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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업간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표준 전자문서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기업간에 교환되는 

표준 전자문서의 종류와 형태도 변하고 있다. 초창기에 주로 사용되던 EDI 전자문서를 대신하여, 최근에는 

XML 전자문서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정된 XML 전자문서 프레임워크 표준들은 대부분 기본 

적인 구문 규칙과 메시징, 그리고 표준문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새로운 표준 전자문서 개발에서 효율 

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국제적 EDI 표준인 UN/EDIFACT 개발 경험을 반영하여, UN/CEFACT 
에서는 전자문서를 구성하는 데 이터 항목을 컴포넌트로 만들어 전자문서를 개발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과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여 전자문서를 개발하고 활용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UN/CEFACT의 표준 전 

자문서 제출 양식을 중심으로 등록저장소의 각종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양식간의 자동화된 변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ABSTRACT

As business-to-business electronic commerce becomes activated, usage rate of standard electronic 
documents is rapidly increasing. Types and forms of standard documents exchanged between businesses 
have also been changed. Instead of EDI documents, mainly used in the initial phase, XML documents have 
been actively used recently. However, most framework standards for XML documents just specify basic 
syntax rules, messaging protocols, and standard documents. As a result, it has been usually difficult to 
procur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developing new standard electronic documents. Reflecting the 
experiences of developing UN/EDIFACT, UN/CEFACT provides a methodology and library for reusing 
standard data items as components when defining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much additional effort is 
required for applying 나le methodology and library to the development process.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process by reusing various resources 
of registries/repositories, focusing on UN/CEFACT submission forms for standard electronic documents.

키워드 : 전자문서, 등록저장소 스키마, 확장성표기언어, 전자문서교환, 기업간 전자거래

Electronic Document, Registry/Repository, Schema, XML, EDI,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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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전자문서 개발은 1990년대에 무 

역자동화 촉진을 위해서 시작되었으며, 최근 

에는 기업간 협업의 확대로 호환되는 산업별 

표준 전자문서에 대한 요구와 그 사용량이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5]. 이와 더불어 

기업간에 교환되는 표준 전자문서의 종류와 

형태도 변하고 있다. 초창기에 주로 사용되던 

EDI 전자문서를 대신하여, 2000년대에는 

XML 전자문서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XML 기반의 기업간 전자문서 활용을 위해 

서 제시된 OAGIS[10]나 OTA[14]와 같은 

XML 전자문서 프레 임워크 표준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구문 규칙과 메시징, 그리고 표준 

문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 

활용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들간에 

는 중복적인 작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UN/CEFACT에서는 전자문서를 구성하는 

데 이터 항목을 컴포넌트로 만들어 등록/관리 

하고 이를 전자문서 개발 시 재활용할 수 있 

는 방법론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17]. 

이 방법론은 국제적 EDI 표준인 

UN/EDIFACT 개발 경험을 적절하게 반영 

한 것으로 비즈니스 의미를 가지는 자원과 비 

즈니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으로 구 

분해서 자원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여기서 후자는 전자문서를 정의 

하기 위한 온톨로지(Ontology)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정한 문맥(Context) 하에서 전자와 

연결된다[6]. 또한 문법 중립적인 측면을 강 

조해서,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표준 

문서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EDI나 XML 등의 다양한 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TD(Document 

Type Definition), XML Schema[15,21], 

RelaxNG[ll] 등 XML 전자문서의 구조를 정 

의하기 위한 스키마 언어의 다양성도 이러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과 라이브러리를 적 

용하여 전자문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많은 노력 이 요구된다. 각 산 

업별 또는 업종별로 진행되는 표준 전자문서 

개발 과정에서부터 기존 자원에 대한 재활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한 기존 자원의 재활용은 중복된 자원의 개발 

을 예방하고 표준 전자문서 개발 시간을 크 

게 단축시킬 수 있다. 유사성 이 많은 표준 전 

자문서가 발견될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기존 자원에 대한 실시간 접근도 중 

요하므로 전자거래에 관련된 표준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록저장소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새로운 표준 전자문서를 정의하는 과정에 

서 새롭게 발견된 자원은 적절하게 등록되어 

이후의 재활용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제출 및 승인 과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등록된 표준 전 

자문서 자원은 바로 공개된 등록저장소를 통 

해서 공유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 

은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 

는 표준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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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문법적인 결과물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법적인 결과물을 수작업으로 작성 

하게 되면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요구사항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복적인 작업으 

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부분 

에 대한 자동화는 오류를 감소시키고 작업 결 

과물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으며, 재활 

용을 위해서 문법적인 검토보다는 개념적이 

고 논리적인 검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논 

문에서는 UN/CEFACT의 표준 전자문서 제 

출 양식을 중심으로 등록저장소의 각종 자원 

을 웹 상에서 실시간에 재활용할 수 있고, 다 

양한 문법적 결과물의 자동 생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핵심 컴 

포넌트 방법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한 

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이 시스템의 설계에 

대하여 소개하고, 4장에서는 이 시스템의 구 

현 사항에 대하여 화면과 함께 제시한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2. 관련 연구

2.1 핵심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정보 개체

비즈니스 데 이터 교환에 있어서 보다 유연 

한 상호 작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어의(Business Semantics)에 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UN/CEFACT^ 핵심 컴포 

넌트(CC : Core Component)관련 기술은 현 

재 사용되는 일반적 형태의 비즈니스 데 이터 

를 표현하는 공통의 어의 조립 블록들을 개발 

함으로써, 이를 신규 비즈니스 어휘 개발과 

기존 비즈니스 어휘 재구조화에 활용할 수 있 

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방법론에서 핵심 

컴포넌트는 UML[13,16]의 클래스 다이어그 

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UML 

객체 클래스에 대한 정보의 일반 표현에 해당 

된다. 하나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객체 클래 

스(Class)들, 특정 클래스를 수식하는 프로퍼 

티 (Property)들, 그리고 클래스들간의 관계를 

보여준다[17]. 클래스 다이어그램에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종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핵 

심 컴포넌트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17].

- 객체 클래스를 나타내는 집합 핵심 컴포 

넌트 (ACC : Aggregate CC)

・ 객체 클래스의 단순 프로퍼티를 나타내 

는 기본 핵심 컴포넌트 (BCC : Basic 

CC)

- 하나의 객체 클래스가 또 다른 객체 클래 

스의 (복잡한) 프로퍼티가 되는 경우 두 

객체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 

관 핵심 컴포넌트 (ASCC : Association 

CC)

, 텍스트(Text), 숫자(Number), 날짜(Date) 

처럼 기본 핵심 컴포넌트가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정의하는 핵심 컴포넌트 

타입 (CCT : CC Type)



5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1권 제4호

Co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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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 핵심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정보 개체의 관계[17]

〈그림 2> 핵심 컴포넌트 및 비즈니스 정보 개체와 비즈니스 문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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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집합 핵심 컴포넌트, 기본 핵심 컴 

포넌트 그리고 연관 핵심 컴포넌트에는 유일 

한 명칭이 부여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등록기 

나 사전에서 검색해낼 수 있다. 각 핵심 컴포 

넌트에는 핵심 컴포넌트의 어의(의미 )를 기 

술하는 정의가 부여된다. 핵심 컴포넌트의 다 

른 속성들로는 UID (Universal Identifier)와 다 

수의 비즈니스용어' 혹은 동의어들이 있다.

비즈니스 협업에서 실제로 교환되는 정보 

는 핵심 컴포넌트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비 

즈니스 문맥(Business Context)을 반영한 비 

즈니스 정보 개체 (BIE : Business Infonnation 

Entity)로 정의 된다. 일단 비즈니스 문맥 이 파 

악되면, 해당 비즈니스 문맥에서의 핵심 컴포 

넌트 사용에 필요한 한정과 정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핵심 컴포넌트를 구별할 수 있다. 비 

즈니스 정보 개체는 핵심 컴포넌트를 특정 비 

즈니스 문맥에서 사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비 

즈니스 정보 개체는 각각의 핵심 컴포넌트 분 

류에 대해서 상응하는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 

다. 그 결과 집합 핵심 컴포넌트에 상응하는 

집합 비즈니스 정보 개체(ABIE : Aggregate 

BIE), 연관 핵심 컴포넌트에 상응하는 연관 

비즈니스 정보 개체 (ASBIE : Association 

BIE), 그리고 기본 핵심 컴포넌트에 상응하 

는 기본 비즈니스 정보 개체(BBIE : Basic 

BIE)로 분류된다. 비즈니스 정보 개체는 비 

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는 동안 파악될 

수 있다. 하나의 비즈니스 정보 개체는 핵심 

컴포넌트 이름에 한정어 (Qualifier)'를 추가 

함으로써 상응하는 핵심 컴포넌트와 구별될 

수 있다. 한정어는 객체 클래스 이름과 프로 

퍼티 용어에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컴 

포넌트와 비즈니스 정보 개체간의 관계의 특 

징은〈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7].

핵심 컴포넌트의 개념은 서로 다른 환경에 

서 교환되는 비즈니스 정보에는 많은 공통점 

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 

지만 차이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즈 

니스 정보의 정의와 구조상 공통점과 차이점 

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맥 이라는 개념 

이 도입되었다. 하나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문맥은 특정 비즈니스 정보 개체가 보다 일반 

적인 핵심 컴포넌트로부터 도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자세히 정의한다. 협업에 대한 비즈니 

스 문맥을 규정함으로써 비즈니스 문서(혹은 

다른 더】)에 있는 비즈니스 정보 개체를 통해 

서 교환되는 정보의 정확한 구조가 도줄될 수 

있다. 따라서 문맥은 핵심 컴포넌트를 비즈니 

스 정보 개체로 변환하는 일종의 필터가 된 

다. 핵심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문맥, 그리고 

비즈니스 정보 개체 사이의 개념적인 관계를 

나타내면〈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2 CC/BIE2I 발견과 등록 절차

이 논문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핵심 컴포넌 

트와 비즈니스 정보 개체를 이용한 전자문서 

의 표준화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과 

정에서 집합 비즈니스 정보 개체와 그 문맥 

등을 식별해 낸다. 이렇게 파악된 각 집합 비 

즈니스 정보 개체에 대하여〈그림 3〉과 같이 

다음 절차를 반복한다[17].

먼저 1단계로 최상위 수준의 집합 비즈니 

스 정보 개체에 대하여 같은 정의를 가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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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핵심 컴포넌트 검색 절차[17]

존 집합 비즈니스 정보 개체를 찾기 위하여 

비즈니스 정보 개체 라이브러리를 검색한다. 

이 때 정확한 일치가 발견되면 （비즈니스 요 

구를 충족시키는 정의와 구성을 가진 집합 비 

즈니스 정보 개체가 있다면）, 비즈니스 문맥 

과 모든 비즈니스 용어가 포함된 재사용을 등 

록한다. 유사한 일치가 발견되면 （비즈니스 

요구의 충족 목적상 잠재적으로 수정 가능한 

정의를 가진 집합 비즈니스 정보 개체가 있다 

면）, 조정 및 승인 프로세스에 제출할 집합 비 

즈니스 정보 개체 변경요청서를 작성한다. 재 

사용 등록과 함께, 이 평가를 통하여 보다 많 

은 사용자에게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 

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적절한 정의를 

가진 최상위 수준의 집합 비즈니스 정보 개체 

가 더 이상 없으면, 2단계로 이동한다.

2단계에서는 신규로 필요한 집합 비즈니스 

정보 개체를 형성해낼 수 있는 기존 집합 핵 

심 컴포넌트를 핵심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서 찾는다.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의 

와 구조를 가진 기존 집합 핵심 컴포넌트가 

있다면, 집합 핵심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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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비즈니스 요구 충족 목적상 잠재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정의와 구조를 가진 집합 핵 

심 컴포넌트가 있다면, 조정 및 승인 프로세 

스에 제출할 집합 핵심 컴포넌트 변경요청서 

를 작성한다. 적절한 정의와 구조를 가진 집 

합 핵심 컴포넌트가 없다면, 조정 및 승인 프 

로세스에 제출할 신규 집합 핵심 컴포넌트 요 

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집합 비즈니스 정보 개체용 기본 비즈니스 

정보 개체나 연관 비즈니스 정보 개체에 대해 

서도 집합 핵심 컴포넌트용 기본 핵심 컴포넌 

트나 연관 핵심 컴포넌트를 읽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의 검색 절차와 동일하다. 기존 

비즈니스 정보 개체와 핵심 컴포넌트 그리고 

요구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비즈니스 정보 개 

체 사이의 유사점 파악 시, 사용자는 프로퍼 

티와 데 이터타입을 검토해서 재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라이브러리 검색 후, 핵심 컴포넌트 또는 

비즈니스 정보 개체에 대한 신규 생성, 변경 

요청, 재사용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 과정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조정 

(Harmonization)은 여러 영역이 제출한 후보 

핵심 컴포넌트나 비즈니스 정보 개체들을 접 

수한 후, 제출물과 기존 라이브러리 내역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하여, 전 영역에 걸친 

완전한 핵심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작성하 

고 유지하는 작업 이다.

3. 시스템 설계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3］에서 채택하

〈그림 4〉전자문서 개발 절차

고 있는 OASIS UBL 기술위원회의 전자문서 

개발 절차［12］에는 특정 전자문서에 포함될 

비즈니스 정보 개체들에 대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UN/CEFACT TBG17의 제출 절차 및 포맷 

［18,2이을 준용한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여, 

XML 명명 및 설계규칙 ［19］을 준수하는 

XML Schema로 자동 변환함으로써 전자문 

서를 문법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이후에 새로 

작성된 XML Schema의 내용을 구체적 인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문서화하여 사 

용자들이 XML Schema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이상과 

같은 4단계는〈그림 4〉와 같이 개념적 모델링 

단계, 논리적 모델링 단계, 문법적 모델링 단 

계, 문서화 및 사례 양식 개발 단계로 체계화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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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업무 분석 단계 

에서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우선 비즈니스 개 

체를 추출하고 각 비즈니스 개체 내에 있는 

속성들을 구성하며, 이를 클래스 다이어그램 

으로 정의한다[1]. 논리적 모델링 단계는 전 

단계의 개념적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UN/CEFACT TBG17에서 정의한 스프레드 

시트 양식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정보를 구체 

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스프레드 시트 작성 

과정에서 비즈니스 정보의 발견 및 명명 （개 

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추출한 비즈니스 용어 

를 기존에 개발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준 항목 

과 매칭시키는 작업）, 비즈니스 정보의 관계 

차수 할당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추출한 

비즈니스 정보들이 문서나 컴포넌트 내에서 

몇 번 반복하는지에 대한 관계 차수를 할당하 

는 작업）, 비즈니스 정보의 정의 할당 （개념 

적 모델링 단계에서 추출한 비즈니스 정보들 

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할당하는 작업）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 정보는 정규화되 게 된다. 문 

법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구 

체적인 문법을 선택하여 스프레드 시트의 내 

용을 실제 전자거래에서 사용 가능한 스키마 

（EDI MIG, XML Schema 등）로 작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서화 및 사례 양식 개 

발 단계는 문법적으로 규정된 스키마를 사용 

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 

적 인 UML 모델로 표현하며, 해당 스키마를 

준수하는 사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양식을 

개발하는 단계 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4단 

계 중에서 논리적 모델링 단계와 문법적 모델 

링 단계를 1차적으로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 시스템 이 지원해야 할 기능은 크게 

UN/CEFACT TBG17 제출 양식의 작성, 변 

환 등록 검색, 관리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작성 기능은 웹 상에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저장하고 추출하는 기능이며, 변환 

기능은 제출 양식에 따라서 작성된 내용을 

XML Schema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등록 기 

능은 작성된 결과물들을 전자거래 중앙등록 

저장소인 REMK0[4] 에 제출하는 기능이며 

검색 기능은 REMK。나 자체 데이터베 이스 

의 컴포넌트 및 전자문서 스키마를 탐색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마지 

막으로 관리 기능은 등록저장소의 관리자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지 

원하는 기능이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에 

대해여 전자문서 표준 심사 위원회의 위원들 

이 심사평가를 하게 된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출 양식을 웹 

상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에 스프레드 시 

트로 작성된 양식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웹 

상에서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등록저장소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검색하 

여, 기존 표준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 자원（CC, BIE, 

XML Schema, 사례 양식 등）을 중복하여 생 

성할 가능성 이 감소되고 표준으로 등록된 자 

원을 재활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엑셀 

파일로 된 UN/CEFACT TBG17 제출 양식 

을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거나, 기존 정보 시 

스템에서 생성하여 이 시스템에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도 가능하도 

록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그림 5〉와 같이 보 

안을 위해서 웹 환경을 기반으로 3계층 구조 

로 설계되었다. TBG17 제출양식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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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심사자개발자

〈그림 5> 기업간 표준 전자문서 개발 지원 시스템의 구조

논리적 내용을 변환해서 다양한 문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XML Schema 

로의 변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XML 

Schema를 처리할 경우에는 기 개발된 'XML 

Schema 적합성 검증 시스템' 과 연결하여, 생 

성된 XML Schema가 적합성을 만족하는지 

를 검증하고,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지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검증 시스템 

은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3］에서 제시하 

고 있는 제약들（UN/CEFACT의 XML 명명 

및 설계 규칙［19］에서 제시된 제약들을 반영） 

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Schematron［8］ 과 규칙 

기반 추론을 사용한다.

TBG17 제출 양식으로 작성된 내용은 중앙 

등록저장소에 등록되기 전까지 자체적인 개 

발용 데 이터베 이스에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이 데이터베 이스의 구조는 시스템에서 사용 

하는 표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설계되었다. 이 그림에서 

TBG17_INPUT_TABLE은 핵심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정보 개체의 루트 엘리먼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부모 테이블이며, 이 엘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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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G17JISTOR¥_TABLE __________ A
t SEQ: NUMERIC.........

t K EY: VARCHA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而顽面亓1瀚瓦帀瓦瓦祚ve就函頁-岡..

> TBG17_INPUT_DATA_TABLE_NO: INTEGER (FK)
슈 USER_ID: VARCHAR
争 FILE_PATH: VARCHAR
金 FILENAME: VARCHAR
琢 UPDATE_STATUS: VARCHAR
蠻 D1C_ENTRY_KOR_NAME: VARCHAR
令 DIC_ENTRY_ENG_NAME: VARCHAR
丞 UPDATE T1ME: VARCHAR

TBG17^OHFlRM_TA8t£ 
후 K EY： VARCHAR 
f SEQ: NUMERIC 
石..〒目匚函瓦j〒:①A•〒瓦定玉••百;航涌&宜味-佰亍 

@ TBG17_INPUT_DATA_TABLE_NO： INTEGER (FK) 
尊 DIC_ENTRY_KOR_NAME: VARCHAR 
않 DIC_SMTRY_0JG_NAME: VARCHAR 
会 INDICATOR: VARCHAR
# ID： VARCHAR
Q FILE_NAME： VARCHAR 
塚 FILE_PATH: VARCHAR 
冬 CONFIRM_STATUS: VARCHAR 
參 CONFIRM TIME: DATE

SUVBG1?J^IJ3ATA^TABLE 
i SEQ: NUMERIC 

号 K EY: VAR다娅
争 TBG17_INPUT_DATA_TABLE_K EY： VARCHAR (FK)
拿 TBG17_INPUT_DATA_TABLE_NO: INTEGER (FK)
Q CATEGORIESJD: VARCHAR
% ITEM.VALUE： VARCHAR
Q COMMENTS: VARCHAR

TBG17_CODE_* A 山E_T相王 _________

胃 SEQ： INTEGER
KEY： VARCHAR

石〒卤訂：元函瓦I亍工话亍反亍 靠ii£顶百Vk瓜 R하而真“佰0

參 TBG17_INPUT_DATA_TABLE_NO: INTEGER (FK)
@ CODE-NAME： VARCHAR
夺 CODE_VALUE: VARCHAR

COMMENTS: VARCHAR 

网圮”姬VT#TAJ縮LE
It NO； INTEGER " 
吕 KEY： VARCHAR

Y>

参 DIC_ENTRY_KOR_NAME： VARCHAR
嫌 DIC_ENTRY_ENG_NAME: VAR어AR
여 INDICATOR： VARCHAR
余 DEFINITION: VARCHAR
쇼 USAGE_RULE: VARCHAR
饥 OBJECT_CLASS_QUAL: VARCHAR
条 OBJECT_CLASS_TERM： VARCHAR
夺 PROPSITY_TERM_QUALIF1ER: VARCHAR
金 PROPERTY_TERM： VARCHAR
令 DT_KOR_REPRESENT_TERM_QUAL： VARCHAR
으 DT_ENG.R田RESENT_TERM.QU■虬: VARCHAR
令 REPRESENTAT1ON_TERM: VARCHAR
夺 ASSOCIATED_OBJECT.CLASS_QUAL: VARCHAR
会 ASSOCIATED_OBJECT_CLASS: VARCHAR
辭 BUSINESS_TERM: VARCHAR
佥 CADINALITY_MIN: VARCHAR
夺 CADINALITY_MAX: VARCHAR
备 SYNONYMY: VARCHAR

，으 ID: VARCHAR

W FILE_NAME: VARCHAR
요 FILE_PATH: VARCHAR
您 COMMENTS: VARCHAR
Q UPDATE_TIME: DATE
侮 OR曲：VARCHAR

T8G1?_BEL아理 T_J徊LE__________________J|

f SEQ: INTEGER
鲁 K EY: VAR아* R_______________ __ ______________
< TBG17_INPUT_DATA_TABLE_K EYTv^CHaSTtPKT

挚 TBG17_INPUT_DATA_TABLE_NO: INTEGER (FK)
钮 ID: VARCHAR
奪 DIC_ENTRY_KOR_NANE: VARCHAR
奪 DIC_ENTRY_ENG_NAME： VARCHAR
金 INDICATOR: VARCHAR
9 DEFINITION: VARCHAR
金 USAGE-RULE： VARCHAR
윻 OBJECT_CLASS_QUAL; VARCHAR
氽 OBJECT_CLASS_TERM： VARCHAR
尊 PROPERTY_TERM_QJALIFO: VARCHAR
令 PROPERTY_TERM: VARCHAR
绦 DT_KOR_REPRESENT_TERM_QUAL: VARCHAR
参 DT_ENG_REPRESENT_TERM_QUAL: VARCHAR
岛 REPRESENTATION_TERM： VARCHAR
金 ASSOCIATED_OBJECT_CLASS_QUAL： VARCHAR
a ASSOCIATED_OBJECT_aASS: VARCHAR
骚 BUSINESS_TERM： VARCHAR
參 CARDINALITY_MIN: VARCHAR
金 CARDINALITY_MAX: VARCHAR
솒 BUSINESS-PROCESS： VARCHAR
绿 REGION： VAR거AR

OFFiaAL_CONSTRAINTS： VARCHAR
發 PRODUCT: VARCHAR
> INDUSTRY: VARCHAR
@ ROLE： VARCHAR
金 SUPPORTING_ROLE： VARCHAR
題 SYST티이—CONSTRAINTS： VARCHM
尊 COMMENTS： VAROHAR
웒 ORD: VARCHAR
参 SLEVB.: VARCHAR
參 SYNNYMY: VARCHAR

〈그림 6> 데이터베이스 구조

트의 이름을 키로 사용한다. 루트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는 TBG17_INPUT_TABLE에 저장 

되는 반면에, 이에 종속되는 하위 엘리먼트들 

은 TBG17_DATA_SHEET_TABLE에 저장 

된다. 이 테이블의 구조는 TBG17_ 

INPUT_TABLE의 구조와 거의 유사하다. 기 

타 자식 테이블로는 개발 이력을 관리하는 

TBG17_HIST0RY_TABLE, 승인 여부를 관 

리흐谜 TBG17_C0NFIRM_TABLE, 비즈니 

스 문맥을 SUB_TBG17_INPUT_TABLE, 

코드 값을 관리하는 TBG17_C0DE_ 

VALUE_TABLE 등이 있다.

4. 시스템 구현

기업간 표준 전자문서 개발 지원 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TBG17 제출 양식을 생성하고, 

검증하고, 변환하여, 중앙등록저장소에 제출 

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TBG17 

제출 양식에 의한 표준 전자문서 개발을 효율 

적 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클라이 

언트에서 작성된 스프레드 시트 파일을 서버 

로 올려 보내는 방법과 함께, 웹 상에서 스프 

레드 시트를 직접 편집하는 방법을 자바로 지 

원하고 있다. 전자는 사용자가 기존에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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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후자는 언제 어 

디서나 웹을 사용하여 제출 양식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자가 어떤 방 

식을 이용하든 제출된 표준화 자원을 이 시 

스템의 자체 데 이터베 이스에 저장하는 과정 

은 동일하며, 이 데 이터베 이스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제출 방법은 상호 연결된다 （즉, 전자를 

통해서 제출된 내용은 후자를 통해서 편집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가능함）. 또 

한 모든 부하가 서버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일부 기능은 컴포넌트화하여 클라이 

언트로 내 려 받아 실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은 표준 전자문서 개발 지원 시스 

템의 홈페이지로서 승인된 개체들의 목록（내 

항선 입출항 보고와 전자세금계산서 ）을 제시 

하고 있다. 신규로 TBG17 제출 양식을 작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정보등록/신규' 메 

뉴를 선택하여,〈그림 8〉과 같이 생성하고자 

하는개체의 이름을 입력하고 신규등록' 버 

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그림 9〉와 

같은 TBG17 제출 양식 （웹） 의 편집 이 가능 

하게 된다. 이 그_림의 상단에 있는 기능 버튼 

을 이용하여 새로운 노드를 입력하거나, 삭제 

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 

집 상태에서 시스템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

KIK 哲구펂자거専习啊

O 篆渗전차螢서 자礬瞄
芟준힝掛꽌히 : 渉사헝 j •도욯畫

정보승인

舍훤 彎廠『匕口

등록마이다

E己

巴

가知이름 （영문 > 合인 상地

Coasts Vessei Arrival Departure

서제야늖印글）

Tax Invars, DHtaHe

ABE

恬묶널기

20C6~03'31

〈그림 7> 표준 전자문서 개발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緩 산규

Occ 선택 : ?住 褰포년뜨 整형 O하귤 옌兵히駕 □印关饭0쨔효김变I 미——리*  ?气爰 엔트리명 ◎心蝴

Q m，끅 W쑹허泓 q（%）Llke

j 瞼비号 咨 구[]주문B겅 皿 上 !h（ （

卩牝 I "J， Purchase Order Req니emt Details ..... .

[ 신규등록 1 「검잭들록.] 厂신규등록（서식） I

〈그림 8> 개체 신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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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개체 신규 작성을 위한 TBG17 제출 양식（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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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工___
〈그림 10〉새로운 노드의 생성 및 편집

* 검색

鬱한글 앤튼햐憲 

對뗭長옌燹리명

巴Memko 차료검셕

©=(Equal)

- ©(%) Like

©bKe (%)

- @ (%) 니知 (%)

J 囹为

©비즈니스 용어

相뚇희어

©Document Name

검翌머 : ］전자세금계산서

i등表아이녀 ［거체이춈（한귤） |재玲이묨（여모） pH 쵸旨형 .： 隹噩눨•저

0 2008G42D101 f04KIEC3787S7 전자純귬莓산서 Tax invoice. Details ABE 200B-0S-27

E 200GQ330210338KIEC 987797 전자侦금筏산서 Tax invoice, Oelaite AfiiE 细宪T塔-29

0 200e0201i85eG7KIEC674977 전자섀금계산서 Tax invoice. □변如传 ABIE 20ffi-02-87

（a）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 결과

急 검색

題한글엔트리명 図 REMK。자료검색

◎ 翌문 엔흐리며 。住 仙깄）

©坦즈니스 ■굠머 0(%) Like

◎ 동외어 © Like (%)

O Documen： Name 니加 （%；

검색어 :（전차피크체잔저二二I — i ［걸쯘）

1가체 벼鹽 1 1豊靜차계
出젼 1 개超畀혐 1 码’ 一….’"「 - 1

전자残금계산서

（Schema）
KSEC L0 XML Doc 굘톰

업종 굥蜃으로 사용하는 전자세금계근서 스키마. 문서혛琲 : Schers XML 전자呈서，KEC 전자룬서, 

EC1F 표준셰금게산서

쩐자將곰계산•서 KJEC :;ML I'DC •芸耍
꺼조공蜜부受，셰공제산서豊 전지적요琵. 발행한 M지悝서료 고매；자외 芸2자가 상为해얘 죄한 風금계,廿서 

를 전자적으로 밡婪/승인하는데 사各되는 전자문서, 문서彎曲 : Schema. XML 江자誌서. KEC 전자운/

（b） 중앙등록저장소에 대한 검색

〈그림 11> 표준 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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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미리보기와 변환 기능

장하거나, 등록저장소에 제출하거나, 검증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0〉과 같이 '노드입력' 버튼을 클릭 

하여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정 

보를 직접 입력하거나,〈그림 11〉과 같이 자체 

데 이터베 이스나 중앙등록저장소에 대한 검색 

을 통해 기존의 개체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자체적 인 데 이터베 이스에 

저장된 논리적 표준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법으로 변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즉, 

UN/CEFACT TBG17 제출 양식에 포함된 

정보를 가지고 XML Schema, XML 인스턴 

스 템플릿, 엑셀 파일로 변화할 수 있다. (물 

론, 엑셀 파일로 업로드된 내용도 자체적 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이와 같은 변환 

작업이 모두 가능하다.) 편집화면 상에서 미 

리보기' 버튼을 이용하거나, 검색을 통하여 

제시된 특정한 개체(여기서는 전자세금계산 

서)를 선택하면,〈그림 12〉와 같이 이 개체의 

구성요소와 함께, 다른 형식으로의 변환을 처

리할 수 있다.〈그림 13〉과〈그림 14〉는 

TBG17 제출 양식으로부터 변환되어 생성된 

XML Schema와 인스턴스 템플릿을 보여준 

다. XML Schema 생성시, TBG17 제출 양식 

의 엔트리 이름(Entry Name), 객체 클래스 

용어 (Object Class Term), 프로퍼티 용어 

(Property Term), 표현 (Representation 

Term) 등의 요소들을 이용한다. XML 인스 

턴스 템플릿은 XML Schema를 준수하는 최 

소한의 사례 문서를 생성하여 사용자가 필요 

한 전자문서를 쉽 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한다. 엑셀 파일은 TBG17 제출 양 

식의 구조와 동일하게 생성되며,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6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11권 제4호

3 XMLSche^a ； 回흔형삭으호 로亓了 : 변환 j 스키마 다운로드 I 닫기

Taxinvsice ■-

<xsd：schematargetNamespace="urn：kr：cirg：kiei：：data：A9gregaieBusinessim이TnaiionEntitiesSchemaMod니e：1：0" elementFormDefault="qualified"
attributeFormDefault="unqualified"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xmlns：rsm="urn：krorg：kiec：data：RootSchemaModule：1：0"
»nlns：ram="urn：kr：org：kiec：data：AggregateBusinesslnformationEntitiesSchemaModule：1：0" xmlns：qdt="urn：kr：org：kiec：data：QualifiedDataT!1i'pesScfiemaModule：1：0"
xmlns：udt="urn：kr：org：kiec：data：Unqu5difiedDataTypesSchems^odule：1：0">

<xsd：importfiafnespace="http：//www.w3.org/200l/XMLSchema7>
<xsd:import namespace="urn：un；unece：uncefact：documentation：1：l7>
<xsd： import nam@spaces"um：ki‘：Qrg：kiec：data：AggregateBusingss}ntormatmnEmitiesSchemaMomie：1：07>
<xsd： import namespace="urn：kr：org：kiec：data：QualifiedDataTypesSchemaModule：l：07>
<xsd：import namespace="um：kr：org：kiec：data：UnqualifiedDataTypegSchemaMod  나 e：W/〉

<xsd： import namespace="urn：kr：org：kiec：codelist7>
<xsd：element name="Taxlnvoice" tj?pe="ram：TaxlnvoiceType">

<x$d: annotation〉

<xsd：documentation sourc"http：//www.kiec.or.kr/kis">전자세금계산서 Ox$d：dQCumentatiQn〉

</xsd：annotation>
</xsd：element>
<xsd：complexType name="TaxlnvoiceT!fl)e">

<xsd：sequence>
<xsd：element nam 村'邮게 cationArea" type="ram： ApplicationAreaType">

<xsd：annotation>
<x$d：documentation source="htip：//www.kiec.or,kr/kis">전자세금계산서, 응용 명역〈/xMEocumantation〉

</xsd： annotation〉

</xsd：element>
<xsd：element name="DatajiVea" typ e=" ram： D aiaAreaTyp e" >

<xsd：annotation> .

〈그림 13> TBG17 제출 양식으로부터 변환된 XML Schema

［珂휸형작互W亘亓疆 晅再「一旬즈턴^诲亘트 ■■■ ［탇키

<Taxlnvoice xmlns="urn：kr：org：kiec：data：AggregateBusinesslnforniationEntitiesScheniaModule： 1：0">
<ApplicationArea>

<Creatio nDateTime > 20(K-09-2STia 49： 45</C re ati 미1 D ateTime >
<Signature/>
<Serviceldentrfier schemeldentifier="string~ schemeName=,string" schemeAgencyldentifier="string" schemeAgencyName="string" 

scheme Versionldentifier^string'^string^Serviceldentifie^
<Extension/>

</ApplicationArea>
<DataArea>

<Header>
<Documentlds>

<Documentld>
<Documentldentifier schemeldentifier="string" schemeName="string" schemeA9encyldentifier="string" schemeAgencyName="string" 

scheme Versionldentifier^'string'^string^DocumentldenWie^
</DocumenHd>

</Documentlds>
<DocumentDateTime>20l4-09-1ST08：18： 33</D o c u mentD ateTi me>
<DescriptionText langua9eldentifier=,,string~>string</DescriptionText>
<DocumentReferences>

<PurchaseDocumentReference>
<!—Optional：—>
〈identifier schemeldentifier=-string" schemeName£'$tring" s아)emeAgencyldent而er="string" s다)emeAgencyName="$tring" 

schemeVersionldentifier="string">string</ldentifier>

〈그림 14> TBG17 제출 양식으로부터 변환된 XML 인스턴스 템플릿

http%25ef%25bc%259a//www.w3.org/2001/XMLSchema
http%25ef%25bc%259a//www.w3.org/200l/XMLSchema7
http://www.kiec.or.kr/kis%2522%253e%25ec%25a0%2584%25ec%259e%2590%25ec%2584%25b8%25ea%25b8%2588%25ea%25b3%2584%25ec%2582%25b0%25ec%2584%2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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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d：schema iargetbJamespace="urn：kr：org：kiec：data：AggregateBusinessIntormationEntitiesSchemaModule； 1:0" elementFormDefaull-'qualified" 
attributeFormDefaull="unqualified" xmlns： ^sd="http：//www. w3, org/2001/XML3chema" xmlns：rsm="urn：krorg：kiec：data：RootSchemaModule：1：0" 
xmlns：ram="urn：kr：org：kiec：data：AggregateBusinesslnformatiDnEntilie3ScheniaModule：l：0" xmlns：qdt='urn：kr：org：kiec：data：Qualifief1DataTypesSchernaModule：1：0" 
xmlns：udt="urn：kr：org：kiec：data：UnqualifiedDataTypesSchemaMadule； l：0">

<xsd：import namespace="http：//www. w3.org/2001/XMLSchema7>
<xsd：import namespace="urn：un：unece：uncefact：documentation：!J7>
<xsd：import namespace^urn^rorg^iec^datiAggregateBusinessInformationEntitiesSchemaModule：!^"^
<xsd：import namespace-,,urn：kr：org：kiec：data：QualifiedDataTypesSchemaModule：1：0'7>
<xsd:import namespace="urn：k.r：or9：kiec：data：UnqualifiedDataTypesSchemaModule：1：0,7>
<xsd：import namespace=''urn：krsrg：Kiec：codelist"/〉

<xsd：element name="" type="ram：PurchaseOrderRequestType">
Cxsd: annotation〉

<xsd：documenlation source="http：/7www.kiecmkr/kis''>구매주문요청〈/xsciscumentaticin〉
</xsd：annolation>

</xsd：element>
<xsd：complexType name="PurchaseOrderRequestType">

<xsd：sequence/>
</xsd：complexType>

</xsd：schema>

〈그림 15> 표준 정보 관리를 위한 승인 과정

5.결 론

이 논문에서는 등록저장소를 기반으로 기 

업간 표준 전자문서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 

을 제시하였다. 이 시스템은 UN/CEFACT 

TBG17의 제출 양식을 중심으로 자체 데이터 

베이스와 등록저장소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 

여 표준 전자문서를 정의하고 이를 등록저장 

소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 과정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나 엑셀 파 

일을 자체 편집하여 파일을 올리거나,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통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웹 상에서 자체 데 이터베 

이스와 중앙등록저장소의 기존 자원을 재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발 작업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체 데 이터베 이스에 

저장된 표준 전자문서 정의를 바탕으로 웹 제 

출 양식, XMLSchema, XML 인스턴스 템플 

릿, 엑셀 파일 등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서, 추가적인 부담 없이 논리적인 스키마를 

물리적인 스키마로 변환할 수 있으며, 두 가 

지 사용자 입력 방법의 완벽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개발된 자원들은 중앙 

등록저장소에 제출되어 승인되면 중앙등록저 

장소 상에서 공공의 서비스로 모든 사람이 이 

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핵심 컴포 

넌트 방법론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향후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에 따라서 TBG17 제출 

양식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개념적 

w3.org/2001/XMLSchema7
http://www.kiecmkr/kis''%253e%25ea%25b5%25ac%25eb%25a7%25a4%25ec%25a3%25bc%25eb%25ac%25b8%25ec%259a%2594%25ec%25b2%25ad%25e3%2580%2588/xsciscumentaticin%25e3%258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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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핵심 컴포넌트와 비 

즈니스 정보 개체를 개념적인 수준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이 TBG17 제출 양식으로 자동 변환되어 

제출 양식 작성의 연속성과 편리성을 제고하 

게 될 것이다. 둘째로 XML Schema로부터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구현 

모델을 생성하는 것과 함께 실제 사용 가능한 

전자문서 양식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것이 

다. 전자문서 양식의 경우 추가적인 편집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 전자문서 

개발 수명주기 전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셋째로, 재활용을 위해서는 지능적 인 검 

색기능이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서 BSR(Basic 

Semantic Registry) [2,기과 연계하여 REMKO 

에 등록된 내용을 정교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문헌

[1] 김형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정보모델 

기반의 전자문서 구조 개발지침 (ECIF 

104 : 2004)," 2004 ECIF 정기총회 및 기 

념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2004년3월.

[2] 오삼균, “기본의미등록기의 RDF/OWL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권, 3호 2003년9월.

[3] 한국전자거래진흥원,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 v3.0," 2005년5월.

[4] 한국전자거래진흥원, "REMKO：Registry 

& Repository of ebXML in Korea, 

http: //  ： 8000/jsp/menu/in 

dex.jsp, 2006년.

www.remko.or.kr

[5]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Biz 표준화 백 

서,” 2006년8월.

[6] Hofreiter, B. and C. Huemer, “B2B 

Int^ration-Aligning ebXML and Ontology 

Approaches/' Proceedings of the First 

EurAsian Conf, on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eheran, Iran, October 2002.

[7] ISO, “Basic Semantic Register (BSR)," 

ISO/TS 16668 : 2000, 2000.

[8] Jelliffe, R., “The Schematron : An XML 

Structure Validation Language using 

Patterns in Trees/  http:  

/xml/resource/schematron/schematronJitml 

,2002.

* //www.ascc.net

[9] Li, J.B. and J. Miller, "Testing the 

Semantics of W3C XML Schema/  

Proceedings of the 29th Annual Int' 1 Conf, 

on Computer Software and Applications, 

July 2005, pp. 443-448.

*

[10] OAGi, "Open Application Group 

Integration Specification 9.0,M 2006.

[11] OASIS, "RELAX NG Specification," 

Committee Specification, Dec. 2001.

[12] OASIS, 아Universal Business Language 

1.0," September 2004.

[13] OMG, Unified Modeling Language 

Specification (Version 1.3), http：//www

http://www.remko.or.kr
file:////www.ascc.net


UN/CEFACT 제출 양식 기반의 기업간 표준 전자문서 개발 지원 시스템 65

.omg.org/, 1999.

[14] OpenTravel Alliance, "OpenTravel Alliance 

Message Users Guide," Version 1.0, June 

2006.

[15] Roy, J. and A. Ramanujan, “XML 

Schema Language : Taking XML to the 

Next Level," IT Professional, Vol. 3, No. 

2, 2001, pp. 37-40.

[16] Rumbaugh, J., I. Jacobson, G. Booch, 

The Unified Modeling Language Reference 

Manual, Wesley, 1999.

[17] UN/CEFACT, "Core Component

Technical Specification v2.01,” November 

2003.

[18] UN/CEFACT, "Submission Guidelines 

and Procedures vl.O," September 2004.

[19] UN/CEFACT, “XML Naming and 

Design Rules v2.0," February 2006.

[20] UN/CEFACT, “TBG17 Library 

Administration Procedures vl.O,” March 

2006.

[21] W3C, "XML Sliema,” http ：//www 

. , 2006.w3.org/XML/Schema

저 자 소 개

안경 림

1989.

1993.

2004.

1995 〜 현재

2004 〜2004.

2005 〜 현재

2005 〜 현재

2006 〜 현재 

관심분야

（E-mail : krahn@paran.com）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보공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전기전자및 컴퓨터공학 （박사수료）

f쥐KL-Net

KIEC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준비위원회

KIEC 전자문서 W/G,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위원

ISO JTC/SC34 전문위원회

KIEC TAG 위원

ebXML, X400, 보안, 정보모델링, XMI

omg.org/
w3.org/XML/Schema


66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권 저〕4호

김형도

1985.

1987.

1992.

1993-1999.

2000-2002.

2002-2006.

2004-2006.

2003 〜 현재 

관심분야

（E-mail : hdkim@hycu.ac.kr）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박사） 

個데 이콤 EC인터넷 연구/기술 팀장 

아주대학교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교수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 포럼 전자 문서 기술위원회 부위원장 

ebXML 전문위원회 위원장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XML,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프로세스 디지털 워터마킹, 

아키텍쳐, 객체지향모델링, 데이터 마이닝 등

박찬권

1987.

1989.

1996.

1989-2002.

1996- 1997.

1997- 2003.

2003 〜 현재 

2006 ~ 현재 

관심분야

（E-mail : chankwon@hycu.ac.kr）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

LG전자（주）

서울대학교 자동화시스템연구소 특별연 구원

영산대학교 정보경영학부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전자거 래 진흥원 전자문서 워 킹그룹위 원장 

XML, 전자문서, ERP/SCM, 정보시스템 개발 방법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