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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6 - XML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는 XML 의 API 를 사용하는 어떤 툴이나 프로그램으

로부터에서도 읽어들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텍스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술해 표현 하는 

언어입니다. 프로그램이나 툴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툴로부터도 읽어들일 수 있는 XML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기업이나 부서에서도 각각의 요구에 맞은 형태로 데이타를 뽑아 사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의 생성에 XML 를 사용하는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XML 를 HTML 

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리포트를 Web 로부터도 열람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툴을 추가시켜 XML 의 데이터로부터 회사의 주주전용의 소책자

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요구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XML 의 데이터로부터 마케팅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XML을 이용하면 하

나의 데이터에 대해 복수의 요구가 있을 때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가지 툴이나 프

로그램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유연성

과 효율적인 기능은  XML 의 태그나 XML 의 schema로서 알려진 DTD (Document Type 

Definitions：문서형태 정의 ) 그리고 XML 의 API 에 의해 제공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지금까지의 Lesson 를 확장해 JavaBean 클래스가 XML 의 API 를 사용하여  

XML의 태그로 구성된 간단한 리포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텍스트의 마킹 및 핸들링 

XML를 사용하면 텍스트 데이터에 포함되는 데이터에 태그로 마킹을 해줌에 따라 다른 

요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짧은 기사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텍스트 파

일에서는  타이틀, 저자, 대표제, 부표제, 항목 일람, 기사의 본문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XML 의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XML 의 태그로 마킹하고 나서 그 데이

터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DTD 나 XSL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파일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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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SL 를 사용하면  XML 를 HTML 에 맵핑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itle 이

라는 이름의 XML 태그를 정의해, 그 태그를 HTML 의 H1 태그에 맵핑 하는 X

SL 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o XML 의 schema로 알려진 DTD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XML 파일의 구

조나 데이터의 포맷이 적절한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rticle 이라고 

하는 XML 문서에는 title 태그가 하나 포함되어야 되지만 하나도 없거나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title 태그 하위에 다른 노드가 추가되지 않아야 할 경우 DTD

를 이용하여 이 에러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XML 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단지 well-formed XML 문서를 체크할 수가 있

지만 XSL 이나 DTD 에 대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태그로 마킹된 데이터를 한층 지능적

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DTD에서는 article XML 문서내에 하나의 title 태

크만을 허용하는데 비해, article 에 두개의 title 태그가 포함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은 에

러를 발생시킵니다. XML 문서를 DTD 에 대조해 체크하는 것 를 검증(ve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XML 를 사용하는 이점의 하나는 태그부와 스타일 시트, DTD 가 분리되어 있는 점입니

다. 이것은 하나의 XML 문서에 대해 여러가지 스타일 시트나 DTD 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스타일 시트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서가 어떻게 사용

될 것인가에 따라 출력을 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XML 에 관한 기

사가 있으면 각 Web 사이트를 위한 각각의 스타일 시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의 사이트에 적절한 형태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JavaBean 클래스의 변경 

본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XML 문서를 생성 하기 위한 genXML 메소드를 JBonusBean 

클래스에 추가합니다. 이 파일을 출력 하기 위한 코드는 XML 문서의 태그와 구조를 설

명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 xml version="1. 0"? > 
<report>  
     <bonusCalc ssnum="777777777" bonusAmt="300. 0" /> 
</report>  

XML Prolog 

첫째 줄의 <? xml version="1. 0"? > 는 XML 선언(Prolog)이라고 합니다. XML 선언은 필

수가 아니지만, XML 파일은 항상 그 문서가 XML 파일인 것을 선언하는 XML 선언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XML 선언에는 버젼 정보, encode 방식에 관한 정보 , 

스탠드얼론(Standalone)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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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ncode 방식에 관한 정보 : XML 문서로 사용되고 있는 문자 집합을 지정합니

다. Unicode 를 지정하기에는 <? xml version="1. 0" encoding="UTF-8"? > , 

서구의 언어와 영어를 지정하기에는 <? xml version="1. 0" encoding="ISO-8

859-1"? > 라고 지정합니다.  

o 스텐스탠드얼론(Standalone) 정보 : XML 문서가 다른 파일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XML 문서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HTML 로 유

저에게 표시할 때 스타일을 사용할지도 모르고, 태크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 D

TD 에 의지할지도 모릅니다.  

Document Root 

<report> 태그는, 파일중에서 처음 나타난다 XML 의 태그입니다. 이것은 최상위의 레벨

의 XML 태그이고, 문서의 데이터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 태그는 루트라고도 불립니다. 

XML 의 태그는 대응하는 종료 태그를 가지기 때문에 문서가 끝에는 대응하는 </report> 

태그가 있습니다.  

XML 의 태그는 임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에서는, 이 XML 파일이 보너

스의 리포트인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report 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root>, <b

egin> 같은 이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나 DTD 에서는 태그의 이름을 기초

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의미를 가집니다.  

Child Nodes 

<bonusCalc> 태그는 보너스 계산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태그는 루트에 추가되어 있는 

Child 노드입니다. 이 태그는, ID 넘버와 보너스를 지정하기 위한 속성(attribute)을 가지

고 있습니다 (ssnum 와 bonusAmt). DTD 를 정의하여 bonusCalc 태그가 ssnum과 

bonusAmt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DTD 를 정의 할 경

때 그러한 속성이 없거나 잘못된 곳에 있는 경우 프로그램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bonusCalc ssnum="777777777" bonusAmt="300. 0"/>  

그 외의 XML 태그  

데이터를 태그 마킹할때는 몇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샘플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

지 않는 빈 태그를 사용해 단지 속성만을 사용하여 데이타를 갖게하고 있기 때문에 태그

는 바로 slash (/)로 종료하고 있습니다. 또는 XML 태그 쌍으로 둘러 싸인 공간에 데이터

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XML 파서는 well-formed 태그라고 불리는 데이터로 둘러 싸인 데

이터를  체크합니다. well-formed 태그는 아래와 같은 샘플과 같이 시작 태그로부터 시작

되어, 종료 태그로 종료합니다.  

 

빈 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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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Calc ssnum="777777777" bonusAmt="300. 0" />  

 

well -formed 태그: 

 
<bonusCalc>  
     <ssnum>"777777777"</ssnum>  
     <bonusAmt>300. 0</bonusAmt>  
</bonusCalc>  
 

XML 의 커멘트 태그는 HTML 의 커멘트 태그와 같은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 -- Bonus Report --> 
<bonusCalc ssnum="777777777" bonusAmt="300. 0" />  
 

처리 명령(Processing Instructions)은 XML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명령이나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리 명령은 <? target instruction ? >와 같은 형식을 취하

고 target 에는 처리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 instructions 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처리 하기 위한 정보나 커멘드가 들어갑니다. XML 선언도 처리 명령의 하나입니다. xml 

이라는 하는 타겟명은 XML 의 스펙으로 예약되어 있기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 xml version="1. 0"? > 
 

처리 명령을 사용해, 프레젠테이션을 임원전용의 버젼과 기술자전용의 버젼으로 나누

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JavaBean 코드 

본장으로 사용하는 JBonusBean 클래스는 XML 문서를 작성하고  에러를 처리해 브라

우저에 출력 하기 위해서 import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프로그램을 간

단하게 하기 위해서 XML 파일을 브라우저에만 출력하도록 합니다. XML 의 출력은 파

일에 출력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Web 브라우저로 Java Plug-In 를 사용 할 수 있도

록 하고 JavaBean 의 코드가 파일에 기입할 수 있도록 Signed Applet 설정을 해줘야만 합

니다. 

본장으로 사용하는 XML 문서를 생성위해서 ElementNode 와 XmlDocument를 import해

줘야 합니다. 또한 XML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출력 하기 위해서 StringWriter 클래스와 

IOException 클래스도 필요합니다.  

 
import javax.naming. *;  
import javax.rmi.PortableRemoteObject; 
import Beans. *;  
import java.io.String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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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java.io.IOException; 
import com.sun.xml.tree.ElementNode; 

import com.sun.xml.tree.XmlDocument; 
 

이번 버전의 JbonusBean에서는 인스턴스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getBonusAmt 메소드와 getXML 메소드는 Session bean 의 리모트 인터페이스인 

theCalculation을 엑세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getXML은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 있는 모

든 레코드를 XML로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억세스 해야 되고 따라서 Session 

Bean의 getRecord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Calc theCalculation 

 

JbonusBean의 genXML 메소드는 strMult이 null이 아닌 경우에 getBonusAmt 메소드

의 처리 종료 후에 호출 갑니다. 이 메소드는 우선 XmlDocument 오브젝트와 그 루트 노

드를 작성해 루트 노드를 XML 문서에 추가합니다. 루트 노드는 문서의 계층의 최상위의 

노드이고, 처리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private void genXML(){  
       Bonus records = null;  
//Create XML document  
       XmlDocument doc = new XmlDocument(); 
//Create node  
       ElementNode root = (ElementNode) doc.createElement("report");  
//Add node to XML document  

doc.appendChild(root); 
 

다음 try-catch 블록에서는 데이타베이스로부터 레코드를 꺼내 레코드로부터 ID 넘버를 

가져와 보너스를 캐릭터 라인으로 변환하고 Child 노드 (bonusCalc)를 작성하여 

bonusCalc에 속성으로서 ID 넘버와 보너스를 추가합니다. 이 Child 노드는 문서의 계층

에서 두번째의 레벨에 위치하고 속성은 세번째 레벨에 위치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try{  
    //Get database record 
          records = homebonus.findByPrimaryKey(socsec);  
 //Retrieve the social security number from record  
          String ssRetrieved = records.getSocSec(); 
    //Retrieve bonus amount from record  
          double bRetrieved = records.getBonus();  
    //Convert double to string 
          Double bonusObj = new Double(bRetrieved);  
          String bString = bonusObj.toString();  
    //Create child node  
          ElementNode bonusCalc = (Element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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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createElement("bonusCalc");  
    //Add attributes to child node 
          bonusCalc.setAttribute("ssnum", ssRetrieved);  
          bonusCalc.setAttribute("bonusAmt", bString); 
    //Add child node to root  
          root.appendChild(bonusCalc); 
} catch (java.rmi.Remote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genXML 메소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StringWriter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문서의 계층을 

StringWriter 오브젝트에 출력하고 StringWriter 오브젝트를 브라우저에 출력 합니다. 

 

try{  
    StringWriter out = new StringWriter(); 
    doc.write(out);  
    System.out.println(out); 
} catch (java.io.FileNotFoundException fe) { 
    System.out.println("Cannot write XML"); 
} catch (IOException ioe) {  
    System.out.println("cannot write XML"); 
} 
 

XML 문서의 계층은 DOM(Document Object Model) 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림1은 이 샘플

로 사용하고 있는 DOM 의 계층도입니다. genXML 메소드내에서 호출하고 있는 API들

을 사용하여 DOM을 작성해, 이 DOM 에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편집하거나 , 

DTD 에 대조해 이 DOM 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XML 파일로부터 DOM 를 작성하는 것

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림1. Document Object Model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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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 API  

J2EE 에 번들 되어 있는 j2ee.jar 파일에는 XML 의 해석과 XML 데이터의 생성을 위한 

API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JAR 파일은 SAX, DOM , J2EE XML APIemfd,f 제공하고 있

습니다. XML 텍스트는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이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작성 

할 수 있으므로 이 중 어떤 API 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2. 플랫폼과 언어에 중립인 텍스트 

SAX 와 DOM  

SAX API 는 각 Element 별 순차적으로 직렬 액세스 해 나가는 이벤트 드리븐(Event-

Driven) API 입니다.  

DOM API 는 계층화 된 오브젝트의 트리를 제공합니다. 캡슐화된 어플리케이션 오브젝

트를 처리하기 위해 DOM API 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OM API 는 오브젝트 모델 전

체가 유저로부터 액세스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모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적인 어플리케이션 적합합니다.  

DOM 를 구축할때는 XML 의 모든 계층을 읽어들여 오브젝트 트리를 메모리에 유지해

야하므로 보다 많은 CPU 와 메모리가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AX API 는 서버 사이

드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메모리에 데이터를 상주 시킬 필요가 없는 데이터 필터로 많이 

사용됩니다.  

노트: DOM 와 SAX 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로부터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java.sun.com/xml/docs/tutorial/overview/3_apis.html  

J2EE  

플랫폼 비의존적인 J2EE XML API 는 DOM 트리를 사용해, DOM 의 계층을 조작하는 많

은 메소드를 제공합고 있습니다. J2EE XML API 는 com.sun 패키지안에 있고 본장의 샘

플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API 는 장래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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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의 갱신과 기동  

본장에서 변경한 파일은 JBonusBean 클래스뿐이므로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을 갱, 디폴

이먼트 할 수 있습니다.  

 

o Local Applicatons Window: 2BeansApp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o [Tool]메뉴: [Update and Redeploy Application]를 선택합니다.  

 
노트: 지금까지의 Lesson 으로 작성한 BonusApp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적으로 언

인스톨됩니다.  
 

Web 서버는 디폴트로 8000 번 포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bonus.jsp 을 열려면 Web 브

라우저에 디플로이먼트 툴이 JSP 페이지를 저장한 http://localhost:8000/JSPRoot/bonu

s.jsp 을 열도록 합니다. 

 

o social security number 와 multiplier 에 값을 넣습니다.  

o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Bonus.jsp는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해, 계산 결과

를 포함한 HTML 페이지를 출력 합니다.  

관련 정보  

XML 에 관한 정보는 Web 상에 많이 존재하므로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괜찮은 곳을 찾

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권장하고 싶은 사이트는 http://www.xml.com/ 입니다.  

또한  http://java.sun.com/xml/docs/tutorial/index.html 에서도 XML 가이드를 찾아볼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