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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lifecycle of a product becomes shorter, the communication between a contractor and a 
supplier in product information has got more importance. The CITIS(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is required to provide authorized users with access to both data and applications 
they need to complete a task for contract.

With the growth of WWW, there has been much study for the use of WWW for the 
implementation of CALS. The WWW has been proved as an efficient tool for CALS implementation 
due to its of publicity, openness, and free accessibility. In this study, we suggest using WWW tools, 
here, an intranet tool, as a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C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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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ALS란 기업의 모든 상품 제작 활동, 즉 

원자재 구매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 판매, 

폐기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기능적으로 효율 

적으로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및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종이없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상호 정보 공유 및 교환이 기 

업내부는 물론 기업 사이에서도 가능하도록 

자동화하고 통합화된 환경으로 만들자는 하 

나의 개념이다[이남용 등, 1996],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 및 CALS 통합 환 

경 구축을 위하여 설계, 제조 그리고 운영 지 

원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표준이 필 

요하게 되었는데, 현재 한국의 CALS 표준 체 

계는 가이드 및 절차 표준, 데이터 파일 포맷 

표준, 제품 모델 표준, 상거래 문서 교환 표 

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김철환, 

1996], 이를 나타내면〈그림 1＞과 같다. 이중 

에서 가이드 및 절차 표준에서 정보 공유 절 

차의 표준이 CITIS (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이다.

CALS 구현의 성공적인 요건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일관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WW는 장소에 관계없이 사 

용자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전송에 대하여 효 

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오늘날 많은 사용 

자들은 웹 브라우져로 다수의 사이트에 있는 

정보 자원을 접근하고, 저장하고, 탐색하고 

있다. 결국 WWW이 CALS의 훌륭한 구현 도 

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CALS에서 CITIS의 

특성과 WWW의 특성을 활용하기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WWW 응용 기술을 사용하여 

CITIS의 기능을 포함하는 CITIS를 구현하는 

방안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CITIS(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2.1 cms의 정의

CITIS(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는 계약상 최종 아이템(물 

품 및 서비스)의 계약자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그림 1] CALS 표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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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달 측의 공고, 입찰, 계약, 발주 등 계 

약 관계 정보를 입수하거나 조달 책임자에게 

기술 정보와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 

한 시스템이다. 즉, 조달에 관계된 정보가 모 

두 디지털화되어 이를 활용하는 온라인 네트 

워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cms라고 한다. 페 

이퍼리스로 조달업무를 한다는 당초 CALS의 

목표에서 보더라도 CITIS는 CALS 전략의 실 

행에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한편 CITIS 
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조달 업무상 기밀이 조달 

측과 계약자 측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의 

정보 교환은 적절한 승인과 관리하에서 행하 

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 통합 기술 정보 서비 

보안 유지를 위해 인가된 사용자만이 허용되 

고 각각의 제품에 대한 기술 데이터베이스로 

써 데이터 입력, 갱신, 관리 및 통제가 가능 

한 통합 데이터 처리 및 운용 체계이다. 즉 

CITIS는 조달자가 계약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로, 조달자가 필요한 디지털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제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과 기능을 갖 

는다[정석찬, 1996; CALS Industry Steering 

Group, 1995; DoD, 1993]. 기존의 프로세스와 

CITIS 도입 후외 프로세스는〈그림 2>와 같 

다.

〈그림 2> 현재와 CITIS 환경에서의 처리 방식 비교

스(CITIS)는 조달자가 시스템 및 제품에 관련 

된 기술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분산되어 있 

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 종합, 통 

제 가능토록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통합하며,

기존의 프로세스에서는 계약자 혹은 부 

계약자가 조달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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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자가 검토를 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이었다. 그 

러나, CITIS 환경에서의 CITIS를 통하여 모든 

처리를 온라인화하여 검토시간을 최소화하고 

종이로 된 문서의 복사, 작성, 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수 있으며, 실질적인 CALS 

구현 목표중의 하나인 정보의 공유와 페이퍼 

리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22 CITIS의 기능

계약자 통합기술정보 서비스(cms) 규격 

은 계약상 요구되는 디지털 정보의 전달 및 

전자적 접근 서비스를 구성하는 일반 요구사 

항, 그리고 조정이 가능한 상세요구사항들올 

정의하여 계약상 구현 가능한 수단이 되도록 

작성되었다. 현재 한국 산업 규격으로 심의 

중인 cms 초안에 의하면, cms는 일반 요 

구사항과 상세 요구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국 

방정보체 계 연구소, 1997],

일반 요구사항에는 정보 서비스, 데이터 

구성관리, CITIS 보안 기능, 데이터 항목 색 

인, 데이터 교환 표준 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cms는 상세 요구사항으로 수신확인, 

어플리케이션, 승인과 거부, 보관, 조합, 주석, 

다운로드, 편집, 발송, 전달공고, 패키지, 질 

의, 수신, 검색, 분류, 저장, 사용자 그룹, 열 

람 등의 수정 가능한 다음 기능들을 포함한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표 1＞에 나 

타나 있다.

3. CITIS 개발 요소 기술

인터네트와 WWW의 발전으로 기업은 

기업과 벤더, 고객을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인터네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타 

경쟁기업을 압도하려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인터네트를 통한 마케팅, 판매, 홍보 등에 주 

력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 

에서 CITIS 구현의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과 CITIS에서 가장 중 

요한 보안의 프로토콜중의 하나인 SSL에대하 

여 논하고자 한다.

31 웹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히 정적인 HTML이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는 

정보를 반영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동적인 HTML을 통해 기존의 기업 전산화에 

서 필요했던 각종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을 웹 

브라우저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Web Server와 통 

합 DB는 C/C++, DB API 함수 등을 이용한 

CGI(Common Gateway Interface)로 연결되어 

있어, SQL 질의의 결과를 HTML, VRML, 

Java, JavaScript 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Web 

형태로 데이터를 서비스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 개발된 어플 

리케이션을 각 클라이언트 PC마다 설치할 필 

요 없이 웹서버에만 설치해 놓으면 클라이언 

트에서는 URL만을 지정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플랫폼이든 일정 

한 기능을 갖춘 웹브라우저만 있고, 인터네트 

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세계 어디에서나 간단 

히 억세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자주 변경되어 

야 하는 경우에 각 기계마다 설치를 해야 하 

는 어려운 문제를 해소시켜준다. 전산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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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3・2. SSL(Secure Socket Layer)

SSL은 Netscape Communications사 

에서 인터넷 보안을 위하여 설계한 프로토 

콜이다.

[그림 3] SSL 프로토콜 Spec.

綱 1 NNTP 1 FTP 1 SMT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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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MP

이것은〈그림 3＞에서 처럼 웅용 계충과 

TCP/IP 계층 사이에 위치하며 데이터의 암호 

화, 서버 인증 기능, 데이터 무결성(integrity) 
그리고 클라이언트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프로토콜이다. 응용 계충 프로토콜(HTTP, 

NNTP, FTP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메시지 

단위의 암호화가 아닌 서비스 단위의 암호화 

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서비스 단위의 암호화 

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end-to-end암호화”라 

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를 암화화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cms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SSL 은 ''handshake" 방법을 사용하여 

TCP/IP 커넥션을 초기화하는데 이 결과로 인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서로 간에 주고 

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할 암호화 

기법, 암호화의 정도 그리고 상호 인증에 필 

요한 모든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사실 이러 

한 모든 사전 작업이 끝난 후에 비로소 SSL 
에 의해 모든 데이터들(URL, 사용자 ID, 카드 

번호, 패스워드 등)이 암호화가 되어 클라이 

언트와 서버간에 교환되는 것이다.

3.3. 웹어플리케이션 개발 툴

본 논문에서는 여러 웹 어플리케이션 개 

발 툴 중 인트라빌더를 예를 들어 CITIS 개 

발 방안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기능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트라빌더는 자바스크 

립트를 근간으로 하여 RAD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특징을 갖는 웹 어플 

리케이션개발 도구이다.

DB의 자료를 웹에서 볼 수 있는 어플리 

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확장된 자바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측 

에서 각각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해 낼 수 있 

다. 인트라빌더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Borland International, 1996].
,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개발 

환경을 갖고 있다.

• ODBC, SQL-Link, Borland Database Engine 

을 통하여 Oracle, MS-SQL Server, 
Informix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가능하다.

• JavaScript, Java Applet, ActiveX 컨트롤 등 

의 지원을 통하여 웹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인트라빌더의 운영환경은 다음과 같다.

• 웹서버에 표준 CGI 접속으로 웹 브라우저 

에 관계없이 업계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 

원한다.

• 웹서버로부터 요구가 들어오면 인트라빌 

더 브로커가 이 요구를 실제로 처리할

인트라빌더 에이전트를 호출하여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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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인트라빌더 에이전트는 인트라빌더에서 

확장된 자바 스크립트를 처리하여 클다이 

언트 웹브라우저에 보내질 HTML 코드를 

동적으로 즉시 생성하여 보내준다.

인트라빌더 서버와 웹서버와의 연결흐름 

을 보면〈그림 4＞과 같다.

■

.

[그림 4] 인트라빌더 서버와 웹서버와의 

연결 흐름도

4. WWW을 이용한 CITIS 구현 

방안

미국방성에서 처음 시작한 cms는 현재 

산업계로 확대되어, Commercial CITIS를 미국 

의 CALS ISG(Industry Steering Group) 에서 제 

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CITIS의 개념 

이 산업계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각각의 민 

간 기업들이 CITIS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많 

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인터네트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용 

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WWW와 cms 
를 연계시켜 보다 효율적인 CITIS 구현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ITIS는 일반 

요구사항과 상세 요구사항으로 나누어져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CITIS의 기능 중 

WWW상에서 CITIS를 구현 할 때 가능한 기 

능을 구분하였다.

일반 요구사항 중 WWW상에서 구현 가 

능한 CITIS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보서비스

- 적용(Availability)과 접근(Accessibility): 계 

약에 명시된 기간동안만 웹 서버를 가 

동함으로서 명시된 기간 외의 사용자 

접근을 막을 수 있다.

- 다중 사용자 접근: WWW에서는 일반적 

으로 다중 사용자 접근을 기본으로 한 

다.

- 전자 우편: 인터네트에 연결만 가능하면 

쉽게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수 있다.

- 인터페이스 적합성: 웹 브라우저만 있으 

면 사용자가 어떤 플랫폼이던지 관계없 

다.

- 통신 프로토콜: 인터네트는 공통의 통신 

프로토콜올 사용하고 있다.

- 교육 지원, 전화 지원: 직접적으로 웹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 온라인 도움말: HTML로 온라인 도움말 

을 만들어 놓고, 검색 기능을 통하여 웹 

상에서 검색할 수 있다.

• 데이터 구성관리 : 웹 어플리케이션과 연 

결할 수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사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 cms 보안 :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발 

급하여 권한을 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 

을 금지한다. 그리고 방화벽 기술을 도입 

한다. 그리고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써 각각의 파일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데이터 항목 색인 : 웹 어플리케이션과 연



이TIS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개발 방안 123

결할 수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 질의, 수신: 사용자의 요구와 자료를 수

사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검색, 분류, 저장: 웹 마스터는

WWW 기본 흑징

전자 우편

首 브라우저

TCP/IP

WEB Sarver

HTML

교육과 전화 지원

사용자에게 데이터 검색, 분류, 저장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 사용자 그룹: 직접적으로 웹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 열람: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CITIS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 

을 줄 수 있다.

CITIS의 상세요구사항과 WWW과의 

연계를 나타내면〈그림 6＞과 같다.

: 麟tti/f스柜£就：횺쯔—J〈二림 7＞은 웹 개발 도구인 인트라

—____ . m—一 .馈 빌더를 사용하여 WWW기반의 CITIS
枷I히 g 編醪 , JC二＞芦门、、:＜ 른 U 「흐 I

m啲I帅醐tiHgiiiiiiiuiiwmimiimil 叩■쩌     ................. 潇 를 구현한 프로토타입이 다.

[그림 5] CITIS 일반 요구사항과 WWW 연계
5. WWW CITIS의 효과

CITIS의 일반요구사항과 WWW과의 

계를 나타내면〈그림 5＞와 같다.

상세 요구사항 중 WWW상에서 구현 

가능한 CITIS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승인과 거부: cms 관리자에 해당하 

는 웹 마스터가 승인과 거부의 권한 

을 모두 가지고 있다.

- 보관, 조합, 주석, 다운로드, 편집, 발 

송: 웹 마스터가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어 데이터를 보관, 조합할 수 있 

고, 데이터에 주석을 달 수 있으며, 

그리고 데이터 편집 및 다른 사용자 

에게 발송할 수도 있다.

- 전달 공고: 전자 메일이나 웹 게시판 

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 

다.

cms를 구축하여 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얻는 일반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DoD, 
1995],

citis www cms

[그림 6] CITIS 상세요구사항과 WWW 연계

전 맣공고 전자우편과게시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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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트라빌더를 이용한 WWW CITIS 
프로토타입

문서의 형태로 보관, 관리, 납입되는 데이 

터의 절감

데이터의 정확성 및 적시성 향상

데이터 관리 상황의 분석 및 관리의 효율화 

데이터 검토 시간 절감

데이터 수집 및 상호 연관성 향상

모든 부문 및 활동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관성 보장

기업의 계약자간, 정부와 계약자간, 정부내 

의 부서간에서 데이터 공유환경 제공이외 

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www cms를 구 

축함에 따라 추가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안에 CITIS 
를 구축할 수 있다.

• 사용자의 플랫폼에 상관없이 웹브라 

우저만 있으면 사용자가 억세스할 수 

있다.

• cms를 쉽게 유지, 보수 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친숙한 웹 브라우져 환경 

에서 접근할 수 있다.

• 중소 기업이라도 쉽게 cms를 구축 

하여 CALS에 접근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CALS의 계약자 통합 정 

보 서비스 표준인 CITIS의 구현을 위한 하나 

의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WWW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올 제안하였다. 

그리고, www상에서 구현 가능한 cms의 

기능올 제시하고, 민간 개념으로 확대되는 

cms를 중소기업도 쉽게 구현 할 수 있도록 

www을 이용한 CITIS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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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첨부〉

서비스/기능 내 용

일반 요구 사항

CITIS 서비스 CITIS의 기본 서비스 내용

• CITIS 관리

CITIS는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달자（또는 주계약자）에게 공급자（또는 부 

계약자）가 유지/관리하는 데이터 또는 정부 제공 정보（GFI）와 같은 조달자（또는 

주계약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전자적 접근올 허용하여야 한다. CITIS는 정보 서 

비스, 데이터 구성관리, CITIS 보안 기능 둥을 포함하여야 하며, CITIS는 계약 

에 명시된 데이터에 접근을 롱제하여야 한다. CITIS는 CITIS를 통하여 제공되 

는 공급자（또는 부계약자）가 산출한 CDRL（Contract Data Requirement List） 항 

목의 타당성과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CITI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CITIS 
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 정보 서비스

각각의 CITIS의 구현에서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즉시 접근 가능 

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 서비스는 다음의 데이터 관리와 유지/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적용과 접근

CITIS는 계약에 명시된 기간에 사용자에게 CITIS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하여야 한다. CITIS 운영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사전에 계획된 

업무의 통보는 이와 같은 업무가 수행되기 전에 모든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준 

비되어야 한다.

- 다중 사용자 

접근

CITIS는 계약상에 명시된 수의 사용자에게 CITIS에의 동시 접근을 제공하여 

야 한다.

- 전자 우편
조달자（또는 주계약자）는 전자 우편을 통하여 공급자（또는 부계약자） 및 다른 

CITIS 사용자와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터페이스 

적합성

CITIS는 계약에 명시된 것과 같이 조달자（또는 부계약자）의 수신시스템 및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 통신

프로토콜

관련되는 기관 또는 업체들 간의 데이터 통신은 계약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한 

다.

- 교육 지원

CITIS 사용자를 위한 교육, 오리엔테이션 둥의 교육지원이 계약에 명시된 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급자（또는 부계약자）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시스템 변경시 

이와 같은 지원을 유지/관리하고 수정/갱신하여야 한다.

- 전화 지원
CITIS는 사용자의 문제해결을 도와주며, CITIS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전화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화지원 시간은 계약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온라인

도움말

CITIS는 접근 권한을 갖는 특정 서비스에 연결된 어떠한 사용자가 해당 서비 

스 분야의 사용법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온라인 명령 및 기능 

단계 설명과 사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표 1] cms의 서비스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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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구성관리

CITIS는 모든 CITIS 데이터에 적용되는 데이터 구성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CITIS는 다양한 구성, 버전, 개정 및 변경 숭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이터 관계를 유지/관리한다. CITIS는 데이터의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의 

변환（작업, 공개, 제출, 숭인）을 쉽게 한다. 조달자（또는 주계약자）는 공급자（또 

는 부계약자） 둥 개발자의 데이터에 숭인되지 않는 변경온 할 수 없다.

• C1TIS 보안

CITIS에 제공되는 정보에는 특권, 소유권, 평문, 비문 및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데이터돌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CITIS 데이터와 접근 가능한 웅용 프로 

그램은 보안 용도에 맞게 표시되어야 한다. CITIS의 보안 특성은 CITIS 데이 

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에 명시된 대로 문서화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 접근 통제

접근 규칙과 관련되는 통제 및 절차는 사용자만이 CITIS 접근을 보장하며 각 

사용자는 숭인 받은 CITIS 데이터와 옹용 프로그램에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올 보장하는데 사용된다. 접근 통제 임무가 부여된 관리자와 보안 직원은 접근 

규칙을 어기는 모든 행동과 행동의 원인을 알려주어야 한다.

- 오염 통제

CITIS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바이러스와 같온 숭인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 

램이나 데이터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데이터와 시스템올 보호하기 위한 통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염 통제 임무가 부여된 관리자와 보안 직원은 접근 규칙올 

어기는 모든 행동과 행동의 원인을 알려주어야 한다.

• 데이터 항목 색인

CITIS는 사용자에게 각 데이터 항목 인스턴스에 대한 데이터 항목 색인의 분 

리 요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사용자는 최소한 다음의 분리요 

소에 의하여 데이터 항목 인스턴스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1） 이름

（2） 보유하고 있는 개체의 인식 번호

（3） 유일한 식별 번호

（4） 상태（작업, 공표, 제출, 숭인）

（5） 가장 최근 변경일자

• 데이터 교환 표준
관련되는 기관 또는 업체들 간의 데이터 이동은 계약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 

다.

상세 요구사항

• 수정가능한

CITIS 기능

다음의 기능들은 CITIS 자료에 접근하거나 그 자료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수정이 가능한 기능돌이다. 각각의 수정가능한 기능들올 위한 특별한 특 

성들은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 수신확인
CITIS는 권한을 갖는 조달자（또는 주계약자） 대표에게 데이터 항목의 인스턴 

스 전달되었음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CITIS는 웅용 소프트웨어 허가 조건에 따르는 조달자（또는 주계약자） 둥 사 

용자들에게 공급자（또는 부계약자） 둥 개발자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올 허용하여야 한다

[표 1] cms의 서비스와 기눙（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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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과 거부

CITIS는 권한을 갖는 조달자（또는 주계약자） 대표에게 데이터 항목의 숭인 및 

거부를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활동 

은 기록되어야 하며, CITIS를 통하여 숭인 또는 거부 기록, 숭인 또는 거부 일 

자와 유효성의 표시에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보관
CITIS는 사용자에게 오프라인 데이터 저장소에 데이터 항목을 저장하고 검색 

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 조합
CITIS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정보산출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조합하 

여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주석

CITIS는 사용자에게 CITIS 데이터에 대해 주석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 

어야 한다. 주석은 데이터 검토 결과에 의한 의견 흑은 검토된 데이터에 대한 

부록으로서 CITIS에 포함되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석은 주석의 

출처를 확인하고 버전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감사 형적올 수립하고, 이를 유지 

하기 위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 다운로드
CITIS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항목 인스턴스를 수신해 

서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 편집
CITIS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항목 인스턴스의 사본 

올 조작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 발송
CITIS는 사용자에게 계약에 명시된 대로 배포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 

에게 CITIS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 전달 공고
CITIS는 조달자（또는 주계약자）에게 접근 가능한 각각의 CITIS 데이터 항목 

에 대한 전자적 전달 공고를 해야 한다.

- 패키지

CITIS는 사용자가 데이터 항목을 그룹으로 사용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CITIS 데이터 항목들을 그룹지어 이름을 부 

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 질의
CITIS는 사용자에게 계약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 항목 인스턴스와 요소들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올 주어야 한다.

- 수신
cms는 조달자（또는 주계약자）에 의해 전달되는 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 검색
CITIS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항목 인스턴스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 

을 재공하여야 한다.

~ 분류
CITIS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항목 색인들올 분류할 수 있는 자격올 주어야 한 

다.

- 저장
CITIS는 사용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향후 지속적인 사용올 위하 

여 온라인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 사용자 그룹
CITIS는 비공식적인 교육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용자 그룹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열람
CITIS는 사용자에게 온라인으로 CITIS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표 1] CITIS의 서비스와 기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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