 

16＞은〈그림 3＞을 XML 모델링한 XML 

Schema 의 Example 이다.

〈element name='Order">

<ComplexIype>

〈sequence〉 

〈element name="Pu버ication 새。nth，type="date' minOccurs="1"

maxOccurs=T/>

〈element name=*Qu  은ntity type="int" min0ccurs="1'

maxOccurs=,r/>

<element name='Required Delivery Date" type='date' 

minOccurs=,ir max0ccurs='l7> 

〈element REF=l,DfStnbutor'

</sequence>

〈/Com 아exType〉

</element>

<element name="Distrlbutor'>

<complexType>

〈attribute name드1'DistributoHD，type='ID' use='required'/>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Delivery Notice>

<complexType>

<sequence> 

〈element name^'Publication Month type="data*  minOccurs='r

maxOccurs='17>

<element name='Quantity type="int*  min0ccurs="1,

maxOccurs=*r/>

<element name=,,Expected Arrival Date' type='date" 

minOccurs=*r  maxOccurs=*l7>

〈element name=lOate Shipped*  type^date" minOccurs='1" 

maxOccurs="r/>

〈element REF='Shippino ^jent" 

〈/sequence〉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Shippina  Agent'〉

<complexType>

<attribute name=llShipping Agent，type='skino11 use=l,required7> 

</complexType>

</element>

〈그림 16> XML Schema의 Example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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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ame='Order Receipt"〉

<complexType>

<sequence>

<element name=*Quantity'  type="int7>

<element name="Expected Delivery Date1 type=,,IDREF7>

<element name=llAmounted Billed" type=,double7>

<element name='Status" type="strinQ7> 

</sequence>

</complexType> 

</element>

〈element name="Order Receipts*>

Ckeyref refer="OrderlD*  name="dummy*

<selector xpath='Order Receipt"/〉

<filed xpath="Expected。이very Date7>

</keyref> 

</element> 

<element name="Orders"

<key namG="OrderlD,>

<s러ect아 xpath='Order"/>

<tiled xpath='0istributo<7>

</key>

</element>

（그■림 16> XML Schema의 Example

（이전 쪽에 계속..）

4.2 요소

XML DTD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XML문서에서 사용되는 태그를 정의하는 요소 

（<!ELEMENT>）부분이다. XML Schema에서 

도 요소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인ement>에서 제공하는 각종 속성 

들을 활용하여 태그 이름이 될 요소의 이름과 

태그의 내용에 대한 형식, 태그의 최소 반복 

횟수 및 최대 반복 횟수와 같은 항목들을 지 

정하여 사용한다. 요소 타입은 2가지 타입으로 

분류하는데 자식 요소를 가지면서 요소들간의 

관계성을 갖는 복합 요소와 자식 요소가 없는 

단순 요소가 있다. 요소들을 정의하는데 모델 

그룹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복잡 타입 정의 

를 하는데 유용하다. 단일 요소 타입 노드는 

일반적으로 스칼라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다. 

복합 요소 타입 노드는 클래스로 변환한다. 요 

소 타입 노드를 가리키는 간선은 property（특 

성）로 변환한다.〈그림 17＞은〈그림 16＞의 

스키마 구성 요소를 순환 그래프로 변환한 예 

를 보여준다.

〈그림 17＞ 스키마 구성 요소의 순환 그래프

〈그림 17＞에서의 Order 노드는 단일 요소 

타입 노드가 아니고 복합 요소 타입이므로 클 

래스 이름이 된다. 그러나 내용 모델의 발생 

횟수가 최대/최소가 모두 “1”을 갖고 자식 요 

소와 요소의 타입을 갖는 복합 요소를 갖는 

클래스로 변환한다. 요소의 타입은 그림 16의 

XML Schema의 요소 타입을 적용한다. 요소 

중에서 Distributor의 타입이 Distributor인 것 

은 Distributor 요소가 또 하나의 Distributor 

클래스와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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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Order
Publication Month : date

Quantity : int

Required Delivery Date : date

Distributor : Distributor

〈그림 18＞ Order 객체

〈그림 17＞에서의 DeliveryNotice 노드는 단일 

요소 타입 노드가 아니고 복합 요소 타입이므 

로 클래스 이름이 된다. 요소의 타입은〈그림 

16＞의 XML Schema의 요소 타입올 적용한다.

4.3 속성

모든 요소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속성은 

이름과 속성 값의 타입을 갖는다. 속성은 요소 

에 포함된다. 속성 노드는 스칼라 타입으로 변 

환하고 속성 노드를 가리키는 간선들은 

pioperty 로 변환한다. 〈그림 17＞에서 

Distributor 요소 노드는 DistributorlD 속성을 

가지며 Order 요소 노드의 property가 된다, ＜ 

그림 21＞에서는 Distributor•노드가 Order노드 

를 가리키는 간선(-A)이 2개 노드간 집합 관 

계를 의미함을 객체 모델로 표현하였다.

DeliveryNotice
Publication Month : date

Quantity : int

Expected Arrival Date : date

Date Shipping : date

ShippingAgent : ShippingAgent

〈그림 21> Order•와 Distributor 객체

〈그림 19＞ DeliveryNotice 객체

〈그림 17＞에서의 OrderReceipt 노드는 복 

합 요소 타입으로 4개의 자식 요소를 갖는 클 

래스 이름이 된다. 자식 요소의 순서(Quantity, 

Expected Delivery Date, Amounted Billed, 

St砒us)를 갖는다.〈그림 20＞에서는 Order 

-Receipt노드가 Order•노드를 가리키는 간선(… 

A)이 2개 노드간의 연관 관계를 의미함올 객 

체 모델로 표현하였다.

PublicatMHi M 어曲 : date

QuandW : int

Required Delivery Date : date

Distributor : Distributor

〈그림 20> OrderReceipt와 Order 객체

〈그림 17＞에서 DeliveryNotice 노드와 자 

식 노드 ShippingAgent간의 집합 관계에서 

ShippingAgent 요소 노드는 타입이 string인 

ShippingAgent name 속성 올 가지 며 

DeliveryNotice 요소 노드의 property가 된다.

〈그림 22> DeliveryNotice와

ShippingAgent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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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객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이 절에서는 XML Schema를 그래프로 표 

현하여 그래프의 노드와 간선을 이용하여 객 

체 모델링한 것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변 

환한다.

4.5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제 4절에서〈그림 16＞의 XML Schema 

Example를 객체 모델로 변환된 객체를 이용 

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클래스 : 클래스 테이블이 된다. 객체는 

클래스 테이블에 하나의 행으로 표현.

② 상속 :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는 

그들을 결합하는 유일키/외래 키를 사용

하여 개별적 테이블에 배치함. 유일키는 부모 

클레스 테이블에 존재. 객체는 각각의 

테이블에 하나의 행으로 표현.

③ 스칼라 데이터 타입을 갖는 단일 값 : 클래 

스 테이블에서 property 열로 변환. 데이터 

타입은 그 열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타 

입의 set를 결정한다. property는 property 

열의 값으로 표현. 개별적인 property 테이 

블에 property 열로 변환. property 테이블 

은 유일키/외래 키 관계성을 사용하여 클 

래스 테이블과 연결하 고 유일키는 클 

래스 테이블에 존재.

④ 스칼라 데이터 타입을 갖는 다중 값 : 클래 

스 테이블에서 다중 property 열로 변환. 

컬렉션에서 각각의 위치는 구체적인 

property 열로 배치함. property 테이블에 

property 열로 변환. 컬렉션에서 각각의 값 

에 대해서 하나의 행이 존재함. property 

테이블은 유일키/외래 키 관계성을 이용하 

여 클래스 테이블에 연결함. 유일키는 클래 

스 테이블에 존재함.

⑤ Union 데이터 타입을 갖는 다중 값 : 

Union에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하나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유일키는 클래 

스 테이블에 존재함.

⑥ 클래스 데이터 타입을 갖는 단일 값 : 

property를 갖는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변환.. property에 부합하는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로 변환. 2개 클래스의 테이블들 간 

에는 유일키/외래 키 관계성이 있고 유일 

키는 부모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 테이 

블에 있음.

⑦ 클래스 데이터 타입을 갖는 다중 값 : 2개 

클래스의 테이블간에 유일키/외래 키 관계 

성이 있고 유일키는 부모 클래스의 테이블 

에 있다. 각각의 property 값에 대해서는 

자식 클래스의 테이블에 하나의 행으로 존 

재.

⑧ 제약 조건 : 4.6절 참조.

4.6 제약 사항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변환

① key 제약 사항은 PRIMARY KEY 제약 사 

항으로 변환한다.

② keyref 제약 사항은 FOREIGN KEY 제약 

사항으로 변환한다.

③ unique 제약 사항은 UNIQUE 제약 사항으 

로 변환한다.

④ selector는 단일 테이블에 관계해야 한다. 

제약 사항이 정의된 요소 타입 노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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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고 Xpath 표현은 복합 요소 타입 노 

드가 되어야 한다.

⑤ field는 ④의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열에 

관계해야 한다. ④에서 관계된 노드에서 시 

작한다. 각각의 Xpath 표현은 ④에 노드가 

단순 요소 타입 또는 속성 노드로 인도하 

는 간선으로 끌고 가야 한다.

⑥ 참조 key는 selector와 field 특성이 참조한 

key의 제약 사항이 FOREIGN KEY로 참 

조한 KEY 열과 테이블올 결정하는데 사용 

된다.

4.7 콴게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환 예

(1)〈그림 18＞의 Order객체는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변환 방법 ① 및 ④와 4절의 제약 사 

항올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 〜 ⑥에 의 

해서〈그림 23＞과 같이 변환되고 3절의〈그 

림 13＞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SQL> CREATE TABLE Order (

OrderlD INTEGER PRIMARY KEY 

Publication 새onth date 

Quantity int

Required Delivery date 

DistributorlD INTEGER REFERENCE Distributor

ExpectedDeliveryDatelD INTEGER REFERENCE

OrderReceipt 

CCWSTRAINT Order_PK PRIMARY KEY

(OrderlD, DistributorlD, Expected DeliveryDatelD)

〈그림 23＞ Order 테이블

(2)〈그림 21＞에서 'Distributor' 객체는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 및 ③에 의해 

서〈그림 24＞와 같이 변환되고 3절의〈그림 

10＞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SQL> CREATE TABLE Distributor

DistributorlD INTEGER PRIMARY KEY

〈그림 24＞ Distributor 테이블

⑶〈그림 22＞의 DeliveryNotice객체는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 및 ④와 4절의 

제약 사항을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 ~ 

③에 의해서〈그림 25＞와 같이 변환되고 3절 

의〈그림 12＞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SQL> CREATE TABLE DdiveryNotice(

DdiveryNoticelD INTEGER PRIMARY KEY 

Publication Month date 

Expected Arrival Date date 

Date Shipping date 

ShippingAgentlD INTEGER REFERENCE ShippingAent 

CONSTRAINT DelivertyNotice_PK PRfMARY KEY 

(DeliveryNoticelD, Ship이ngAgentID)

〈그림 25> DeliveryNotice 테이블

(4)〈그림 22>에서 'ShippingAgent' 객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 및 ③에 

의해서 〈그림 26>과 같이 변환되고 3절의 

〈그림 11>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SQL＞ CREATE TABLE ShippingAgentt

ShippingAfioitNamelD INTEGER PRIMARY KEY

)

〈그림26＞ ShippingAgent 테이블

(5)〈그림 20＞의 OrderReceipt객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 및 ④와 4절의 제 

약 사항을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법 ① 〜 ⑥ 

에 의해서〈그림 27＞과 같이 변환되고 3절의 

〈그림 14＞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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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CREATE TABLE OrderReceipt (

ExpectedDeliveryDatelD INTEGER PRIMARY KEY

Quantity int

Amounted Billed double

Status string

OrderlD INTEGER REFERENCE Order CONSTRAINT

ExpectedDeliveryDatelD_PK PRIMARY KEY 

(ExpectedDeliveryDatelD, OrderlD)

〈그림 27> OrderReceipt 테이블

5.구현

본 절에서는〈그림 3＞의 클래스 다이어 

그램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구 

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UML에 따라 작성 

된 다양한 각종 다이어그램들을 XML의 

표준 형식에 맞는 XMKXML Metadata 
Interchange)S. 변환 후에 SQL로 생성한 

다 [20].

〈표 2＞ 시스템 구성

三质宀每二専縁 내응

개발도구
JBuilder 7.0, umltool with ArgoUML

실행 환경

Java Runtime 1.2.2 이상Xerces 1.4.0 - XML parserDBMS MySQL 3.23.43OperatinR System Windows 2000 Server
(1) MySQL에 Order2 테이블 생성을 위하 

여 클래스 다이어 그램과 XMI 문서에 

umltool with ArgoUML을 이용한 결 

과는〈그림 29＞와 같다.

〈그림 28＞ 구현 과정

〈그림 28＞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UML.dtd의 표준 규정으로 변환한 XMI 
문서는 umltool with ArgoUML를 이용하 

였고 XMI 문서로부터 SQL 생성은〈표 

2＞의 시스템 구성으로 구현한다.

<Founda1ion.Core.Class xmi.id=,S. 100058" xmi.uuid1^. 100058T> 

<Found3tion<ora.ModelEtemert.nanie>OTder2(/FDundation.Core.MD(lE 

dbund 洲 m3旧 Mod 여타 e 価 nWsi 배ity xmi.value=1)ublic7> 

<Foundation.Core.Mt)delElementisSpecification xmlvalue=1alse7> 

<Foundaliori.Core.GeneralizableEtemenlisRoot  Kmi.value=*(alse'/>  

(FoundalionXore.GeneralizableElementisLeafxmi.ralije^alse'A 

<Foundation.Cofe.GeneralizableElementisAb5tract xmi,value=Talse"/> 

<Fbufxi^ion. Core. Class. isActire xmi.va/ue=1afee7>

<Foundation. Core. ModelElement namespace)

〈그림 29＞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XMI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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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ML2RDB를 이용하여 Order2 테이블 

을 생성하기 위해서 XMI문서를 지정 

한다.

(4) XMI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동기화로 

생성돤 Order2 테이블과 필드의 타입 

은〈그림 31>과 같다.

〈그림 30> UML2RDB의 초기화면

〈그림 31> Orders 테이블

弊qD關e tert 
tatibue d* ■져 

서网1> ihw takbs；

체〉虹 서#曲

IKili If nt IMn!

iw*rji  : mill 1 1
1 fait 1 1MHHI1

Ipdititj 1 »t(4) 1 1 II ! 1
InpiN버那FU*  !VB !
IWH 1 iatU) 1 1 !l 1 !

1 Idbsjnjert '

1 eHert !
-----------------
I rw in set (I.N sec) i MB il Nt (Ml MC>

6.결론

(3) MySQL과 Order2 클래스 다이어그램

의 XMI 문서를 동기화 하여 OEer2
테이블을 생성한다.

InvoMng synchronizer

ParaIng...

First pass： analyzing stereotypes and data ^pe$

SKond pass： analyzing catalogs and tables

Processing catalog mysql

Conreclng

Connected to M}£QL version 3.23,43-nt

Retete^ng mete data,..

Buidlng dMerence kt between UML and SQL versions

Creattd table onter2

心태 TABLE order2 ADD PRIMM1Y KEV (orderJd)

BuMng tansMon ttte...

Processing of catalog mysql completed

Synchronizer exif

〈그림 31> XMI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동기화

XML을 이용하여 상호 교환되는 정보를 체 

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장•관리하기 위해서 

XML 응용과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지금까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XML 웅용에서 

DTD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매끄럽게 연계시 

키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계층 구조를 

갖는 XML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의 집합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의 저장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구조를 2차원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에 의해서 각 구조화된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 

는 모델링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UML 

클래스에 의한 XML 모델링과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은 가이드라인올 적용한 모델링으로서 

신뢰성올 위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검중을 위해 XML Schema를 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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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된 결과와 UML 클래스를 

이용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된 결과 

를 비교함으로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였다. 이 

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XML Schem后를 순환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래프의 노드와 간선을 

이용하여 객체 모델로 변환한 후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로 변환하는 기존의 Ronald Bourret의 

방법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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