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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한 웹 스크립트 사용이 속히 증가하고 있다. 요구되는 수요에 비해 웹 스

크립트의 생성  변경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웹 스크립트 자

동 생성기 WebGen은 웹 응용에 필요한 웹 폼들과 이 폼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질의에 해 데이터베

이스와 연동하여 결과를 얻어 제공하는 웹 스크립트들을 자동 생성하는 소 트웨어 도구이다. 

WebGen은 웹 응용 개발자가 제공하는 구성 일(configuration file)에 정의된 내용을 스크립트의 기본 

원형인 내장된 템 릿(template)에 반 하여 5개의 웹 스크립트들(search, select, edit, information, 

action)을 생성한다. action 스크립트를 제외한 나머지 스크립트들은 각각 해당되는 웹 폼을 생성한다. 

따라서 웹 스크립트 생성을 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여 웹 응용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한, 

WebGen은 템 릿 기반이기 때문에 생성된 스크립트들과 WebGen 자체의 유지․보수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다. 

1. 서론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과 각종 웹 기술이 
부시게 발 하고 있다. 재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
자에게 정 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호
작용을 제공하고 입력, 명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웹 응용에 한 수요가 증하고 있다[1]. 이러
한 수요는 비즈니스 분야 뿐 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2].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WebGen은 웹 스크립트 자
동 생성기로서 응용에 필요한 웹 폼들과 이 폼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질의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웹 스크립트들을 생성한다. WebGen은 웹 
응용 개발자가 작성하는 구성 일(configuration 
file)의 내용을 미리 정의된 템 릿(template)에 반
하여 5개의 웹 스크립트들(search, select, edit, 
information, action)을 생성하며 action 스크립트를 
제외한 나머지 스크립트들은 각각 해당되는 폼을 클
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템 릿은 생성될 스크립트
를 한 기본 틀이다. 구성 일에는 생성될 폼들이 
어떤 항목들을 포함할 것인지를 정의한다. 구성 일
과 생성될 웹 스크립트들은 모두 PHP로 작성되며 
WebGen 자체도 PHP로 구 되었다. 따라서 

WebGen은 웹 스크립트 작성을 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여 웹 응용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템 릿을 기반으로 스크립트들을 생성하기 때
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변경되어도 구성 일의 
내용만 수정하여 다시 자동 생성하면 된다. 따라서 
웹 응용의 유지․보수도 용이하다. 
  WebGen의 이  버 인 WebSiteGen1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폼들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
스와 폼들을 연동하는 자바 서블릿을 자동 생성한
다. 자바 서블릿은 웹에서 사용 가능한 응용을 작성
하기 한 자바 방식으로 작은 웹 서버처럼 이용한
다. WebSiteGen1의 다음 버 인 WebSiteGen2[3]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용하여 폼들과 JSP 코드
를 자동 생성한다. 그러나 WebSiteGen1, 2는 모두 
자바로 구 되었고 템 릿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생
성기 자체와 생성된 응용의 유지․보수가 쉽지 않
다. 한, 자바 서블릿과 JSP 언어는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처리하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다. 
상업용 웹 응용 생성기들로는 
CodeChargeStudio3.0[4],  ASP.NET2.0[5] 등이 있
다. 이들 역시 템 릿 기반의 WebGen과 달리, 생성
기의 한 부분을 수정하면 그 효과가 체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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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때문에 버 리가 용이하지 못하다. 한, 
WebGen은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 속도가 빠른 PHP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ASP.NET2.0은 C#, VB.NET
을 사용하며 상 으로 속도가 느리다[6]. 상업용이 
아닌 웹 응용 생성기 에는 템 릿 기반으로 구
된 교육용 커뮤니티 시스템이 있다[7]. 하지만 템
릿이 ASP로 작성되기 때문에 도우 운 체제에서
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반면, PHP로 구

되고 PHP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WebGen은 10여
개의 운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에서 WebGen의 개요를 설명하고 3 에서는 
WebGen구성 일의 작성을 실제 를 가지고 설명
한다. 마지막 인 4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
리한다.

2. WebGen의 개요 
본 에서는 WebGen의 개요를 설명한다. WebGen
은 그림 1과 같이 웹 스크립트들을 생성한다. 구성

일에 생성될 4개의 폼들(search, select, edit, 
information)이 어떤 항목들을 가질 것인지를 정의하
면 WebGen은 내장된 템 릿들을 기반으로 구성
일의 내용을 반 하여 5개의 스크립트들을 생성한
다. 생성된 웹 스크립트들은 4개의 폼들을 생성하고 
이 폼들을 통한 데이터의 검색, 삭제, 삽입, 갱신에 

한 질의를 수행하는 코드를 제공한다. 
  search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search 라
미터를 select 스크립트에 달한다. select 스크립트
는 search 라미터에 만족하는 코드들을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하여 select 폼과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dit 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를 편집한다. 
information 스크립트는 선택된 코드와 일 일, 다

일, 일 다, 다 다 계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한 개의 폼에 제공한다. action 스크립트는 데이터의 
삽입, 삭제, 수정 작업을 실제 수행한다.

(그림 1) 템 릿 기반 WebGen

  action 스크립트를 제외한 스크립트들은 해당 폼
들을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의 웹 라우 에게 제공
한다. 그림 2는 생성된 폼들과 스크립트들 간의 상
호작용을 보인 것이다. 사용자의 search 요구(1)는 
search 스크립트에 달되고 search 스크립트는 
search 폼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2). 사용
자가 search 리미터를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르면 search 라미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하고 
select 스크립트로 이를 보낸다(3,4,5). select 스크립
트는 search 라미터를 만족하는 SELECT 질의를 
실행하고(6) 결과 코드들을 검색한다(7). 검색된 

코드들은 select 폼에 맞게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때 만약 시스템 모드가 갱신(Update)이면 검색된 

코드의 기본키(PK)를 edit 스크립트에게 보낸다
(9). Delete 버튼이 리면 action 스크립트로 라미
터 값(cmd=Delete)이 넘어간다(10). 한, Insert 버
튼이 리면 edit 스크립트로 라미터 값
(cmd=Insert)이 넘어간다(11). edit 스크립트는 라
미터 값(cmd=Update)이 Update일 때 SELECT 질
의를 실행하여(12), 결과 코드들을 검색한다(13). 
검색된 코드들은 edit 폼에 맞게 사용자에게 제공
된다(14).

    

(그림 2) 생성된 웹 스크립트와 폼의 상호작용

  information 스크립트와 폼은 하나의 코드에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action 스크립트는 삽
입, 삭제, 수정 작업을 실제 수행한다. 라미터 값
(cmd)이 Insert일 때 edit 스크립트는 삽입을 한 
폼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15). edit 폼에
서 사용자가 Update 버튼을 르면 edit 스크립트로 

라미터 값(cmd=update)이 넘어간다(16). 이 라
미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하고(17) 없으면 action 
스크립트로 보낸다(18). action 스크립트는 edit 스크
립트에서 받은 라미터 값(cmd=update)을 만족하
는 SELECT 질의를 수행한다(19). information 버튼
이 리면(20) information 스크립트는 코드의 기
본키(PK)를 가지고 SELECT 질의를  수행하고(21) 
결과 코드들을 information 스크립트로 보낸다
(23). 검색된 코드들은 information 폼에 맞게 사
용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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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Gen 구성 일
본 에서는 WebGen을 이용해 덕성여자 학교 정
보공학 학의 재학생  졸업생 리 웹 응용 생성 
과정을 보임으로써 개발자가 작성하는 구성 일을 
설명한다. 그림 3은 정보공학 학에 한 ER 다이
어그램이다.  

       (그림 3) 정보공학 학의 ER 다이어그램

  그림 3에서 학생 엔티티는 닻(anchor) 엔티티이다. 
닻 엔티티란 ER 다이어그램에서 기 이 되는 엔티
티로서 생성될 각 폼과 스크립트는 닻 엔티티를 
심으로 생성된다. 닻 엔티티는 필요에 따라 다른 엔
티티를 지정할 수도 있다. 학생 엔티티와 공 엔티
티는 다 일 계를 가지고, 수업 엔티티와는 다
다 계를 가진다. 회사 엔티티와는 다 다 계이
며, 교수 엔티티와는 다 일 계이다. 구성 일에는 
닻 엔티티가 학생 엔티티임을 지정하고 각 폼의 구
성을 명시하는 $search_fields, $select_fields, 
$search_join_tables, $edit_fields, $info_fields의 
PHP 배열 변수들을 정의한다.

(그림 4) $search_fields

  그림 4는 학생 엔티티를 닻 엔티티로 지정했을 때
의 구성 일 내용  $search_fields의 일부를 보인 
것이다. 첫 번째 열의 컬럼명은 s_id(학번)이며 해당 
테이블명은 student이다. search 폼에서 보여질 때 
학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s_id의 타입은 숫자이
며 search 라미터의 최  크기(maxlen)는 50이고 
텍스트 필드의 크기 한 50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

은 구성 일에서 정의한 컬럼명과 실제 데이터베이
스 테이블의 속성 값이 일치해야 한다. 그림 5는 그
림 4의 $search_fields의 정의에 의해 WebGen이 생
성한 search 폼이다. 구성 일에서 정의한 순서 로 
폼의 필드들이 매핑되어 진다. 

(그림 5) 학생 리 search 폼

즉, 구성 일에 무엇에 한 것만 정의하면 각 필드
들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지에 한 코드
가 WebGen에 의해 자동 생성된다. search 폼의 필
드 에서 하나 이상의 필드에 값을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르면 질의가 발생하여 조건에 맞는 
학생들의 리스트가 select 폼으로 제공된다. 필드에 
값을 입력하지 않고 Search 버튼을 르면 모든 학
생의 리스트가 제공된다.

(그림 6) 학생 리 information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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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의 information 폼은 세 개의 블록으로 구
성된다. 첫 번째 블록은 주 블록(main block)으로서 
닻 엔티티인 학생 자신과 다 일 계인 공 엔티
티와 교수 엔티티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블록은 닻 엔티티와 다 다 계인 수업 엔티티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 번째 블록은 닻 엔티티와 
다 다 계인 회사 엔티티에 한 정보를 제공한
다. 즉, 두 번째 블록인 수업에는 검색한 학생이 들
었던 수업과 학  리스트가 제공되고, 세 번째 블록
인 회사에는 검색한 학생이 졸업생일 경우 취업한 
회사에 한 정보가 제공된다. ER 다이어그램에서 
닻 엔티티와 다 다, 일 다 계인 엔티티들의 수
에 따라 information 폼에 나타나는 블록 수가 정해
진다.

(그림 7) $info_fields

  그림 7의 $info_fields는 그림 6의 폼을 생성하기 
해 역시 세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 $info_fields

의 첫 번째 블록에는 닻 엔티티와 일 일 계에 있
는 엔티티, 다 일 계에 있는 엔티티에 해당하는 
필드를 정의한다. 즉, 일 일 계인 학생 개인 정보
에 해당하는 s_id(학번), s_name(이름) 등을 정의한
다. 한, 다 일의 계는 일 일 계에 조인(join)
을 시켜 나타낸다. 학생 엔티티와 공 엔티티, 교수 
엔티티는 다 일의 계이기 때문에 joined_tables를 
통해 명시된다. 그림 6의 공 필드와 지도교수 필

드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블록은 학
생 엔티티와 각각 다 다 계에 있는 수업 엔티티
와 회사 엔티티에 한 정보이다.  선언한 배열들이 
그림 6에서 각 블록의 가로 항목으로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재 e-비지니스, 교육 등에서 웹 데이터베이스 응

용에 한 수요가 증하고 있다. 한, 한번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함에 따라 응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 하다. WebGen은 웹 응용 자동 
생성 도구로서 웹 응용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증하
는 웹 응용 로그램에 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다. 즉, 로그래머가 직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웹 
응용 개발자가 구성 일만 정의하면 WebGen이 자
동으로 웹 스크립트와 폼들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개
발에 드는 시간을 히 일 수 있다. 한, 
WebGen은 5개의 스크립트들(search, select, edit, 
action, info)을 자동 생성하는데 각 스크립트는 그 
스크립트의 기본 원형인 템 릿을 기반으로 웹 응용 
개발자가 제공하는 구성 일의 내용을 반 하게 된
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변경되어도 웹 
응용 개발자는 그 변경 사항을 구성 일에 기술하기
만 하면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하는 새로운 
스크립트들을 즉시 얻을 수 있다. WebGen은 템
릿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템 릿끼리는 주고받는 
라미터 외에는 독립 이기 때문에 한 템 릿의 갱신
이 다른 템 릿에 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WebGen 자체의 유지․보수도 효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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