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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

요  약

본 논문에서는 XML에 기반한 EDI 자문서를 처리하기 한 시스템에 한 것이다. XML에 기반한 EDI 자문

서로 변환 시에 스크립트 일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를 읽고 쓸 때 바이 리 형식의 자문서 처리기인 문서 스캐

와 매퍼를 설계  구  하 다. 한, 그래픽 으로 자문서간의 변환 룰을 정의하는 매핑 툴을 설계  구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XML에 기반한 EDI 자문서 처리 시스템은 XML 특성이 갖는 장 을 가

지며 기존 EDI 자문서 처리 시스템에 비해 속도 개선  사용의 편의성, 시스템에 한 이식성 등이 뛰어나 B2B 

게이트웨이 시스템으로 리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system to process XML-based EDI e-document. This system does not use the script file when translating EDI  

e-document into the XML-based EDI-document. We design and implement the scanner and mapper which are the e-document processors with 

binary format used when   reading and writing the documents. Also, we design and implement the mapping tools that graphically define the 

translation rules among e-documents. Therefore, the proposed XML-based EDI e-document processing system has characteristics advantages 

of XML and more benefits than the previous EDI e-document processing system such as faster speed, convenience, and better adaptability.  

Due to these advantages, this system will be widely used as the B2B gatew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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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에 다양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자

문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

근 들어 웹에 기반한 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

터넷의 발 에 따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에 기반한 EDI 자문서 처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한, 많은 EDI 자문서 처리 시 다양한 매핑(mapping)

이 요구되므로 이를 한 그래픽 인 툴이 요구되고 있

다[1-4].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설계  

구 하는데 연구의 목 을 갖는다. 첫째, XML에 기반한 

EDI 자문서를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Flat File로의 변

환과 Flat File을 XML에 기반한 EDI 자문서로 변환하

는 모듈 구 이다. 이때, 기존의 인터 리터 방식을 바이

리 방식으로 변경하고, 문서를 변환하기 한 스크립

트 방식을 벗어나 C 언어 방식을 도입하여 근성을 보

다 유연하게 하 다[5]. 둘째로는, 웹에 기반한 B2B 게이

트웨이(gateway) 리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이다. 셋째

는 변환 시 룰(rule) 생성을 자동화 하기 한 매핑 툴을 

구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Ⅱ. 기존 연구  요구사항 분석

2.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는 정형화된 일정한 표  양식과 코드체계를 이

용하여 기업 간 는 공공기  사이에 서로 합의한 데이

터 형식  통신표 에 따라 컴퓨터 간에 교환하기 한 

문서 표 이다. EDI 표 은 지역과 목 에 따라 여러 가

지가 있지만 UN에서 제정한 UN/EDIFACT는 EDI의 표

인 문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제 으로 인정받고 

있다[6].

2.2. 기존 EDI 문서 처리 시스템

기존 EDI 문서 처리 방식[5]은 문서 처리기가 문서를 

스캔하기 한 스캔 스크립트 일을 이용하여 EDI 문

서 정보를 사용자 정의 일인 Flat File 매핑 스크립트 

일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규칙 로 Flat 

File로 매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스크립트를 읽고 사

용하기 한 차와 EDI 문서나 Flat File을 읽는 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문서를 읽어 들이는 부하

를 일 수 없었다. 그리고, 문서를 읽어 문서 안에 있던 

데이터를 메모리에 재하게 된다. 메모리에 재된 정

보는 문서를 처리하는 도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순간

으로 메모리에 재되었던 정보가 유실되어 장애상

황이 종료 되더라도 문서의 무결성에 해 보장 할 수 

없었다. 

2.3.  기존  EDI 자문서 처리 시스템 분석

1) XML 기반 EDI 자문서 처리 방법

기존 EDI 자문서 처리에 한 연구는 주로 EDI 표

 문서와 Flat File 형식간의 변환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XML에 기반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한, 처리 방식에서 자문서 처리가 자문서를 스

캔하기 한 스캔 스크립트 일을 이용하여 EDI 자

문서 정보를 메모리에 재 한 후 사용자 정의 일인 

Flat File 매핑 스크립트 일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규칙 로 메모리에 재된 정보를 Flat File로 매

핑하는 방식 이었다. 이는 스크립트를 읽고 사용하기 

한 차와 EDI 자문서나 Flat File을 읽는 차를 거쳐

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문서를 읽어 들이는 부하를 

일 수 없었다[7]. 

2) B2B 게이트웨이 리 시스템

기존의 B2B 게이트웨이 리 시스템이 응용 로그

램 기반으로 리되고 있다. 따라서, 범용성이 떨어져 이

식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최근들어 인터넷

의 발 에 힘입어 웹에 기반하여 리하기를 원하는 사

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3) 룰 생성을 한 매핑 툴

많은 EDI 자 문서간의 변환을 해서는 매핑 룰을 

생성해야 한다. 지 까지는 부분 수작업으로 리자

가 작성하 다. 이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오류 

한 많은 것이 실이다. 

2.4. 요구사항

의 분석에 따라 EDI 자문서 처리에서 XML에 기

반 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한, 효율성을 보장하기 하

여 기존의 스크립트를 이용한 처리 방식이 아닌 바이

리 형식의 처리를 요구한다. 그리고, B2B 게이트웨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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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리를 웹 기반에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이 요구되며, 한, 다양한 문서 변환 시 수작업으로 이

루어지는 매핑 룰을 자동으로 그래픽 으로 생성할 수 

있는 매핑 툴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XML에 기반한 EDI 시스템을 설

계  구 하 다.

Ⅲ. EDI 문서 처리 시스템 설계

XML 기반 EDI 자문서 처리 시스템은 XML EDI 

자문서의 사용자인 교역 트 가 이들이 사용하는 

XML EDI 자문서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문서 

처리 시스템이 자문서를 변환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게 된다. 사용자에게서 XML EDI 자문서를 달

받게 되면 처리시스템은 자문서에 기록된 송수신 정

보와 교역 트  정보를 추출하게 되며, 문서의 매핑 

차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Flat File로 자문서를 

변환하게 된다. 이때 참조하는 정보로는 교역 트 의 

정보와 교역 트 가 자문서를 송수신 하는 정보, 

EDI 표  정보와 매핑에 련한 규칙이 정해진 매퍼를 

만들기 한 리 과정을 통하여 EDI to Flat File 는 

Flat File to EDI 자문서로 변환, XML to Flat File 는 

Flat File to XML 자 문서로 변환하게 되는 것 이다.

그림 1. XML 기반 EDI 문서 처리 시스템 구조
Fig. 1 Based on XML EDI Document Processing 

System Architecture

변환이 완료된 자문서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송

되며, 자문서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모듈로는 FTP, 

SMTP, MQ를 지원하여 교역 트 에게 자문서를 수

신하거나 송신 하도록 하고 있다. 한, 다양한 문서 변

환에 한 룰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매핑 툴이 있으며, 

웹 상에서 리 할 수 있도록 웹 기반 리 시스템을 갖

도록 하고 있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설계한 XML에 기

반한 EDI 문서 처리 시스템에 한 구성도이다.

3.1. XML 기반 EDI 문서 처리 시스템의 모듈 구성

XML 기반 EDI 자문서 변환 처리 시스템은 XML 

EDI 자문서를 변환하기 한 서버와 문서를 송수신 

모듈, EDI 자문서를 변환할 수 있는 엔진, 운  리를 

한 클라이언트 모듈이 있다. 그림 2에 이에 한 내용

을 보인다. 

그림 2. 자문서 처리 시스템 모듈 구성
Fig. 2 e-Document Processing System Modules

3.2.  XML to Flat File 변환 로그램 설계

XML to Flat File 변환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이는, 

XML 문서를 입력하고, 입력된 XML 문서를 스캔하고 

변환을 수행한다. 이때 문서를 변환하기 한 TP 정보, 

서비스 약정정보 등을 통해 변환을 한 여러 조건을 참

조한다. Flat File로 변환하기 한 매핑 정보가 있는 매펴

를 참조하고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매핑하여 장한다. 

XML 문서를 Flat File로의 변환에 한 유스 이스를 그

림 4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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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XML to Flat File 변환 과정
Fig. 3 XML to Flat File Conversion Process

그림 4. XML to Flat File 변환 유스 이스
Fig. 4 XML to Flat File Conversion Usecase

3.3.  Flat File to XML 변환 로그램 설계

이 변환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Flat File 을 입력받고, 

변환할 Flat File을 스캔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Flat 

File을 변환하기 해 TP정보, 서비스 약정 정보 등을 

참조하여 스캔  변환 방법을 추출하고 스캐 를 호출

하여 비즈니스 데이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비즈니스 

데이터는 매퍼에 용되어 XML/BIZ 일로 장되며, 

매퍼가 XML 일이 아닌 비즈 일로 변환을 시도한 

경우 엔진의 최 화 처리부를 통해 XML 일로 변환

한다.

그림 5. Flat File to XML 변환 과정
Fig. 5 Flat File to XML Conversion Process

3.4.  매핑 툴

EDI 문서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EDI 자 문

서간의 변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변환을 해 룰을 수

작업으로 정의하기 해서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

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환 문서간의 룰 생성을 

해 그래픽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핑 툴을 설계  구

하 다. 이를 한 매핑 툴에 한 TreeNode 데이터 클

래스 구조를 그림 6에 보인다.  

그림 6. 매핑 툴에 한 클래스 구조
Fig. 6 Class Structure for Mapping Tool

Ⅳ. XML 기반 EDI 문서 처리 시스템 구

개발 시스템 구성은 그림 7과 같다. 시스템은 C언어

와 Visual C++로 개발하 으며, 특히 XML 기반 EDI 

자문서 처리 시스템 코어 부분은 Windows와 Linux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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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하도록 크로스 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

하 다. 그리고, 시스템 운 을 해 설계한 데이터베이

스는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시스템 운 을 

유연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7. 개발 시스템 구조
Fig. 7 Structure of Development System

그림 8. XML 수신 처리 화면
Fig. 8 Screen of XML Receive Processing 

그림 9. 입력 XML 문서
Fig. 9 Input XML Document

그림 10. XML 비즈니스 데이터
Fig. 10 XML Business Data

XML 수신처리 화면, 입력되는 XML 문서, 입력된  

XML 문서에 해 xmlscanner에 의해 XML 비즈니스 데

이터로 변환된 화면을 각각, 그림 8, 9, 10에 보인다. 

웹 기반 리 시스템 화면은 그림 11과 같이 약정 정

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  데이터 입력과 수정이 웹에 

기반하여 리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하면 시스템 근이 가능하여 근성이 기존 응

용 로그램으로 리하는 것보다 수월하다고 단된

다. 한, 그림 12와 같이 매핑 룰을 정의할 때 수작업

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픽 으로 룰을 정의하여 룰 생

성이 자동 으로 이루어져 많은 문서간의 변환 룰 생

성이 용이하다.

그림 11.  웹에 기반 한 리 시스템
Fig. 11 Based on Web Management System

그림 12. 매핑 툴 화면
Fig. 12 Screen of Mapp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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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결론

본 논문에서는 XML에 기반한 EDI 자문서 처리 시

스템을 설계  구 하 으며, 처리 방식에서도 기존의 

스크립트 방식이 아닌 바이 리 방식으로 문서를 스캔

과 매핑하는 것을 제안하 다. 한, 언제 어디서든 근

성을 용이하게 하기 해 웹 기반 리 시스템을 제안하

여 웹 상에서 EDI 시스템을 리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다양한 EDI 문서들 간의 변환 룰을 생성하기 해 그래

픽 인 변환 툴을 제공하여 쉽게 룰을 생성할 수 있으며 

자동 으로 규칙을 검사하여 룰의 검증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XML에 기반한 EDI 자문서 

처리 시스템은 Linux와 Windows를 모두 호환하기 때문

에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이식이 가능하여 기존의 EDI 

자문서 처리 시스템보다는 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확장성 있는 시스템에 한 연구

와 GUI를 이용한 스캐 와 매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이 논문은 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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