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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와 XML
자바사이트에 웬 XML이냐고 물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강좌를 읽
으면서 자바와 XML의 깊은 유대성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XML의 초
창기에 Sun Microsystem의 jon Bosak은 XML이 JAVA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XML은 기본적으로 파서
차원에서 네트웍과 유니코드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자바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자바로 만
들어진 파서가 가장 많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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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란?
SGML을 간단하게 한 버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TML과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hello 라는 말을 웹 페이지에 보이고 싶다면 다음처럼 쓸 것이다.
<h1> < font = bold> Hello!! </font></h1>
그런데 XML이라면
< greeting> Hello !! < /greeting>
이라고 쓸 수 있다. 차이를 느끼는가?
HTML의 경우 화면에 글자를 보이게만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래서 컴퓨터의 경
우 Hello! 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의 배열로 인식되겠지만 XML에서는 Hello! 라는 말에 대
한 정보를 태그로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을 것이다. 컴퓨터가 그걸 왜 인지해야 하는 거지? 무슨 필요야??
하지만 컴퓨터가 Data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우리는 Data처리를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다.

XML의 특징
1) 확장성
이것은 태그의 확장을 의미한다. 앞서도 보았듯이 나는 Hello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
greeting> 이라는 태그를 내 맘대로 지어 썼다. 이렇게 사용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태그를
정해 쓸 수 있다. (물론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DTD가 필요하다)
반면에 HTML의 경우 우리는 제한된 태그만을 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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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성
XML의 또 다른 장점은 data에 구조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book>
<title> Java Bible </title>
<publish> yung jin </publish>
<year> 1999</year>
<price>30000 </price>
</book>
XML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의미가 담긴 태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 구조를 저장하
고 있다. 이렇게 book 라는 태그에 title, publish,year,price라는 구조가 포함된 것이다.
3)유 효성
앞에서 XML문서는 태그를 임의로 지어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전에 프로그램에서
마치 변수 선언부처럼 문서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는DTD(Document Type Definition)
가 필요하다.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DTD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자.
<?xml version=”1.0”?>
<!DOCTYPE book [
<!ELEMENT book ( title, publisher, year, price)>
<!ELEMENT title (#PCDATA)>
<!ELEMENT publish (#PCDATA)>
<!ELEMENT year (#PCDATA)>
<!ELEMENT price (#PCDATA)>
]>
<book>
<title> Java Bible </title>
<publish> yung jin </publish>
<year> 1999</year>
<price>30000 </price>
</book>
DTD는 위의 프로그램처럼 XML문서에 직접 붙여서 연결할 수도 있고 따로 외부의 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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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을 만들어서 XML문서와 연결하기도 한다. 연결시에는
<!DOCTYPE doctype SYSTEM “book.dtd”>
을 써주어야 한다.
그럼 이제는 위의 DTD를 살펴보자.
DTD는 <!DOCTYPE> 태그에 끼워 넣어져 있다. XML문서의 각 요소들이 DTD에 나와 있
고 첫번째 요소인 book 에는 title, publisher, year, price 순서를 태그를 포함하고 있다. 만
일 아래 XML Document Instance 부분에서 year 라는 항목을 빼먹으면 파서는 DTD 의 이
부분에 근거해서 파싱시 이 문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게 되는 것이다. 두번
째 이후 부터는 <!ELEMENT>태그에 처음에서 정의한 title, publisher, year, price 각각의
요소가 정의된다. 여기서 #PCDATA 라는 말은 파싱된 문자 데이터(Parsed Character Data
)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이들이 텍스트를 포함한다는 뜻의 XML표현 방식이다.
IE5에서 보려면??
Internet Explorer 5에서 XML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XML문서를 저장(book.xml)하고 이를
Explorer에서 불러오면 된다. DTD에서 정의한 구조를 XML문서가 따른다면 다음과 같
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error message가 뜬다.

자바로 하는 Parsing
먼저 파서 (Parser) 이란??
Parser란 말은 개발자에게는 익숙한 말일 것이다. 파서는 컴파일러에게 들어온 문서나
소스코드가 규정된 문법에 맞게 쓰여졌는지 검사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XML파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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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문서가 규정된 XML스펙에 맞게 씌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주요 업체들이 자바기반의 파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자바기반의 XML파서
?? IBM XML 파서 for 자바2.0 (http://alphaworks.ibm.com/tech/xml/)
?? 썬 프로젝트 X 테크놀로지 Realease 2 (http://java.sun.com/xml/)
?? DataChannel XJParser(http://xdev.datachannel.com/downloads/xjparser/)
?? 오라클 XML 파서 for 자바 2 (http://technet.oracle.com/tech/xml/)
이제 자바기반의 파서를 이용해 직접 XML문서를 파싱해 보자.
먼저 1.1버전이상의 JDK를 설치 해야하고 위의 파서들 중 썬사의 파서를 이용할 것이므
로
?? http://developer.java.sun.com/developer/earlyAccess/xml/index.html
에서 등록을 하고 XML parser 1.0을 다운받는다.
그리고 설치를 끝낸후 parser.jar 파일과 jaxp.jar파일을 classpath에 잡아둔다.
Working Directory - C:\jdk1.3\
Class Path - C:\Program Files\JavaSoft \Jaxp1.0.1\jaxp.jar;C:\Program
Files\JavaSoft\Jaxp1.0.1\parser.jar;C:\PACKAGE;C:\JDK1.3\LIB\TOOLS.JAR
;C:\LANG\KAWA3.51\KAWACLASSES.ZIP;C:\JSDK2.1 \SERVER.JAR;C:\JSD
K2.1\SERVLET.JAR;C:\JDK1.3\JRE\LIB\RT.JAR;.;c:\jdk1.3\jre\lib\i18n.jar
다음과 같은 SimpleParser프로그램을 만든다 .
import java.io.File;
import com.sun.xml.parser.Resolver;
import com.sun.xml.tree.XmlDocument;
import org.xml.sax.InputSource;
import org.xml.sax.SAXException;
import org.xml.sax.SAXParseException;
public class Simpleparser
{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v [])
{
Input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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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Document

doc;

if (argv.length != 1)
{
System.err.println("Usage: java Simpleparser [filename]");
System.exit (1);
}
try
{
input = Resolver.createInputSource (new File(argv [0]));
doc = XmlDocument.createXmlDocument (input, false);
doc.getDocumentElement ().normalize ();
doc.write (System.out);
}
catch (SAXParseException err)
{
System.out.println ("** Parsing error" + ", line " +
err.getLineNumber () +
", uri " + err.getSystemId ());
System.out.println(" " +

err.getMessage ());

}
catch (SAX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catch (Throwable t)
{
t.printStackTrace();
}
}
}
위의 프로그램을 컴파일하여 클래스 파일을 만든다.
javac Simplseparser.java
다음은 위의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파일할 XML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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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version="1.0"?>
<pizza>
<topping extracheese="yes">Pepperoni</topping>
<price>12.99</price>
<size>large</size>
</pizza>
이를 pizza.xml로 저장해두고 실행 시켜보자.
java Simplepaser pizza.xml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pizza>
<topping extracheese="yes">Pepperoni</topping>
<price>12.99</price>
<size>large</size>
</pizza>
흠.. 바뀐게 없는데?? 하고 실망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파서는 많은 일
을 수행했다. 믿기지 않는다면 XML코드를 price를 prices 로 고쳐보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error Message가 뜰 것이다.
** Parsing error, line 4, uri file:/C:/jdk1.3/pizza.xml
Next character must be ">" terminating element "price".
재미있지 않은가??? ^^;

SAX & DOM
XML파서는 애플리케이션에게 어떤 방법으로 든지 파싱한 결과를 넘겨줘야 하는데, 보
통은 트리(Tree)기반의 파서와 이벤트(Event)기반의 파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양쪽 모두 전세계적 표준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W3C에서는 DOM이란 스펙을
제안한 상태로 파서가 트리 기반으로 작동할 때 제공돼야 할 트리의 인터페이스를 규정
하고 있고, W3C의 표준은 아니나 이벤트 기반의 파서와 작업할 수 있는 업계 표준으로 S
AX라는 표준이 제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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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X (Simple API for XML) – 이벤트 지향 모델
줄 단위로 XML문서를 읽어 읽은 줄의 정보를 포함하는 이벤트 발생시켜 APPLICATON
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Start Document

Start Document()

이벤트
Start Element 이벤트
Start Element()
XML 문서

Parser

2) DOM (Document Object Model) – 객 체 지 향 모 델
파서가 모든 이벤트들을 잡아서 그 결과를 메모리상에 트리 형태로 만들고 APPLICATI
ON 이 이 결과를 이용하도록 한다.

루트요소

이름

자식요소

l
a
FIRST

LAST

트리 기반이든 이벤트 기반이든 애플리케이션에게 넘겨주는 결과는 같다. 그러나 애플
리 케이션의 입장에서는 이벤트기반 파서가 보다 폭넓은 유용성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트리기반 파서는 문서의 크기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 전체에 대한 트리를 구
축하는데 만일 애플리케이션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대상 문서의 극히 일부분이라면 메
모리 낭비와 필요한 노드를 찾기 위한 불필요한 프로세싱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XML과 JSP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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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과 JSP는 요즘 업계의 뜨고 있는 언어이다 . 이 둘을 사용해서 다이나믹한 웹사이트
를 만들 수 있는데 XML파일을 웹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하고 JSP파일로 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다.
1. XML vs 관계형 DB
그러면 왜 DB를 사용하지 않고 XM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
질 수 있다. DB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새로 DB를 설치해야하고 DB관리자의 지원을 받아
야 한다. 또한 SQL문도 따로 공부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XML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면 추가로 서버가 필요없고 SQL문과 복잡한 DB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순히 에디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XML파일은 백업하기도 쉽고 친구와 데이터
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2. XML과 JSP
다음과 같은 XML문서가 있다고 하자.
<picture>
<title>Alex On The Beach</title>
<date>1999-08-08</date>
<caption>Trying in vain to get a tan</caption>
<image>
<src>alex -beach.jpg</src>
<width>340</width>
<height>200</height>
</image>
<thumbnails>
<image>
<src>alex-beach-sm.jpg</src>
<width>72</width>
<height>72</height>
</image>
<image>
<src>alex-beach-med.jpg</src>
<width>150</width>
<height>99</height>
</image>
</thumbnails>
</picture>
위의 문서는 3가지의 사진 (small,medium,large)과 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XML의 데이터를 JSP파일로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DOM : XML파일을 파싱하는 DOM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사용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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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L : XML을 HTML로 바꾸어주는 XSL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Xpath : 경로 이름으로 XML파일에 데이터의 위치를 알아내는 Resin과 같은 Xpath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DOM을 사용해 XML의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다.
먼저 위의 XML파일을 DOM 파서를 이용해 DOM의 트리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Document Node
--> Element Node "picture"
--> Text Node "\n " (whitespace)
--> Element Node "title"
--> Text Node "Alex On The Beach"
--> Element Node "date"
--> ... etc.

Document
Element
Element “title”

Text “\n”

Element “date”

Text “Alex On The Beach”
Element는 태그안의 속성이고 Text는 태그사이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데이터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 Text Node "\n " (whitespace)
이렇게 빈 공백까지 text 노드로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DOM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DOM API이다.
예를 들어보면 DOMUtil 클래스를 사용해서 root(picture) eleme nt의 자식요소인 title의
text content를 얻기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Document doc = DOMUtils.xml4jParse(picturefile);
Element nodeRoot = doc.getDocumentElement();
Node nodeTitle = DOMUtils.getChild(nodeRoot, "title");
String title = (nodeTitle == null)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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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Utils.getTextValue(nodeTitle);
그 서브 클래스의 image를 얻기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Node nodeImage = DOMUtils.getChild(nodeRoot, "image");
Node nodeSrc = DOMUtils.getChild(nodeImage, "src");
String src = DOMUtils.getTextValue (nodeSrc);
위에 한 것처럼 width와 height등도 추출해서 다음과 같은 JSP 파일이 만들어지면 출력을
할 수 있다.
<table bgcolor="#FFFFFF"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5">
<tr>
<td align="center" valign="center">
<img src="<%=src%>" width="<%=width%>" height="<%=height%>"
border="0" alt="<%=src%>"></td>
</tr>
</table>

자바와 XML의 미래
1. Portable Data

vs Portable Code

Java는 Portable하다. 즉, Unicode를 사용함으로써 Machine, 나라 및 OS에 대해 독립적이
므로 XML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과의 공통점이다. 이는 XML과 Java의 결합을 보다 의미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XML-Dev mailing list는 SAX(Simple API for XML)
를 기반으로 JAVA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다. SAX는 이벤트 기반의 파서와 작업할
수 있는 업계 표준으로 JAVA 테크놀로지 인터페이스이다. 모든 주요한 자바기반의 파
서들은 지금 SAX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Java는 인터넷환경에서 가장 사용하기에 적합
하게끔 이루어져 있어 XML의 사용 기반 환경을 구축하는데 이상적이다. 즉, XML과 Jav
a의 결합은 portable한 데이터인 XML 데이터와 portable한 code인 Java code의 결합으로
인터넷환경에서의 기본 인프라로 사용 가능하다.

2. Object Oriented
XML의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 특성을 살리면서 Document, Element, Attribute 단위의 조
작을 통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XML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자료구조화 하여야 하는데, 이는 객체 지향적인 자료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알맞다. 그래서 W3C같은 곳에서도 이 자료구조를 DOM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객체로
모델링을 하였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Parser는 DOM을 이용하여
Java로 구성되어 있는것도 Java와 XML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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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XML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원한다면 다음 책을 추천한다.
Professional XML APPLICATION ( wrox 정보문화사) : 이 책은 XML기초부터 고급의내
용까지 상세하게 기술된 책으로 XML을 깊이 마스터하려 한다면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소 베스트서적으로 꼽힌 책이기도 하다. ^^;
Java Server Programming (wrox 정보문화사) : 앞의 책과는 달리 XML이외의 여러 자바관
련 분야까지 수록되어 있다. XML에 대해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소개한 책이다.

사이트소개
http://www.xml.com , http://www.oasis -open.org/cover/
일반적인 XML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이트로 새로운 뉴스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
문에 수시로 가볼 만 하다.
http://www.javaworld.com/javaworld/jw-03-2000/jw-0331-ssj-jspxml_p.html
http://www.enhydra.org/
자바로 작성된 XML서버가 공개되어 있는 곳이다. 물론 XML에 대한 풍부한 자료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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