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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데스크탑 및 웹 사이트에 분산된 개인 컨텐츠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웹 2.0 과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하고 분산된 개인의 모든 컨텐츠를 통합 관리해

주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고 분산된 개인의 컨텐츠를 데

스크탑에서 관리해주고, 이를 개인용 서버를 통하여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 컨텐

츠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YouFree 의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데스크탑과 웹 사이트에 분산

된 개인의 컨텐츠를 종류에 관계없이 통합된 모델을 이용해서 관리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1. 서론 

인터넷 검색 엔진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 검색 툴이

나 시스템은 다양한 컨텐츠나 링크, 앵커 태그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놀라운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검색의 추세를 보면 웹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데스크탑에서 정보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우며, 

데스크탑을 포함하여 웹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데이

터를 검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오늘날

의 현실이다 [5].  

사용자가 파일을 관리하던 기존에 윈도우 탐색기는 

단순히 파일을 계층 구조로 분류하는 기능만을 제공

해 주었다. 좀 더 특화된 Microsoft Outlook 이나 

Google 의 Picasa2 와 같은 프로그램도 주소록이나 그

림 파일들과 같이 한정된 종류의 컨텐츠를 관리해주

는 특화된 컨텐츠 관리 도구이다.  

그러나, 최근 웹 2.0 패러다인의 붐으로 Google 

Docs & Spreadsheet 이나 flickr 와 같은 웹 어플리케이

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자의 컨텐츠가 여

러 웹 사이트에 분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어플리

케이션의 등장으로 컨텐츠의 종류나 포맷도 다양해 

지고 있다. 개인이 고급 컨텐츠를 제작하여 집단 지

성을 만들어 내게 됨에 따라, 개인의 막대한 컨텐츠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

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고 분산된 개인의 컨텐츠에 

대해 통합된 모델을 적용하여 데스크탑에서 관리해주

고, 이를 개인용 서버를 통하여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YouFree 시스템의 한가지 서비스로, 통합된 모델을 이

용해서 데스크탑과 웹 사이트에 분산된 개인의 컨텐

츠를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으며, 파일 시스

템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일관성 있

게 유지해 준다. 

 

2. 관련연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

의 컨텐츠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솔루션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해결 방향에 따라 

데이터를 개인의 단말에서 관리하면서 이동성을 지원

해주는 방법과 데이터를 서버에 두고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정보의 접근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는

데, 웹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에 접속만 되면 서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네트웍이 연

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접근 불가능하며 속도가 느

리다는 단점 때문에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용자는 데

이터를 데스크탑에 저장한다. 따라서, 웹상의 데이터

를 오프라인 시에도 접근할 수 있는 Dojo Offline 

toolkit[1]이나, 데스크탑의 데이터를 웹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웹 기반 파일 시스템인 MS Foldershare 서비

스[2, 3] 등이 앞으로의 개인 컨텐츠 관리의 중요한 이

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MS 의 SIS [5] 는 MS 의 검색 인덱스 시스템 위에서 

구현되어 사용자가 이전에 접근했던 컨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MI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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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stack[7]은 RDF 모델을 이용한 사용자 정보 관리 

도구를 제안한다.  

한편, 웹 어플리케이션에 분산된 개인 데이터를 관

리하는 TAGMAS[8]는 태그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3.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 

3.1 YouFree  

YouFree 는 이동식 디스크를 기반으로 개인의 작업 

환경의 이동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YouFree 는 

이동성 지원을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에 위치하며 어

떠한 형태의 호스트 PC 에 위치해도 무방하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리소스는 크게 컨텐츠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들)로 나뉘는데, YouFree 는 사용자의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고 이동성을 지원하는 개인 플

랫폼으로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개인 컨텐츠 관

리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는 웹 어플리케

이션으로 제공되며 이는 특정한 서버 시스템을 이용

하는 것이 아니라 YouFree 내의 개인용 서버를 통해 

제공된다. 즉, YouFree 내의 파일 시스템 및 개인용 데

이터베이스에서 리소스 관리를 하며, 개인용 웹서버

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YouFree 의 구조 

 

3.2 데이터 모델 

YouFree 에서는 다양한 분산된 개인 컨텐츠에 대해 

통합된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며 이 모델은 이동형 개

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YouFree 의 개인의 컨텐

츠는 크게 다음 세가지로 분류된다.  

A. 데스크탑 파일들 (예. 워드 문서, JPG 파일 등) 

B. 웹 페이지와 같은 URI 로 가리켜지는 컨텐츠 

C. YouFree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컨텐

츠  

위의 세가지 컨텐츠는 한가지 모델을 상속하여 구

현된다. YouFree 내부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계는 (그

림 4)와 같다. 

 

3.3 뷰 

YouFree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개인의 모든 

종류의 컨텐츠와 서비스에 대해서 통합된 모델을 이

용하므로 이에 따라 통합된 뷰를 제공한다.  

뷰에서 컨텐츠의 제공 순서를 정하는 기본 원칙은 

사용자가 한번 봤던 문서를 다시 보기 쉽도록 해준다

[2]는 것이다. 즉, 컨텐츠의 종류와 상관 없이 최근에 

이용했던 리소스를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을 이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웹 페이지 접근의 58-81%

은 이전에 한번 접근한 페이지에 대한 재접근이다[9].  

사용자가 컨텐츠를 검색하는 다른 한가지 키는 관

련된 문서들을 함께 찾을 때, 한가지 종류의 컨텐츠

에서만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컨텐츠

를 검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서를 작성할 때 

그 일을 하게된 이메일을 검색하고, 문서에 삽입할 

그림을 찾다가, 그림을 찾기 위해서 웹 사이트를 검

색하는 등의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일련의 검색을 수

행한다는 것이다[7].  

 

 

(그림 2)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의 대표 화면 

두 가지 관찰을 통해, YouFree 개인 컨텐츠 관리 시

스템은 모든 종류의 컨텐츠에 대해서 통합된 시간 순

서의 가시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미리보

기 기능과 각 컨텐츠를 편집하고자 할 때 윈도우 연

결 프로그램을 실행 시켜준다. 이에 대해서는 파일 

변경 감시 에이전트(SPY)에서 설명한다.  

사용자가 한번 접근한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는 통합

된 모델에 의해 기록되고, 그 종류에 관계없이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시간 순에 의해 가시화 된다. 검색

에 있어서도 문서, 그림, 웹 페이지, 즐겨 찾기 등 다

양한 컨텐츠에 대한 통합 검색을 해주며, 이때 사용

자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해 컨텐츠에 대한 태깅

(Tagging) 기능을 제공한다. 

 

3.4 컨트롤러 

YouFree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의 컨트롤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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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모델을 관리하는 컨트롤러들과 파일 시스템 영

영역을 감시하는 파일 변경 감시 에이전트의 두 가지

로 구성되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

다. 

데이터 모델을 관리하는 컨트롤러는 Ruby on Rails 

프레임웍 기반으로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의 

컨트롤러로 설계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그림 4)에 

기술되어 있다. 

 

3.5 SPY : 파일 변경 감시 에이전트 

위의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한 세가지 컨텐츠는 

YouFree 개인 컨텐츠 영역에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저장된다. 

 

A. 데스크탑 파일들은 YouFree 저장 영역에 파일

로 저장되고 YouFree 데이타베이스에 접근 방

법이 기록된다. 

B. 웹 페이지 등은 URI 와 같은 접근 방법이 기

록된다. 

C. YouFree 내부 컨텐츠는 YouFree 데이터베이스

에 직접 저장된다. 

 

파일 변경 감시 에이전트(SPY)는 개인 컨텐츠 영역

의 모든 파일들을 관리하고 감시한다.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

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컨텐츠 영역의 

파일들을 변경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반영하지 못

하고 관리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과 다른 결과를 보여

주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도

구나 호스트 PC 에 설치된 어프리케이션을 통해 파일

을 저장하였을 때, 파일 시스템의 변화를 감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필요

하다. 

파일 변경 감시 에이전트는 커널 수준에서 파일 생

성, 열기/닫기, 파일명 변경, 파일 삭제 등의 동작을 

감시하여 동작이 발생한 파일의 경로, 이름, 크기, 접

근 시간 등 파일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파일 변경 감시 에이전트는 커널 수준에서 파일에 

대한 변경을 감시하는 SPY 파일시스템 필터 드라이

버와 이 파일시스템 드라이버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SPY Runner 로 구현되었다.  

 

 

(그림 3) 파일 변경 감시 에이전트 구조 

 

위의 그림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YouFree 에서 관리하는 파일에 접근하면 그 중간에서 

SPY 파일 시스템 필터 드라이버가 파일 접근 처리 

결과를 가로채어 파일 정보를 SPY Runner 에게 통보

하게 되고 SPY Runner 가 파일 정보를 YouFree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스파이 프로그램의 다른 기능으로 개인 컨텐츠 관

리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주는 데스크탑 파일

에 대한 연결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준다. 따라서, 

YouFree 의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관리하는 컨

텐츠에 대한 서비스 연결을 지원한다. 

 

4. 구현 

본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Ruby on Rails 프레

임웍 위에서 Ext JS 1.3 자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YouFree 개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웹서버 Apache 

Http, 데이터베이스 MySQL, 서버 플랫폼 Ruby on 

Rails 프레임웍이 각각 내외장 드라이브의 임의 디렉

토리에서 설치 없이 바이너리로 동작한다.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MVC 모델에 따라 Ruby on 

Rails 프레임웍에서 개발되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Ext JS 1.3 자바 스크립트 라

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그림 4) Ruby on Rails 프레임웍을 이용한 모델-뷰-

컨트롤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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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그림 혹은 문서 파일들, 방문한 웹

페이지, 즐겨찾기, 스크랩한 문서들에 대한 통합된 모

델을 이용하여 개인 컨텐츠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사용자는 최근에 사용한 컨텐츠를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컨텐츠를 가

시화 하며, 파일 시스템의 변경을 감시하여 데이터베

이스에 반영한다. 

YouFree 는 개인용 서버 기반의 작업환경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개인의 통합 서비스 시스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기술된 개인용 컨텐츠 관리 시스템 외의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서비스, 개

인 미디어 관리 시스템 등의 서비스들이 추가되고 있

고, 이를 통합하면 개인의 스케줄에 기반한 개인 컨

텐츠 뷰잉 기능과 같은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개인 컨텐츠 관리에서 한가지 중요한 이슈는 웹사

이트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이다. 아이디/패

스워드에 대해서도 통합된 모델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향후 연구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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