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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AP is a protocol used for information exchange in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and SOAP defines mechanisms for message transferring between distributed 

system and remote procedure call/response process. This SOAP is able to be used 

independently on hardware platforms and operating systems and program languages 

because it uses only a text-based XML for protocol. Therefore ebXML that is a 

standard for E-Commerce adopts SOAP for me옹sage exchange.

In this paper, we implement XML Hub System using SOAP and apply on the 

system e-Procureinent By this XML Hub System we can more easily exchange 

messages for B2B. Accordingly we can manage and integrate a lots of business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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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보급과 발전은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인 

터넷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되는 e비즈니스가 

등장하였다. e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 회사, 

공급사와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저 비용, 고효율올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루며 이 

로 인해 정확하고 신속한 제품/서비스 전달을 

위한 생산, 조달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 

다. 또한 고객의 유지, 유치 및 관계 구축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e비즈니스의 목적으로 기업들은 사 

업에 e비즈니스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기업의 

사업에 e비즈니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의 통합 환경이 제공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이로 인해 ebXML이 둥장하였고 ebXML은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운용 적이며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광범위한 e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개방된 XML 기반의 기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ebXML 은 메시 

지 교환을 위해 SOAP올 이용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OAP올 기반으로 

XMLHub 시스템올 구현하였고, e-Procurement 

에 활용하였다. XML Hub는 서로 다른 거래 당 

사자들간에 XML 문서를 정확하게 주고받올 수 

있도록 하는 XML 메시징(XML Messaging)0] 

다. 이것은 e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거래 파트너를 관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자주 발생하는 거 

래 파트너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이 

를 관리하고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 파트너와의 메시지 교환에 있어서 

메시지 전송에 대한 요청/응답을 담당하고 응 

답 지연과 실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XML Hub 시스템을 통해 이를 해결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 

련 연구로써 e비즈니스를 추진중인 표준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기술로 분산 시스템간에 

주고받는 메시지의 구조를 정의하는 SOAP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XML Hub 시스템의 

메시지 전송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4장 

에서는 구현한 시스템의 각각 모듈을 살펴보고 

실행결과를 본다. 5장에서는 XML Hub 시스템 

올 적용하여 웹상에 e-Procurement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이용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 

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및 기술

2.1 관련 연구

현재까지 XML을 이용한 메시지 교환 시스 

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EDK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어떻게 XML로 메시지 

를 교환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D1/XML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데이터 

교환 모델을 위하여 XML올 사용하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XSL(XML Style Language) 

올 이용하며, 전통적인 EDI와 쉬운 통합 방안 

올 지니기 위하여 DTD를 사용한다. 또한 문서 

중심의 조회와 처리가 가능케 하고, 타 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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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표 

준 기술로서 XML이 둥장하게 되었으며 광범 

위한 영역에서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15].

〈표 1>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e비즈니스를 

위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EC) 프레임워크 비교표이다. 표와 같이 모든 

프레임워크들은 XML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웹서비스, Biztalk, 

그리고 최근에는 ebXML에서도 통신 수단으로 

HTTP 위에서 SOAP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전 

송하고 있다[3，5,6].

2.2 관련 기술

2.2.1 SOAP

SOAP은 분산 환경에서의 정보 교환에 사용 

되는 경량(lightweight) 분산 컴퓨팅 프로토콜 

이다. SOAP 명세에는 분산 시스템간에 메시 

지를 전달하는 방법, 원격 프로시저 호출/응답 

을 처리하는 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SOAP 명세에는 단지 메시지의 구조에 대해서 

만 정의할 뿐, 어떤 의미(semantics)의 메시지 

인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반면 SOAP을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ebXML과 같은 명세에는 

메시지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다.

CORBA, RMI, DCOM과 같은 분산 컴퓨팅 

프로토콜에서는 이진(binary) 포맷의 메시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SOAP에서는 텍스트 기반 

(text-based) XML을 프로토콜로 사용한다. 텍 

스트 기반의 XML이라는 점 덕분에 SOAP은 

하드웨어 플랫폼,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네트워크 하드웨어 플랫폼 전 영역에 

걸쳐서 상호 운용성이 매우 높다. SOAP은 

HTTP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웹 

서버, 프록시 서버, 방화벽 같은 인프라를 그 

〈표 1> 전자상거래(EC) 프레임워크 비교표

ebXML 移* ， UDDI Rosettanet Biztalk

Industry Target Unspecified Unspecified Unspecified IT & Electronic Unspecified

Communicatioa 

protxxxil
HTTP. SMTP,.. HTTP HTTP(SOAP) HTTP/CGI

HTTP(SOAP)/ 

MSMQ

Repository Distributed
Locally 

maintained
Distributed Not addressed

Centralized 

repository

Message format XML Document
XML 

Document

XML 

Document
XML Document

Biztalk document 

based on Biztag

Security

S/MIME, 

Digital 

Signature

Optional

Authentication 

in each UDDI 

Registry

SSL with HTTP； 

digital certificate 

and signature

Leverages 

existing 

standards

Ontology

Common

Business

Objects

Common 

Business 

Library

NAICS, 

WSPSC

Technical and 

Business 

Dictionsries

Collection of 

Biz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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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SOAP는 HTTP 외에 

.도 SMTP나 JMS와 같은 프로토콜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SOAP이 최초의 분산 컴퓨팅 프로토콜은 아 

니다. 그러나 SOAP은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대형 벤더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최초의 프로토콜이다. CORBA, RMI, 

DCOM과 같은 프로토콜은 이러한 지지를 받 

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들은 CORBA만 

올 사용해서 분산 시스템을 구현하고, 또 어떤 

개발자들은 DCOM만을 사용해서 분산 시스템 

올 구현해야 했다［1,2,7］.

이렇게 개발 영역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서 

로 다른 분산 컴퓨팅 프로토콜올 사용하는 소 

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하나의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SOAP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CORBA, 

RMI, DCOM 둥)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위 

에 존재하여 중계자 역할올 함으로써, 일반적 

으로는 서로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시스템간 

의 객채돌을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 

어, 각각 CORBA, RMI, DCOM올 사용하는 

세 가지 시스템 사이에 SOAP을 추가하만 하 

면, 각 프로토콜의 세부 내용들올 변경하지 않 

고도 다른 시스템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⑼.

2.2.2 SOAP 메시지의 XML 표현

e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XML 문서를 

SOAP 메시지 구조로 변환한 후 다양한 거래 

파트너에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이 XML Hub 

의 주된 기능이다.〈그림 1＞은 이에 사용되는 

HTTP 포스트 방식을 이용한 SOAP 매시지의 

한 예이다. 왼편의 SOAP 메시지 구조와 함께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elements)들이 있다.

〈그림 1＞ SOAP 메시지 구조

SOAP 메시지는 웰-폼드 XML 문서로서 표 

현하며,〈그림 1＞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SOAP 메시지의 루트 엘리먼트는 Envelope라 

는 이름의 엘리먼트이며, 이 엘리먼트는 

Header, Body라는 두 개의 엘리먼트와 어플리 

케이션에서 정의하는 그 밖의 엘리먼트들을 

자식 엘리먼트로 가질 수 있다. Header 엘리 

먼트는 생략될 수 있으나 생략되지 않는 경우 

Envelope 엘리먼트의 다른 자식 엘리먼트들보 

다 앞에 와야 한다. Body 엘리먼트는 생략할 

수 없으며 Header 엘리먼트를 제외하고는 

Envelope 엘리먼트의 다른 자식 엘리먼트들보 

다 앞에 와야 한다［12丄

Body 엘리먼트는 메시지의 본체가 되는 부 

분으로서 메시지의 내용올 담는다. Header 엘 

리먼트는 메시지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기 

술하는 부분으로서 권한(authentication) 정보, 

트랜잭션 관리 정보, 지불(payment) 관련 정보 

둥을 기술하는데 사용한다［12］.

2.2.3 SOAP 보안

다른 분산 컴퓨팅 프로토콜과는 달리 S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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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송 프로토콜로서 HTTP를 사용할 수 있 

다. 대부분 회사의 방화벽은 HTTP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통과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SOAP에서는 

HTTP 요청 헤더 필드인 SOAPAction이라는 필 

드를 새로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HTTP 전송올 사용하는 SOAP 클라이언트는 

SOAP 요청을 할 때 반드시 이 필드를 사용해 

야 한다. 이 필드에 들어가는 값은 URI로써 

SOAP 메시지의 의도를 명확히 기술하는 역할을 

한다. 이 필드 값은 방화벽에서 SOAP 메시지를 

적절히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2.2.4 전자상거래 (e-Business)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전자상거래의 둥장이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 시스템을 대체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둥장은 새로운 기술의 둥 

장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비즈니스 모델올 바꾸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어 내고 있으며, 각 회사들은 그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전자상거래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 

어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올 만들 

어냈으며, 이러한 형태의 체계화가 전자상거래 

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다. 성공적인 전자상 

거래 어플리케이션은 다음에 설명하는 것 중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9,20].

2.2.5 SOAP 메시지와 전자상거래의 관계

SOAP 메시지 구조와 구문은 XML 어휘를 

갖는 특정 산업으로 하여금 SOAP 메시지는 

필요요건들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산업에 속하 

는 기업들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다른 산업 

과의 상호 연동성을 획득 할 수 있다. 어떤 기 

업도 자체 공급사슬 내에서만 독자적으로 비 

즈니스 거래를 한다고 할 수 없고, 모든 기업 

들은 그들 산업영역 내에서의 거래뿐만 아니 

라 밖과의 메시지 교환이 필요로 하게 된다.

만일 회사가 전자 비즈니스 자료를 아직 교 

환하지 않으면, SOAP은 이 메시지들을 송/수 

신하는 연결을 만들고 다른 파트너들을 인증 

하는것, 메시지 내용을 편집하는 것 그리고 내 

부 시스템에 자료를 매핑하는 것올 의미한다.

인터넷과 이용 가능한 다른 네트워크들의 

장점을 취함으로써, SOAP은 전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잠재적 거래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SOAP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접속 가능한 세계 어디에서도 

비즈니스 데이터 교환을 위한 하나의 단일화 

된 프로토콜이다.

3. XML Hub 시스템

3.1 메시지 전송 구조

SOAP 메시지 요청과 응답 부분을 메시지 

서비스 핸들러라고 하는 MSH가 담당한다. 그 

림 2는 XML Hub를 이용한 두 기업간 메시지 

처리 부분올 보여주고 있다.

기업A 에서 메시지를 XML Hub 시스템에 

전송하면 Hub 시스템은 다른 기업B 에 메시 

지를 전송한다. 전송 결과에 대한 성공 메시지 

를 받을 성공 여부를 기업A 에 전해 주고, 기 

업B 의 내부 사정으로 메시지 전달에 대한 성 

공 여부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전송하려는 메 

시지를 저장시스템에 저장한 후 일정 기간이



146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8권 제1호

지난 후 재전송한다.

〈그림 2> 메시지 전송 구조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로 신원 

올 확인한다. 해당 자격을 가진 사용자로 확인 

이 되면 XML Hub 시스템은 메시지에 포함된 

기능이나 처리에 인증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 

이 완료되면 메시지를 대칭키 혹은 비대칭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 또는 복호화하게 

된다. 현재 이러한 보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 

능은 PKI(공개키 기반구조) 기반의 전자서명 

올 통해 이루어진다.

3.2 XML Hub 시스템 기능

XML Hub 시스템에서 서버 기능올 수행하 

며, 받은 메시지에 대하여 헤더처리, 암호화/복 

호화 및 보안, 에러/예외처리, 저장, 라우팅, 호 

출 6가지 기능을 수행한다[10,11].

3.2.1 헤더처리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XML Hub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헤더 

처리는 수신된 메시지의 헤더 영역을 확인하고, 

거기에 포함된 기능 수행을 포함한다. 헤더처리 

에 특정번호를 헤더에 추가하여 추적 가능하게 

하거나 헤더정보가 유효하게 구성됐는지를 검중 

할 수 있다. XML 메시지 내의 수신자가 적절한 

지를 처리 과정에서 사전에 검사할 수 있다.

3.2.2 보안

보안 관점에서 XML Hub 시스템은 보안의 가 

장 기본적인 조건인 신원 확인(authentication), 

인중(authorization), 암호화(encryption), 부인 

방지(nonrepudiation)를 보장해야.한다. 메시지 

가 수신되면 메시지 핸들러는 우선 디렉토리

3.2.3 오류와 예외처리

오류와 예외처리는 XML Hub 시스템이 수 

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XML Hub 시 

스템이 수신한 메시지가 유효하지 않거나, 최 

종 수신자에게 전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 

러 메시지를 송신자 쪽에 보내야만 한다. 그리 

고 XML Hub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메시지를 송신 

자 쪽에 보낸다.

3.2.4 저장

XML Hub 시스템은 오류처리의 방법으로 

전송 실패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일정 시 

간 경과 후 메시지를 재전송 한다. 저장 시스 

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XML 전용 저 

장시스템이 있지만 XML 문서를 저장하고 다 

시 XML 문서로 변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 

니므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잠시 보관하 

는 형태가 적당하다.

3.2.5 라우팅

메시지 라우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 

나는 헤더 라우팅으로, 수신된 메시지가 어느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돼야 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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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페이로드 라우팅으로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세스나 메소드가 사용 

돼야 할지를 결정한다.

3.2.6 호출

호출 단계에서는 실제 수신 메시지에 있는 

페이로드의 자료를 가지고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 여기서는 메소드 호출을 통해 XML 

Hub 시스템에서 송신기업으로 반환할 수행 

결과가 만들어진다.

4. XML Hub 시스템 구현

4.1 XML Hub 시스템

XML Hub 시스템의 각각 모듈과 전체 메시 

지 전송 흐름은〈그림 3>과 같다. 각각의 설 

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전체 XML Hub 시스템 흐름

4.1.1 송신 모듈

송신기업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XML 문 

서를 SOAPHeader와 SOAPPayload를 이용하 

여 헤더와 페이로드를 작성한다. 이렇게 

Header 와 Payload 를 작성 한 후 SOAP 

-MessageMake를 이용하여 Header와 Payload 

를 SOAP 봉투화 한다. 생성된 메시지를 

SOAPTransfer 클래스를 이용하여 XML Hub 

시스템에 전송한다.

4.1.2 XML Hub 모듈

송신자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XML Hub 시 

스템에 보내게 되면, XML Hub 시스템은 최 

종 수신기업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여기 

서 최종 수신자의 메시지 수신 여부에 따라 

다음 동작을 하게 된다. 최종 수신자의 응답 

메시지가 성공일 경우 전송 성공 여부를 송신 

자에 보내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송하려 

는 메시지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다.

4.1.3 수신 모듈

HttpListener가 받고 이 메시지로 어떤 작업 

을 처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MessageBroker, 

그리고 헤더에 요청된 작업을 실제로 처리하 

는 Invoker로 이루어진다. 그 이외에 전송 성 

공 여부를 되돌려 주는 ResponseMessage 

-Maker가 있다.

4.2 주요 클래스

4.2.1 SOAPMessageMaker

SOAPHeader와 SOAPPayload를 °] 용하여 

작성한 것을 SOAPMessage에서 구성하게 된 

다.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Header 파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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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load 파일을 하나로 구성하는 기능을 가진 

다. 이곳에서 작성한 메시지는 SOAPTransfer 

에 넘겨준다.

4.2.2 SOAPTransfer

SOAPMessageMake 에서 받은 파일을 

HTTP를 이용하여 전송하게 된다. 전체 메시 

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메시지의 특성들올 

Content-Type과 Type, Bounder, Version 등 

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2.3 HUBListener

HUBListener 은 송신자가 POST 메소드로 

넘어온 XML 메시지를 문자열로 받는 서블릿 

클래스이다. HUBListener는 작성한 XML 문서 

를 Stream 값으로 받은 다음, Reader로 변환한 

후, 스트링으로 읽고, 그 코드를 Message 

Broker에 넘겨준다.

4.2.4 MessageBroker

HUBListener에서 보내준 스트링올 service 

-Sync()에서 처리한다. serviceSyncO는 스트 

링을 파싱해서 DOM올 만들고, invoke。로 

DOM을 넘겨서 XML 문서에서 <type> 태그 

에 있는 텍스트 값올 읽는다.

4.2.5 Invokerlmpl

Invok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인 Invoker 

-Impl 클래스이다. 여기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송장올 저장하고, ResponseMessage-Maker에 

서 웅답 메시지를 만든다. ResponseMessage 

Manager는 요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는 송신자에 보낼 '성공' 메시지나, 실패했을 

경우의 '에러' 메시지를 XML 문서로 만든다.

4.2.6 ResponseMessageMaker

서비스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됐을 경우에 

최초 송신자에게 보낼 성공' 메시지나, 실패했 

을 경우의 '에러' 메시지를 XML 문서로 만든 

다. Invokerlmpl에서 값을 받아 응답 XML 문 

서를 생성한다.

4.3 구현 환경 및 실헹

XML Hub 시스템의 환경으로 운영체제는 

Windows 2000 Server, 웹 서버로는 Jakarta 

Tomcat V3.2.3을 사용하였으며, SOAP API로 

는 아파치 SOAP2.2, 와 JAXM을, XML 파서 

로 XML Parser V2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4.3.1 메시지 전송 과정

다음〈그림 4>는 XML 문서를 이용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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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ample XML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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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송장을 나타낸다. 송장에서 헤더 부분과 하는 tcpTunnel을 이용하여 전송결과를 확인

페이로드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OrderNo를 이용하여 각 송장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송장은 XML Hub 시스 

템에 전달되어 저장 시스템에 저장되고 최종 

수신자에게 다시 전송된다.

다음은 SOAP 메시지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전송하려는 XML 문서에 SOAP 메시지를 만 

들게 되는 소스 코드이다.〈그림 5＞를 보며 

SOAPMessageMaker를 이용하여〈그림 4＞의 

XML 문서를 SOAP 봉투화 하게 된다.

할 수 있다.

public SOAPMessage SOAPMessageMaker(String requestNo, 

String reason) throws Exception (

MessageFactory mf = MessageFactory.newInstanceO； 

SOAPMessage message = mf.createMessageO； 

SOAPPart sp 그 me옹sag.getSOAPPmO；
SOAPEnvelope envelope = sp.getEnvelope()；

〃 헤더 엔트리 추가
SOAPHeader header = envdope.getHeader()；

SOAPHeaderElement headerElement=header.addHeaderElement 

(envelope.createName(wtoff, "from",“type广))；
SOAPElement idElement

=headerElementaddChildElement(envelope.createName(Hidw))；

SOAPElement passwordElement= 

headerElement.addChildEleinent 

(envelope.createName(wpasswordff))； 

idElement.addTextNode(id)； 

passwordElement.addTextNode(password)； 

// 바디 엔트리 추가
SOAPBody body = envelope.getBody()；

SOAPBodyElement bodyElement =body.addBodyElement 
(envelope.createName(wOrcierNort,wIssu^)ate,7，DueDatew,

"Reference"))；

SOAPElement requestNoElement

=bodyElement.addChildElement(envelope.createName 

(MrequestNo"))；

SOAPElement reasonElement

bodyElementaddChildElement(envelope.createName(wreasonw))； 

requestNoElementaddTextNode(requestNo)； 

reasonElement.addTextNode(reason)；

________ return message；

〈그림 5＞ SOAP 메시지 생성 소스코드

〈그림 4＞의 코딩을 통해 〈그림 5＞의

XML 문서는 그림 6과 같이 SOAP 봉투화 하

게 된다.〈그림 6＞은 SOAP 메시지가 생성되

어 전송되는 메시지를 아파치 SOAP에서 제공

〈그림 6＞ SOAP 메시지 생성

4.3.2 실행 화면

〈그림 7＞은 XML 문서를 XML Hub 

시스템에 전송하는 GUI 프로그램이다. 

GUI는 JAVA의 Swing 을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그림 7＞ 송신 GU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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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송신자가 메시지를 받을 때 나 

타나는 화면이다. 메시지 전송이 시작되면 서 

블릿이 시작되고, 전송이 완료되면 서블릿이 

끝나며, 전송 결과는 XML Hub 시스템에 전 

달되어〈그림 9>와 같은 전송 내용과 결과를

웹서버의 실행 창에 보여 주게 된다.

〈그림 8> 수신측 실행화면

〈그림 9> XML Hub 시스템 실행화면

5. XML Hub 시스템 활용

5.1 e-Procurement 시스템 구조

기업간 거래 역시 일반적인 거래처럼 구매 

자와 판매자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래 형태는 구매자가 판매자 

에게 구매 요청을 하고, 이를 받은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e-Procurement는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구매 요청, 숭인, 주문, 운반, 결재 및 인도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 

는 것올 의미한다. 즉, e-Procurement는 주문 

에서 인도에 이르는 전체 구매 프로세스를 인 

터넷 환경 하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동시 

에 구매사와 공급사간의 공조를 이루어 구매 

업무의 최적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적 기법이다 

[16,17],

〈그림 10>은 e-FHocurement의 시스템 구성 

을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SOAP 

을 기반으로 한 XML Hub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언어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HTTP HTTP

〈그림 10> XML Hub 시스템을 이용한 e-Procurement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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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ocurement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 및 서 

비스의 B2B 거래를 의미한다. XML Hub 시 

스템은 송 • 수신 모듈과 XML Hub 모듈을 각 

각 구현하였는데 이를 인터넷 기반에 적용되 

는 e-Procument 구조는〈그림 9＞와 같다.

구매자는 XML Hub 시스템에 등록된 판매 

자 정보와 판매 상품올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 

고 구매 하려는 물품에 해당하는 구매 요청서 

를 작성한다. 구매 요청서가 접수되면 SOAP 

에 의해 판매자가 호출되고 구매 요청서가 전 

송된다. 접수된 구매요청서를 기준 하여 송장 

을 작성하고 송장을 구매자에게 SOAP 봉투화 

하여 전송한다. 〈그림 9＞의 구조와 같이 

XML Hub 시스템의 접근은 웹브라우저만 있 

으면 접근이 가능하며 XML Hub 시스템에서 

전송하는 구매 요청서와 송장은 SOAP을 이용 

함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환경에 상관없이 

구매 요청서와 송장을 전송할 수 있다.

5.2 시스템 실헹

5.2.1 구매요청서 전송

XML Hub 시스템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 

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인다. XML Hub 시스 

템은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며 모두 접근이 

가능하도록 웹을 이용해 구현하였다. 구매 요 

청서는 웹브라우저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매 요청서에 따른 송장을 받게 

되는 URL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였다.〈그림 

11＞을 통해 구매 요청서를 전송하는 화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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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ion"'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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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eferanc«>KTNET3D1<Atefarence> 
<8uy<r>

dlaM>Hona Glldon8</NaaB>
애 ddr*>

0 r»t >SMsun9dong</Str
<Lo»l 릐브 
<ft>ita)Coda>135661<7h)it 
<R>si(m>SBOul</Rt9ion> 
Count ry>KR</CDunt ry>

rass>

<Addf»M>
<StrMt>201 lest IO3RD Strwt</Street> 
<Locality>lndian>poiis</LKal ity> 
<Pa(t al Oxi»4629(k/PMt al 
<fiiSion>tN</RB9lon> 
<£ountry>US</Countrv>

dr»B»>

아개냬 송장을 받는 주소르 녛으域요.

0* ）： 〃的1由야벗對柜。・t0rd・r8uy“r-

XML Hub 시스템에 전송

■^rr 阵赣蘋

〈그림 11＞ 구매요청서 전송

구매 요청서가 작성이 되고 전송을 클릭 하 

면 이것은 XML Hub 시스템에 전송된다. 전 

송된 결과는〈그림 1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2＞ 구매 요청서 전송 결과

5.2.2 송장 전송

판매 기업은 전송된 구매 요청서를 XML 

Hub 시스템에서 SOAP 을 통해 전달받고 

XML Hub 시스템을 접속하여 접수된 구매요 

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3〉은 접수된 

구매 요청서의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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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B 구매요청서鑫 선롁해주십 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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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구매요청 리스트

구매 요청 중 하나를 클릭하여 송장을 전송하 

면 구매 기업에게 송장이 전송된다.〈그림 14> 

는 주문의 상세 내역과 송장 전송 화면이다.

; 虹岫火나MHy 訓砒

날尚： 2002-11-04
참고번호: XM_Hub
판。■자경 보: QB

201 WestlOSRD Street
W48290

US
구（*利정  보: Kim Yonosoo 

Samsungdong 
KangnanHcu, Seoul 美651 
KR

Qty Description Price Total
5 Java SOAP 24.99124.85
10 Jaw Devekxxnent by UML 44.99 449.90

574.85

〈그림 14> 송장 전송

〈그림 15>는 송장 전송이 완료된 것올 알 

려 주며 다시 구매 리스트로 돌아 갈 수 있다.

〈그림 15> 송장 전송 결과

5.3 기대 효과

지금까지 XML Hub 시스템을 활용한 

e-Procurement의 일부를 구현하였다. 전자 상 

거래에서 e-Procurement를 이용함으로써 다음 

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구매 프로 

세스의 개선으로 구매 비용 절감과 납기의 단 

축 둥의 목표를 실현한다. 둘째, 자사의 구매 

시스템과 기존 운영시스템 및 공급사 시스템 

과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구매 업무의 효율 

성올 높인다. 셋째, 구매 활동의 전략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 전체 목표에 부응하는 전 

략적 구매 업무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XML Hub 시스템을 

활용한 e-Procurement 는 HTTP 위에서 

SOAP을 사용하므로 기업의 환경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XML Hub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러처리 능력으로 전 

송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Procurement 의 일부만올 구현했지만 이를 

더욱 확장한다면 e-Procurement 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수용하게 된다.

6. 결론

e비즈니스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간 협력 

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업간의 의사 

소통은 온라인상의 문서전달을 이용하여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는 온라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포 

함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간 거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류와 예측하기 힘든 양의 

데이터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많은 플랫 

폼과 시스템은 서로 중립적인 데이터 교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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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표준을 필요로 하는데, 이 요구를 만족시 

켜 줄 수 있는 것이 XML 이다. 데이터를 XML 

로 표현하고 전송수단을 HTTP 환경의 SOAP 

표준을 이용한다면 지금 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OAP올 이용하여 XML Hub 

시스템을 구현함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 환 

경과 어플리케이션에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한 시스템이 된다.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거 

래 파트너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 

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 

가 필요하며 자주 발생하는 거래 파트너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를 관리하고 처리 

해 주는 시스템이 된다. 이러한 XML Hub 

시스템을 e-Procurement에 활용하였고, 이것 

은 e-Procurement 시스템의 장점과 XML 

Hub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두 수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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