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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Forms는 XML데이터를 사용하고 내용과 표 을 분리시킨 형태의 Form으로 기존의 HTML이 가지는 

특징 외에 쉬운 데이터 처리, 모듈의 재사용성, 다른 장비로의 이식성, 데이터 근성 등 몇 가지 추가

인 특징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XML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입

력받아 XForms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XForms-Generator의 설계와 구 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DTD정보를 분석하여 반복부를 추출하고, 반복부의 처리를 심으로 XForms코드를 생성한다. 생성된 

XForms의 실행 환경은 Orbeon사의 Presentation Server를 이용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XML 데이터를 이

용하는 온라인 Form을 개발할 때 시간  비용을 이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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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XML 기술이 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Form에 XML 데이터를 사용하기 해 XForms 표 이 제

시되고 있다[6]. XForms는 기존의 HTML Form이 가지는 

특징 외에 XML 데이터의 특성을 바탕으로 추가 인 장

을 가진다. 기존의 HTML Form을 작성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편집기나 어 리 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XML 데이터 기반의 웹서버에서 XForms를 이용하려면 직

 XForms 코드를 포함하는 Form 페이지를 작성해야 한

다. XForms 기술의 사용이 차 확 되고 있고, 이에 따라 

XForms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심이 집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DTD 정보를 입력받아 XForms를 자

동으로 생성하여 XML 데이터를 이용하는 온라인 Form을 

개발할 때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XForms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XForms-Generator의 설계  구 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DTD 정보를 분석하여 XForms 모

델을 생성하고, 반복부를 효과 으로 표 하는 XSL페이지

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XForms 실행 모델(그림 1)은 다

음과 같다. XForms-Generator를 통해 생성된 XForms는 

웹서버를 통해 HTML 코드로 변환되어 사용자에게 보여지

고, 사용자는 Form 정보를 입력하여 submit한다. 입력된 

Form 정보는 XML 인스턴스(instance)로 생성되어 XML 

DB에 장되거나, 응용될 수 있다. 이 실행 모델에서 사용

되는 웹서버는 Orbeon 사의 Orbeon Presentation 

Server[10]를 사용하 다. 

 (그림 1)  XForms 의 실행 모델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XForms, 

XSL, DTD AST, XForms Renderer 등 련연구에 해 

간단히 살펴보고, 3 에서는 XForms-Generator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에 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 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련연구

 2.1. XForms와 XSL

XForms 표 은 목 , 표 , 결과의 세부분으로 구분되는

데, 목 은 XForms Model을 가리키고, 표 은 User 

Interface를, 결과는 Instance Data, 즉 XML Data를 말한다.  

XForms는 XML을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XForm에

서 입력된 데이터는 이미 well-formed 이다. 한 장된 

XML Instance Data는 쉽게 응용될 수 있고, 기존에 존재하

는 XML 스키마(Schema)를 가지고 쉽게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다. XForms는 Form의 내용과 표 을 분리

하여 XForms 모듈의 재사용성, 다른 장치(device)로의 이식

성, 데이터의 근성을 높 다.  XForms는 데이터를 처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640

parserparser

DTDDTD분석부분석부

코드생성부코드생성부

DTDDTD

XFormsXForms--GeneratorGenerator

ASTAST

분석분석
정보정보

XFormsXForms
ModelModel

XFormsXForms
UserUser

InterfaceInterface

XSLXSL

XFormsXForms

parserparser

DTDDTD분석부분석부

코드생성부코드생성부

DTDDTD

XFormsXForms--GeneratorGenerator

ASTAST

분석분석
정보정보

XFormsXForms
ModelModel

XFormsXForms
UserUser

InterfaceInterface

XSLXSL

XFormsXForms

parserparser

DTDDTD분석부분석부

코드생성부코드생성부

DTDDTD

XFormsXForms--GeneratorGenerator

ASTAST

분석분석
정보정보

XFormsXForms
ModelModel

XFormsXForms
UserUser

InterfaceInterface

XSLXSL

XFormsXForms

리할 때 XPath[7]를 기반으로 하여 유효성 검사나 계산 등

의 일을 할 수 있다.

XSL은 웹 상에서 XML 데이터의 포맷  처리를 하여 

제안된 언어이다. XML 문서는 논리  구조만 가지고 있고, 

자체 으로 외부로 보여지기 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

다. 특정 Element의 폰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자색

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 XSL은 XML 데이터가 어떤 

방법으로 표 되어야 하는지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XSL을 이용하여 XForms UI부분을 생성한다.

 2.2.  DTD 서와 AST

AST는 DTD를 분석하여 DTD정보를 탐색, 편집할 수 

있도록 tree형태로 설계된 자료구조이다. AST는 parser에 

의해 싱(parsing)된 DTD의 정보를 노드로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DTD 서(parser)로 ANTLR[9]를 이용하

다.  ANTLR 서 생성기는 싱 정보에 해서 정의해 

놓은 문법을 입력받아 문법에 따라 DTD 서를 생성하고 

생성된 서를 이용하여 AST를 생성한다.. 

 2.3.  XForms Renderer 

재 일반 인 웹 라우져에서는 기본 으로 XForms의 

더링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XForms 코드를 더링 하기 

해서는 별도의 XForms Renderer가 필요한데, 오 소스인 

X-Smiles browser[11]와 같은 XForms를 한 용 라우

져가 있고, 일반 인 웹 라우져(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6.0)에 러그인(plug-in) 방식으로 설치되어 작동

되는 FormsPlayer[12]와 Novell XForms Explorer[13]등이 

있다.  XForms를 Server-Side에서 처리하여 클라이언트

에게 HTML 형태로 달해주는 Orbeon사의 Presentation 

Server[10]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Presentation Server는 XForms 

모델과 XSL로 구성된 UI(User Interface)를 사용하여 Form

을 더링하고, Form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장하면 XML 

인스턴스(Instance)를  생성한다. 

3.  XForms-Generator의 설계 

 3.1. XForms-Generator의 로세스  구성

DTD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XForms를 자동으로 생성하

는 시스템인 XForms-Generator의 체 인 로세스의 흐

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XForms 자동 생성 프로세스

DTD가 입력되면 parser는 DTD를 분석하고, 

AST(abstract syntax tree)를 생성한다. DTD분석부는 

AST를 순회하면서 반복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

다. 코드생성부에서는 분석된 tree형태의 자료구조를 바탕으

로 XForms를 생성한다. 생성된 XForms 코드는 XML에 

한 정보를 가진 XForms model과 form control을 포함하는 

User Interface(XSL)로 구분된다. 이후로는 간단한 제를 

통해 XForms 생성과정에 해서 설명한다. 

 3.2.  DTD 구조의 분석

DTD분석부는 parser에 의해 분석된 DTD의 정보를 가

지고 AST를 생성한다. 다음(그림 3)은 제조사별 핸드폰 재

고목록 리 DTD를 AST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  DTD정보를 통해 생성된 AST

(그림 4)  XML 구조와 생성 Form의 설계

(그림 4)는 XML 구조에서 반복부를 표  방법에 한 

설계이다. 터미  노드들은 input text 콘트롤로, 반복부는 

행과 테이블 형태로 매핑되고 있다. 이후에서는 생성 Form

의 표  규칙에 해서 설명한다.

 3.3.  XForms Code 생성부의 구조

코드생성부는 DTD분석부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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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XForms Model과 XForm UI(XSL)로 이루어진 

XForms 코드를 생성하는데, 기본 인 코드생성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3.3.1 #PCDATA 필드의 처리

∙ <lable>형태로 변환되는 부분(A)  

   - 터미 노드(terminal node)의 Element 이름

∙ <input>형태로 변환되는 부분(B)

   - 터미 노드(terminal node)의 Element 값

(#PCDATA)

(그림 5)  Label과 Input의 Form

(그림 6)  Label과 Input의 code 부분

<label>은 form control로 표 되어야 하는 터미 노드 

이름을 표시한다. <input>은 문자열 데이터(#PCDATA, 

CDATA)를 표 하기 한 태그이다. XForms 태그의 ref 

속성은 표 되어야 할 데이터의 상 경로를 XPath로 나타

낸다. 

3.3.2 반복부(*)처리

반복부는 <repeat>와 반복되는 노드들을 묶어주는 

<bind> (그림8의(H))를 사용한다. <bind>의 nodeset 속성

을 이용하여 반복의 상이 되는 노드들의 노드셋을 만들

고, <repeat>에서 생성된 노드셋을 반복 처리한다. 반복부

는 생성 Form의 형태(행 는 테이블)에 하여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복부를 표 하기 해 다음과 같

은 규칙을 정의한다.

   - 최하  반복부 데이터 요소들은 열(column)로 표

   - 최하 가 아닌 반복부는 테이블(table)로 표

   - ‘*’이하의 노드들은 <repeat>태그 블록으로 표 (C)

   - 반복되는 부분의 펼침/숨김 버튼(D)

   - 반복부 데이터의 해당 요소 삭제버튼(E)/추가버튼

(F)

   - 반복부 데이터를 바인딩 해주는 <bind>태그(H) 

(그림 7)  반복부 데이터를 표현한 Form

(그림 8)  반복부 처리 code

버튼을 생성하기 하여 사용되는 <submit>은 반복부의 

추가/삭제, 반복부의 펼침/숨김 기능에 사용된다. <submit>

이 려지면 <submit>태그 블록 내부의 XForms 

action(<insert>, <delete>, <setvalue> 등)을 수행하고 페

이지를 갱신한다. 

 3.4.  생성된 XForms의 실행 환경

다음은 생성된 XForms가 Orbeon Presentation 

Server[10] 환경에서 실행되는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9)  XForms 코드의 실행 모델

Orbeon Presentation Server[10]는 Pageflow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XForms를 실행 한다. XForms Model, X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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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그리고 XForms의 Action을 처리하기 한 로세스 등

이 정의되어 있다. (1)Orbeon Presentation Server는 생성된 

XForms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HTML Forms 코드를 생성

한다. (2)생성된 HTML형태의 Form이 사용자의 라우져

에 보여진다. (3)사용자는 폼 정보를 입력하고 Submit 한다. 

(4)입력된 Form 정보를 가지고 XML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처리를 해 추가시켰던 속성을 XSLT[8]를 이용하여 삭제

하는 XML filtering 작업을 거쳐 DTD에 유효한 문서

(validated XML)가 생성된다. 

4.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DTD 정보를 입력받아 반복부를 처리하

고, XForms를 생성하는 XForms-Generator를 설계하 다. 

다음은  생성된 XForms와 정보를 입력하고 submit하 을 

때 생성되는  XML인스턴스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0)  XForms 와 XML 인스턴스

XForms Renderer별로 처리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성 XForms 코드에도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인 XForms-Generator는 Orbeon사의 Presentation 

Server에서 작동하는 XForms를 생성한다. 이 시스템은 

XML 데이터의 생략부, 선택부를 고려하지 않고, 반복부 처

리를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로 생략

부, 선택부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XForms 

Renderer에 따른 XForms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선택옵션 기

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 표 화된 XForms를 생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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