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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ebDAV(Web-based Distributed Authoring and Versioning)는 웹 기반의 분산 작과 버 리를 지

원하는 표  명세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비동기 인 업을 지원하는 표  하부구조를 

제공한다. 특히 WebDAV의 속성 리 기능은 자원의 주요 정보를 속성으로 설정하여 리할 수 있는 기

능이다. 이러한 WebDAV의 속성 리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자유롭게 속성 리가 가능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업시스템  자원공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을 통한 문서  데이터의 리를 제공하는 응용시스템의 개발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한 WebDAV 로토콜의 확장과 이를 이용하여 기업내에서 생성되는 기술문서  도면 문서에 

한 업을 지원해주는 도면공유시스템을 개발하 다. 확장된 WebDAV의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응용시

스템 개발자는 사용자 속성을 정의함으로써 어 리 이션을 간편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웹 서

버에서는 복잡하게 구 해야했던 자원에 한 잠 리  버 리 기능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 서  론

  웹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공유와 다양

한 업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가져왔다. 기업의 업무

가 로젝트 심으로 변화되면서, 기업에서는 축 되는 

자료의 효과 인 공유와 리를 한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웹을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리하기 한 방법으로

서, 기존에는 응용 시스템들이 일반 인 웹 통신 로토

콜인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로토콜을 

활용하 다. 그러나 HTTP는 지원 메소드의 기능이 제한

이어서 안정 인 자원의 공유를 지원하고 리하기 

해서는 복잡한 구조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 트웨어 업

체들은 각자의 고유 로토콜들을 HTTP 로토콜에 추

가로 정의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 하여 응용시스템을 

구 하고 있는 실정이다. HTTP 로토콜에 각자의 고유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의 지원은 유사 응용 시스템들 간

의 상호 운용성이 결여되어 시스템의 확장이나 통합의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1,2]. 이에 웹 

기반 시스템들 간에 상호 운용을 보장하기 하여 웹 기

반의 표 화된 분산 작과 버 리의 필요성이 증가되

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산하의 작업 그룹에 의해서 WebDAV 

(Web-based Distributed Authoring and Versioning) 명

세가 1999년 2월에 발표되었다[3]. 

  WebDAV는 웹 통신 로토콜인 HTTP/1.1을 확장한  

로토콜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비동기

인 업을 지원하기 한 표  하부구조를 제공한다

[3]. WebDAV의 주요 기능으로는 잠  리(Lock 

Management), 속성 리(Property Management), 컬 션

(Collection), 이름 공간 리(Namespace management) 

등이 있다. 그 에서 WebDAV의 속성 리는 자원의 

주요 정보를 속성으로 설정하여 리할 수 있는 기능이

다. WebDAV 자원에 한 새로운 사용자 속성의 정의와 

그 속성의 리는 으로 속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담당한다. 사용자 속성의 자유로운 설정은 웹을 통한 자

원의 공유나 업지원과 같은 웹 기반의 응용 시스템을 

WebDAV 기반으로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WebDAV의 사용자 속성 리를 효과

으로 지원하는 DavUP(WebDAV User property design 

Protocol) 로토콜[4]을 이용하여 개발자들이 웹을 통한 

문서  데이터의 공유를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를 이용한 응용으로 기업내에서 생성되는 

기술문서  도면 문서의 리를 체계 으로 지원해주는 

도면문서 리시스템의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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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 로토콜  련연구

WebDAV에 한 표 안에 제안된 이후 보다 강력한 

로토콜의 기능을 보완하기 한 다양한 로토콜 확장

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인 것으로 버 리 

기능을 구 하는 DeltaV[5], 근제어 리를 한 

Access Control[6], 웹 자원에 한 효율 인 검색을 지

원하는 DASL[7]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존 

WebDAV 로토콜 확장에 한 연구에 하여 기술한

다.

  2.1 WebDAV 로토콜 련 연구

   2.1.1 DeltaV

WebDAV는 웹상에서 효율 인 자원 작을 제공하

고 문서의 교환이 가능하게 하기 해서 자원의 다  버

을 지원한다. 이것은 자원이 시간의 경과됨에 따라 진

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가능한 잘 재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효과 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WebDAV 로토콜의 이름이 가지는 분산된 작과 버

리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재 정의된 WebDAV 

로토콜은 단지 문서의 원격의 업 인 작을 한 

기능들만을 제공하고 있다. 

IETF의 DeltaV 작업 그룹은 버  리를 하여  

DeltaV 로토콜을 한 핵심 정의 문서를 개발하 다. 

DeltaV는 WebDAV 환경에 속해 있는 버 과 변형들을 

지정할 수 있는 자원의 환경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한

다. 이것은 WebDAV 환경 속에서 자원의 버 리를 다

루기 하여 HTTP/1.1을 확장한 집합을 정의하 다. 

HTTP와 WebDAV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본 인 메소드

와 함께 DeltaV는 11개의 추가 인 메소드들을 정

의하 다[5]. 

2.1.2 Access Control

HTTP/1.1과 WebDAV는 근 제어를 한 어떠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웹 서

버들은 나름 로의 근 제어 모델을 지원한다. 근 제

어는 다  사용자, 분산된 작 환경에서는 심각한 문제

이다. WebDAV 근 제어 로토콜 명세서는 WebDAV

의 자원에 한 근 제어 목록을 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ACL 메소드를 가지도록 확장하 다[6].

자원이 생성될 때 근 제어 목록(ACL)으로 알려진 

자원으로부터 기본 인 근 제어 속성들의 집합을 상속

받는다. 상속은 정 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ACL 소스

의 차후 변동이 새로운 자원의 근 제어 속성들에 반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한 동 으로 될 수 있다. 

즉, 차후 변동이 새로운 자원의 근 제어 속성들에게 

반 이 될 것을 말한다. 

2.1.3 DASL

DASL(DAV Searching & Locating)은 WebDAV 로

토콜이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검색 조건의 집합에 근거

하여 WebDAV 자원들을 한 효율 인 검색을 한 메

소드들, 헤드들, 그리고 문서 형식들의 집합을 구성하는 

확장을 정의하고 있는 웹 안이다. 

SEARCH 메소드는 질의에 일치하는 자원을 찾기 

하여 사용되어 진다. Request-URI는 검색 재인을 가리

킨다. 요청 몸체는 DAV:searchrequest라고 이름 지어진 

질의 문법을 지정하고 있는 XML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요소는 검색을 수행하기 해서 필요로 하는 다른 상세

한 부분과 검색 조건을 정의한다. 실제 검색 문법은 

DASL에 의해서 정의되어져 있지 않다. 서버는 SQL과 

같이 다수의 다른 질의 문법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질

의 문법은 자원과 그들의 문서 내용의 속성들을 검색하

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HTTP OPTIONS 메소드는 서버

가 지원하는 질의 문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

어 진다[7].

질의의 결과는 PROPFIND 메소드의 결과 형식과 같

은 모양의 XML 문서이다. 다 상태(multistatus)는 질의

와 일치하는 자원들을 가리키는 href를 응답 요소로 포

함한다. 응답내의 속성들은 SQL 문장의 SELECT  내

에서 것과 같은 질의 결과에 해당한다.

  2.2 WebDAV의 응용

WebDAV를 지원하는 응용 시스템의 종류는 크게 3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는 WebDAV의 서버로서 

WebDAV 자원을 장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에 

한 처리를 담당한다. 둘째로 WebDAV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가 서버의 자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WebDAV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

다. 한 이러한 WebDAV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용하

는 새로운 WebDAV 기반의 응용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WebDAV 기반의 응용 시스템의 사례로는 

WebDAV 자원을 이용하는 문서 리 시스템이나 콘텐츠 

리 시스템, 웹 기반 업 지원 시스템, 인터넷 웹 디스

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WebDAV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WebDAV 서버는 다양한 형태의 

구 장 공간을 가지고 HTTP/1.1을 통한 WebDAV 

로토콜을 이용하여 해당 자원의 리를 지원한다[13]. 

WebDAV 클라이언트는 HTTP/1.1을 통하여 자원의 정

보를 요청하고 수정한 후에 다시 해당 서버로 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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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ebDAV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 

   

   2.2.1 WebDAV 서버

WebDAV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버들이 출시되어 있

다. WebDAV 서버 제품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구 장 

공간 형태에 따라 운 체제 기반의 일 시스템, 문서 

리 시스템 그리고 환경 리 시스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각 구 장 공간 형태별 출시된 

서버 제품들을 분류하고 있다. 

구 장 공간 형태 련 서버 제품

일 시스템

-마이크로소 트사의 IIS 5

-아 치의 mod_dav

-Novell사의 Netware 5.1

문서 리 시스템

-마이크로소 트사의 SharePoint

-Xerox사의 Docushare 2.0

-Novell사의 Net Publisher

환경 리 시스템 -Software AG사의 Tamino Server

표 1 WebDAV 서버 제품들 

  

   2.2.2 WebDAV 클라이언트

WebDAV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제품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작용 응용 로그램에서 직

 WebDAV 서버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와 운

체제의 일시스템 드라이버처럼 작동하는 제품 그리

고 WebDAV 서버 탐색기 형태로 나  수 있다. 제품들

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Client type 련 제품들

작 응용 

로그램

-마이크로소 트사의 MS-Office 2000

-Adobe Photoshop 6, Acrobat 5, Go Live 5

-Micromedia Dreamweaver 4

-Excosoft Documentor

일 시스템 

드라이버

-SouthRiver Technology사의 WebDrive

-Apple MacOS의 webdavfs

-TeamStream사의 TeamDrive

-마이크로소 트사의 WebDAV Redirector

탐색기

-마이크로소 트사의 Internet Explorer

-U.C. Irvine의 DAV Explorer

-Apple MacOS의 Goliath

표 2 WebDAV 클라이언트 제품들 

   2.2.3 WebDAV 기반의 응용시스템

재까지의 WebDAV를 지원하는 응용 시스템은 

WebDAV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랫폼에서 구동하는 서버

와 클라이언트들이 개발되었다. 기존의 WebDAV 지원 

응용 시스템과 달리 WebDAV 기반의 응용 시스템은 

WebDAV 서버를 자원의 장소로 이용하면서 자원과 

속성 정보를 활용하는 응용 시스템을 의미한다. 련 사

례로는 ECCE[8], HATS[9], Posties[10] 등이 있다. ECCE

는 다양한 화학과 련된 문서와 자료 일을 장할 때 

ECCE에서 정의한 메타데이터와 연 된 WebDAV 사용

자 속성들을 사용하 다. 몇몇 WebDAV 기반의 응용 시

스템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다양하게 개발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WebDAV 명세는 WebDAV 기반

의 응용 시스템 개발의 활성화에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응용 시스템의 개발은 새로운 비즈니스 응용 시스템

이 가지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자원에 한 추가 인 

속성 정보, 개인 인 데이터 정보, 데이터들 간의 계 

정보 등의 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에 한 추가

인 정보는 WebDAV 속성 리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

다. 하지만, 지 까지의 WebDAV 서버와 클라이언트들

은 속성 리에 한 기능과 서비스 제공이 미약하다. 

부분의 WebDAV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은 WebDAV 자

원에 한 리과 웹을 통한 자원의 원활한 달을 통한 

WebDAV가 추구하는 원격 작 기능에 더 을 두었

다고 할 수 있다.

3. 효과 인 업 응용 모델의 설계 지원

  

  본 장에서는 DavUP를 이용한 업 응용 모델로서 웹 

기반 도면공유시스템을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도면 

공유시스템은 가상공간을 통하여 인증된 사용자들 간의 

설계  기술문서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을 제공한다. 한, 그룹 단 의 자원 공유를 지원하며, 

WebDAV 클라이언트[11]에 의한 업 도면 제작

(Drawing)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그림 4 도면공유시스템을 한 Collection 구조 정의

   3.1 도면 공유시스템의 구성

  도면공유시스템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WebDAV의 고유기능에 확장된 DavUP 기능에 의해 사

용자에게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구조이다. 도면공

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로젝트 단 로 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의 구성원들은  단 의 자료를 공유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2 도면공유시스템의 구성도

   3.2 DavUP를 이용한 도면 공유시스템의 설계

  DavUP를 확장한 WebDAV서버에서 도면공유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그림 3과 같은 단계를 수행한다. 도

면공유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도면  기술문서에 한 

공유와 업 설계 기능의 지원이다. WebDAV 기반에서 

이러한 공유기능을 지원하기 해서는 해당 가상 장소

의 특성과 련 데이터 모델에 한 정의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WebDAV에서는 이러한 응용시스템의 

특성이나 련 데이터의 타입을 정의하기 해서 속성

리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그림 3 DavUP를 이용한 도면공유시스템 구  

  

  WebDAV는 컬 션 속성의 이용하여 장공간의 특성

을 정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컬 션 속성에 따

라서 Collection에 장된 속성 정보에 따라 자원에 한 

근권한  업 도면 제작 기능의 수행 여부가 결정되

게 된다. 그림 4에서 정의된 Collection의 특성들은 도면

공유를 하여 생성한 공간이 어떤 그룹에 의해서 리

되며,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언제 생성되었는지에 해 기

술하고 있다.  

   3.3 도면 공유시스템의 활용

  WebDAV클라이언트를 통하여 도면공유시스템에 속

하는 사용자가 공유된 도면 문서를 열고 작하는 경우 

그림 5와 같은 내부 처리 차를 거치게 된다.  사용자

는 WebDAV 클라이언트를 통하여 WebDAV 서버의 이

름 공간 정보를 확인하고 작업을 원하는 자원(도면, 문

서)에 하여 열기 명령을 수행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

의 자원에 하여 잠  처리를 하고 로컬의 임시 장소

로 도면화일을 다운 받게 된다. 다운 받은 자원에 하

여 로세스 모니터링이 수행되며, 최종 으로 클라이언

트에 설정해둔 설계 작도구가 구동되게 된다. 로세

스 모니터는 설계 작도구의 구동 상황과 임시 장소의 

자원에 한 갱신 상황을 감시하고 사용자가 설계 작 

종료를 알려오는 경우, 최종 수정본을 사용하여 서버의 

원래 자원을 갱신하고 잠  해제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

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한 WebDAV의 잠  처리 차

를 사용자의 수작업 처리 없이 웹데  클라이언트가 내

부 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 도면 일의 작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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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Description

Open 도면 문서 열기

Lock 문서 열기 요청시 문서에 해 잠  처리 

Launch(PM)
작용 응용 로그램 로세스를 감시하기 

한 로세스 감시 데몬 

Launch 사용자 설정 작용 응용 로그램을 구동

Load 작용 응용 로그램이 해당 문서를 로딩

Edit & Exit
사용자가 작용 응용 로그램을 통하여 수

정 작업을 완료 후, 응용 로그램 종료

Save 

사용자가 문서에 한 수정 작업 에 장을 

하거나 응용 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 장 

작업이 수행. 임시공간에 장

Unlock 
장 작업이 성공 으로 수행되면 해당 문서

에 한 잠  처리를 해제

Put 

웹데  클라이언트가 임시 장 공간의 문서

를 해당 웹데  서버로 PUT 메서드를 이용하

여 장

표 3 WebDAV 명령어 설명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WebDAV의 사용자 속성 리를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한 DavUP 로토콜을 응용하여 가

상공간을 통하여 도면  기술 문서의 공동 작을 지원

하기 한 도면공유 시스템을 구 하 다. DavUP는 

WebDAV의 사용자 속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시스

템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그 목 이 있다. WebDAV 기반

의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방법으로는 WebDAV

의 사용자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WebDAV의 사용자 

속성은 사용자 측에서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 

속성의 자유로운 설정은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는 

업 응용시스템을 WebDAV 기반으로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개발된 시스템은 소규모의 설계 에서 생산

되는 설계  기술문서를 효과 으로 공유하고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도면공유시스템은 가상공간에 

장된 도면 문서를 공동으로 제작할 수 메커니즘을 제

공하며,  기반의 설계 도면 개발 로젝트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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