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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분야에서 표 화된 정보체계에 따라 XML 자문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UN/CEFACT의 핵심요

소 개발 지침을 기반으로 XML 라이 러리를 개발하 고 XML 라이 러리에 핵심요소, 비즈니스 정

보체계, 핵심요소 유형의 기 가 되는 한정어 데이터 유형(Unqualified Data Type)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정보의 특성을 반 한 16종의 한정어 데이터 유형과 속성정보를 정의하고 XML 스키마

를 개발하 다. 

1. 서론

   인터넷의 보 과 XML 기술이 발 함에 따라 과거에 

EDI(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나 FAX를 이용한 

거래 방식에서 XML기반 자문서 거래방식으로 변화되

고 있다. 특히 XML기반의 자거래가 제조업, 융 등 

일부 업종을 주로 추진되다가 최근에는 조달, 물류, 

력, 해운, 외환상역, 통  등의 여러 업종으로 확 되고 있

다. 건설분야에서도 e-Construction 구 으로 인해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주청과 계약자간 는 주계약자와 

하청업체간의 자거래가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자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기

업과 기업간, 기업과 국가간, 국가와 국가간으로 그 범

가 확 되고 이에 따른 자문서의 표 화에 한 요성

이 두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극 으로 

응하기 해 UN/CEFACT (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와 한국 자

거래진흥원에서는 자거래의 활성화를 한 업종별 e-비

즈니스와 함께 자문서 표 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거래진흥원에서 제시한 XML 

자문서 개발 지침[1]에 따라 건설분야의 특성을 반 한  

XML 라이 러리를 개발하기 한 목 으로 비한정어 데

이터 유형(Unqualified Data Type)에 한 속성정보와 

XML 스키마를 개발하 다. UDT 스키마는 XML 자문

서 개발 지침에서 정한 XML 라이 러리에 포함되는 모든 

핵심요소(Core Component)나 비즈니스 정보개체(Business 

Information Entity)의 정보요소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한  

데이터 종류와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한 것이다. 

2. UN/CEFACT기반의 XML 라이 러리 개념

   유엔(UN)은 국가간, 업종간의 자거래의 활성화를 

한 목 으로 2005년 5월에 유엔 산하 기구로 UN/CEFACT 

(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라는 조직을 구성하 다. UN/CEFACT에서는 

자문서 개발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세스와 정보 모델

을 작성하기 해 핵심요소와 비즈니스 정보개체 개발 지

침[2]를 발표하 다. 이 개발 지침은 그림 1과 같이 이해

계자들이 공통된 개념을 교환하기 한 목 으로, 비즈니

스 로세스와 자문서 개발의 과정에 한 원칙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지침에 따라 XML 자문서 개발

에 필요한 XML 라이 러리를 개발하게 된다. 

(그림 1) XML라이 러리 구성요소간의 계 

 XML 라이 러리는 XML 자문서의 구성체계와 구성요

소정보를 표 화된 정보체계로 표 하기 한 데이터 유형

과 핵심 정보요소 유형(Core Component Type), 핵심요소  

비즈니스 정보개체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  데이터 유

형은 비한정 데이터 유형(Unqualified Data Type)과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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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Data Type) 데이터 유형으로 다시 구분된다. 

비한정 데이터 유형은 모든 기본 핵심요소나 비즈니스 정

보체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속성정보

를 포함한다. 비한정 데이터 유형으로는 문자열, 숫자, 

액, 날짜 등이 이에 속한다. 한정 데이터 유형은 특정 기

본 핵심요소나 비즈니스 정보체계에 국한되어 용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말한다. 핵심 정보요소 유형은 비즈니스 

정보개체에서 사용되는 정보요소에 한 속성과 데이터 

유형의  정보로 정의한다. 정보요소는 특정 건설정보를 표

하는 가장 최소 단 로 구성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갖는 

정보요소를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서 구성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 유형과 정보요소 유형  정보요소를 기 로 하여 

실제 문서를 XML 형태로 개발하기 한 정보체계와 정

보요소를 하나로 모아놓은 비즈니스 정보개체를 개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UN/CEFACT의 핵심요소 개발 지침

[2]를 용으로 하여 건설정보의 특성을 반 한 건설정보 

XML 라이 러리를 개발하 다. 본 연구는 이해 계자들 

간에 건설정보 XML 라이 러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비한정 데이터 유형과 한정 데이터 유형, 기본 정보요소, 

집합(Aggregate) 비즈니스 정보개체, 코드, 한 비표, 용

어비교표 등을 포함한 XML 라이 러리 정의서를 개발하

다. 비한정 데이터 유형은 모든 라이 러리의 구성요소

에 기본이 되는 공통 정보로 구성하 다.

3. 건설정보의 XML 비한정어 데이터 유형 개발 

   일반 으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례주체들 간에 다양한 문서

가 교환된다. 이들 문서 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서

식뿐만 아니라 수식으로 구성된 구조계산서나 액으로 

이루어진 산내역서, 치수와 수량 데이터로 표기되는 수

량산출서 등이 있다. 특히, 시설물의 구조를 CAD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기하학 으로 그린 설계도면과 그림이나 

도표 등 이미지로 구성된 품질시험성과서 그리고 시설물

의 시공 과정이나 민원처리 과정을 기록하기 한 사진

지 등의 문서가 생성, 유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CEFACT에서 비한정 데이터 유형 

표 [2]로 채택한 Amount, Binary Object, Code, Data 

Time, Date, Time, Identifier, Indicator, Measure, 

Number, Quantity, Text, Name 등의 데이터 유형과 건설

정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림, 사진, 도면에 해 

Graphic, Picture, CAD 등 비한정 데이터 유형을 추가로 

개발하 다. 이들 비한정어 데이터 유형별로 데이터 유형

을 명확하게 표 할 수 있도록 속성정보를 정의하 다, 

를 들어, Amount, Measure, Number, Quantity 등은 리

미티  유형 속성으로 Decimal로 정의하 고 Data Time, 

Date, Time는 Data로 표시하 다. Binary Object, 

Graphic, Picture, CAD는 Binary로 정의하 고 나머지 데이

터 유형의 속성은 String으로 표시하 다. 한 UN/ 

CEFACT에서 정한 “Submission Guideline And Procedures” 

규격[3]을 용하여 고유번호, 객체이름, 문 객체이름, 

데이터 유형의 종류, 정의, 설명, 련 핵심 정보요소명, 

표 용어, 기본 유형 등의 항목에 따라 비한정어 데이터 

유형과 속성정보로 정의하 다. 표 1은 “도면” 데이터의 

공통 정보체계에 한 데이터 유형과 속성을 정의한 것이다. 

<표 1> 비한정 데이터 유형 정의서의 

  

  이와 같이 정의된 비한정 데이터 유형을 기 로 건설정

보 XML 라이 러리를 개발한다. XML 라이 러리에 포

함되는 한정 데이터 유형, 핵심 정보요소  비즈니스 정

보개체를 XML 스키마로 개발하고 다시 이들 XML 스키

마를 상호 연결(Link)하여 문서별로 XML 자문서를 개

발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2는 표 1과 같은 비한정 데이

터 유형 정의서를 기 로 하여 비한정 데이터 유형을 

XML 스키마로 개발한 이다. 

(그림 2) “도면” 데이터 유형에 한 XML 스키마 의 

4. 결론  

   건설분야에서 XML 자문서 교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표 화된 정보체계에 따라 XML 자문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XML 라이 러리를 개발하 다. 본 연구는 XML 

라이 러리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기본 으로 참조해야하

는 데이터 유형에 건설정보 특성을 반 한 16종의 비한정 

데이터 유형의 XML 스키마를 개발하 다. 향후에는 비한

정 데이터 유형을 기 로 한 표 화된 비즈니스 정보개체

와 문서별 XML 스키마를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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