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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외 으로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업과 기

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자 으로 문서를 교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ML기반으로 문서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문서를 개인별로 산출물을 작

성하는 문서의 경우 개별 으로 작성한 후 작성된 일을 종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는 작업

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수동 인 방법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과 련된 태그를 직  만들 수 있고, XML 문서들을 하나의 큰 문서로 

병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응용 로그램과도 통합될 수 있는 범용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 XML의 특성을 이용하여 좀 더 확장성이 좋아지게 하 다.

1. 서  론

재 공공기 , 업체, 학교 등에서는 수많

은 형태의 문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문서 작업 시 사람이 으로 개입

되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한 IT 기술이 

발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

련의 작업들은 비효율 인 형태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 등에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

지만, 많은 문제 에 착하 다. 그 문제

은 문서(콘텐츠)의 통합, 재활용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ML/Schema를 

이용하여 문서의 구조 인 정보 모델링을 

하고, 문서의 각 요소들을 기술하기 하여 

XML 문법을 수하여 표 될 수 있도록 

문서 구조 정의를 한다. 이러한 문서의 본 

시스템 표  문서 템 릿을 정의하고, 공동

으로 문서를 작업하기 해서 문서 템 릿

을 각각 사용자에게 배포한다.

그리고 각 사용자가 작성하고자 하는 부분

을 작성하면, 사용자는 업로드(upload) 인터

페이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고, 업로드 

된 일은 정해진 템 릿에 복사되어 장

되어 진다. 이때, 사용자가 업로드 하는 문

서의 부분을 체크하고, 버  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작성자가 최종 일을 올리고

서 리자에게 업로드 완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리자는 최종 인 문서의 형태를 검

하는 것으로 문서의 통합 작업이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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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XML

기에 웹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를 들면 문자나 그림을 표 하기 한 

도구정도만 사용되어져왔다. 인터넷상의 부

분의 정보는 HTML문서로 구성되어있으며, 

HTML은 단지 문서의 재 을 한 정보를 

나타내는 하나의 정의된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문서의 

엘리먼트를 의미 있는 정보를 표 하는 기

능이 부족하다.

이에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

서는 차세  웹 문서의 표 으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1998년에 지정하 다

[1]. XML은 확장성 마크업 언어로서 이름 

그 로 HTML같은 고정형식이 아니라 확

장이 가능한 언어이며 문서의 내용과 련 

된 태그를 직업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태그

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 XML은 

본질 으로 다른 언어를 기술하기 한 언

어, 즉 메타언어이다. 한 구조  데이터를 

표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의한 DTD를 

만족하는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XML

은 구조  문서를 표 하는데 유용하다.

한 XML 기반언어로 RDF/S, RSS, 

MathML, XHTML, SVG 등이 있으며, 이

들 언어들은 단일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정

의되었기 때문에, 사 정보 없이도 이들 언

어로 작성된 문서에 해 수정이나 합성 

검사를 하는 로그램의 제작도 가능하다.

2.2. XML 스키마

XML 스키마는 XML 문서의 내용을 제

안하고 기술하는 XML언어이다[2,3,4]. XML 

문서의 항목과 포함할 수 없는 항목에 한 

규칙을 정의한다. 를 들어 날짜 필드에 단

어를 입력할 수 없도록 스키마를 정의할 수 있다.

XML 스키마는 DTD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만들어 졌다. DTD는 내용 모델을 정

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뚜렷

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3,4].

∙ DTD는 XML과 다른 문법을 사용한다.

∙ DTD는 이름공간(Namespace)을 지원하지 

못한다.

∙ DTD는 데이터형이 제한 이다.

∙ DTD는 복잡하고 느슨한 확장 메카니즘

을 가지고 있다.

XML 스키마는 DTD의 이런 단 을 보완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45가지의 다양한 데이터타입을 지원한다.

∙사용자 정의 데이터타입을 선언할 수가 있다.

∙이름공간을 지원한다.

∙사용자 정의 데이터타입이나 상속을 재

정의 한다.

∙속성을 그룹핑한다.

∙모듈화와 재사용이라는 객체 지향  개

념을 제공한다.

2.3. XSLT

XSLT(XSL Transformations)는 한 XML 

문서 구조를 다른 구조를 갖는 XML 문서

로 변환하는 방법을 기술하기 한 표

인 방법으로서, W3C의 권고사항  하나이

다[5]. XSLT는 XSL의 확장 이라고도 생

각할 수 있다. XSL은 XML 문서, 를 들어 

XML 문서 내에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웹페이지 내에 표 되어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문서를 형식화하기 

한 언어이다. XSLT는 XML 문서가 다른 

데이터 구조로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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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JAX

AJAX1),2)는 화식 웹 애 리 이션의 

제작을 해 다음과 같은 기술 조합을 이용

하는 웹 개발 기법을 통칭한다[5,6].

∙문서 표 을 한 XHTML( 는 HTML) 

과 CSS표

∙동 인 화면 출력  정보와의 상호작용을 

한 DOM, JavaScript

∙웹 서버와 비동기 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조작하기 한 XML, XSLT, XMLHttpRequest 

(XML/XSLT 신 미리 정의된 HTML이나 

일반 텍스트, JSON-RPC를 이용할 수도 있음) 

AJAX 기술을 활용한 웹 응용한 ActiveX 

기반의 응용과 달리 XML 처리를 할 수 있

는 DOM 엔진과 JavaScript 엔진을 가진 

부분의 라우 나 랫폼에서 이용가능 가

능하다. 한 비동기 인 데이터 교환을 가

능하기에, 요청에 한 서버의 응답을 기다

리지 않고 다음 작업이 가능하므로 기시

간이 어들고, 이에 따라 서버의 부담을 

이고 사용자의 체감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효과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이 가능하다.

(그림 1) 동기 통신, 비동기 통신

1) AJAX라는 명칭의 기원은 제시 제임스 가렛(Jesse James 

Garrett)이 2005년 2월 18일 쓴 ‘A New Approach to Web 

Application’이라는 에세이에서 ‘Ajax(Asynchronous JavaScript 

+ XML)’라는 낱말로 이 기술을 소개한 이후로 알려지게 됨

2) AJAX에 한 발음은 ‘에이잭스’나 ‘에작크스’, ‘아약스’, ‘아작

스’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에이잭스’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3. 문서통합 시스템 설계

3.1. 문서통합 시스템의 개요

본 논문에서 설계한 XML 기반의 문서통

합 시스템은 XML, XML 스키마, XLST, 

AJAX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 다. 그 

체 인 수행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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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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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서통합 시스템의 구조도

3.2. 통합문서 등록

통합문서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서는 통합문서 시스템 문서를 XML과 

XSLT를 작성하여 통합문서 서버에 등록하

여야 한다. 한 하나의 XML 문서는 다수

의 XSLT(문서의 템 릿)를 등록할 수 있

다. 등록하는 과정은 SOAP과 HTTP 로

토콜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등록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3)은 과정을 간략하게 그림으

로 표 하 다.

XML
XML Schema

XSLT

e-Integration
Service Server

SOAP & HTTPXML
XML Schema

XSLT

e-Integration
Service Server

SOAP & HTTP

(그림 3) 통합문서 서버에 통합문서 등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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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합문서 시스템 구성도

3.3. 통합문서 이용

각 사용자는 일종의 AJAX 웹 어 리

이션에 속하여 문서를 작성, 수정을 한다. 

등록된 통합문서 시스템에 속하여 작성, 

수정할 수 있으며, 작성이 완료된 문서는 출력, 

모든 문서 일로 변환하여 다. 즉 HWP, 

DOC, PPT, XLS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

태의 일로 출력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AJAX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상호 화 이기 문서의 추가, 변

경이용이하다.

아래의 (그림4)는 통합문서를 이용하는 과

정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 하 다.

4. 결론 및 전망

기존의 문서 작업은 여러 문서를 다수의 

사용자가 업 형태로 하나의 산출물을 도

출한다. 이럴 경우 각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

는 일 성이 없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마

다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 성이 없는 문서

는 최종 통합 책임자가 별도로 일정한 문서 

형식에 맞게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하나

의 문서로 통합해야 하는 비효율 인 과정

을 거치게 된다.

각각의 사용자가 자유롭게 만든 문서는 본 

통합시스템을 통해 일 된 형식으로 자동 

변환  보 되어 부가 으로 발생하는 문

서의 통합과 련된 비용  시간을 감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문서의 일 된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키워드 도출이 쉬워지므로 효

율 인 문서 검색이 가능해진다.

본 통합시스템은 문서 작성을 하여 사용

자가 개별 으로 기하지 않고 아무 때나 

작성할 수 있으며, 기업 인트라넷에서 업무

보고 시스템을 획기 으로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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