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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협업을 수행 하면 행위의 공개수준 및 인식한 정보의 

수신여부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

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협업시스템

과 WebDAV 프로토콜, CoSlide 협업시스템과 CoSpace 

협업 클라이언트, 자바 메시지 서비스,  CASSIUS[16]에 

대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행위 인식 지원에 관하여 살

펴보고, 4장에서는 Awareness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

로써 협업시스템 서버와 CoSpace 클라이언트의 확장에 

관한 설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5장에서는 협업에서 

Awareness를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

하여 살펴본다.

2. 관련 연구

 

2.1 협업 시스템

  가상의 공동 작업공간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작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협업지원 시스템으로

는 GMD의 BSCW, 캘거리 대학의 TeamRooms[17]과 

울산대학교에서 개발한 iPlace와 CoSlide 협업시스템 등

이 있다.

2.2 CoSlide 협업 시스템과 CoSpace 클라이언트

  CoSlide 협업 시스템은 CoSlide 서버와 CoSlide 서버

를 이용하는 CoSpace 클라이언트가 있다. CoSlide 서버

는 시스템 사용자들이 자원 공유를 지원하는 Jakarta 

Slide 서버의 확장으로써 협업 구성원들 간의 자원 공유

를 위한 그룹작업장을 지원하며, CoSpace 클라이언트는 

개인작업장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더불어 그룹작

업장과 공개작업장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사

용자는 CoSpace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분산저작 처리

의 자동화,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한 파일이동 등의 고

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2 자바 메시지 서비스 (Java Message Service)

  자바 메시지 서비스는 Sun Microsystems에서 만든 엔

터프라이즈 메시징을 위한 API이다. 메시징 시스템은 분

리된 어플리케이션이 비동기적으로 신뢰성 있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2.1 자바 메시지 서비스 모델

  JMS는 두가지 형태의 모델을 제공하는데 그 하나는 

발행/구독(publish-and-subscribe)이고, 다른 하나는 지

점간 큐잉(point-to-point queuing)이다. JMS 규격에서

는 이들을 ‘메시징 도메인’(messaging domain) 이라고 

부른다. 또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JMS 클라이언트를 ‘생

산자(producer)’라 부르며, 메시지를 받는 JMS를 ‘소비

자(consumer)’라 부르며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는 시스템

은 MOM(Message-Oriented Middleware)라 부른다. (그

림 1)은 자바 메시지 서비스의 두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자바 메시지 서비스 모델 

2.2.2 Open JMS

  OpenJMS[18]는 ExoLab에서 제작한 JMS를 기반의 

메시지 서비스이다. OpenJMS는 Sun Microsystem 사의 

JMS 설계를 이용하여 구현 하였으며, 소스를 공개하였

다. OpenJMS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토픽과 큐 메시징 모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영속적·비영

속적인 메시지 전송 모델을 가진다. 영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를 사용

하였으며, 큐 브라우저와 셀렉터를 사용하였고, 동기·비

동기 전송 시스템을 가진다. 또한 관리자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지원하며, XML을 기반으로 한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다. 메모리와 데이터베이스의 가배지 

콜렉션을 지원한다.  

2.3 WebDAV

 WebDAV(Web-based Distributed Authoring and 

Versioning)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컨텐츠의 비동기

적인 협업 저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WebDAV는 HTTP/1.1 프로토콜의 확장을 통하여 사용자

들에게 원거리 서버들의 파일들을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메 소 드 기  능

HEAD, TRACE 네트워크 행동을 찾고 추적하는 기능

GET 문서 검색

PUT, POST 문서를 서버에 전달

DELETE 자원 삭제

MKCOL 컬렉션 생성

PROPFIND, PROPPATCH 자원의 속성을 검색하고 설정

COPY, MOVE 이름 공간 문맥 내에 있는 자원 관리

LOCK, UNLOCK 덮어 쓰기 방지 기능

OPTIONS 서버가 지원하는 메소드 출력

[표 1] 웹데브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

  WebDAV의 기능은 협업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성

을 이용한 자원관리, 덮어쓰기 방지, 이름 공간 관리 등

이 있다. 웹데브는 각각의 기능들을 위해 [표 1]에서 보

는 것과 같이 HTTP1.1의 메소드도 사용하고 있으며 일

부 메소드는 더 확장하였고 몇몇의 메소드들은 추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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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ASSIUS

  CASS(Creating Awareness with Subscription 

Services) 전략이란 유비쿼터스 인식 환경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CASS 전략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인식

과 협업을 지원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공동작

업 강화가 목표이다. CASS 전략은 인식 환경에 기초한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위한 지침을 다음의 범주에서 제공

한다.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관심 있

는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식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CASSIUS(CASS Information Update Server)는 유비쿼

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사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설계된 서버이다. 이벤트를 자동으로 알리기 위

해서는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를 서버에 등록한다. 두 번

째로, 감시할 객체, 즉 정보의 리스트와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서버에 알린다. 세 번째로, 서

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인식 정보들의 리스트를 보여준다. 

네 번째로, 감시되고 있는 정보들은 계층구조를 통해 클

라이언트에게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서버는 사용자의 요

구와 서버의 인식 형태와 같은 많은 정보를 감시한다. 

3. 행위 인식(Behavior Awareness) 지원

  본 논문에서는 Awareness를 지원하는 CoSlide 협업시

스템을 설계하였다. 협업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기 위하여 시스템은 협업 구성원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진행 상태에 관한 정보를 다른 구

성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행위 인식은 

협업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에 핵

심을 두고 있다. 또한 인식한 행위의 공개수준 여부와 

수신여부를 참조하여 관련된 구성원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인식에 관한 정보를 설정

하고 수신할 수 있다.

① 사용자 로그인에 관한 정보 수신

협업 구성원의 로그인 정보를 수신하여 다른 구성원들

의 상태를 알 수 있다.

② 행위 정보 수신여부 설정

사용자는 다른 구성원의 행위로 인해 전달되는 정보의 

수신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특정 자원에 관한 행위 정보 수신

사용자는 특정 자원에 대한 인식을 설정하여 자원을 이

용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④ 행위 정보 공개수준 여부 설정

특정자원에 관한 행위 정보의 공개수준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관리자 등급의 권한에서만 설정 가능)

4. Awareness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CoSlide 협업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

보고, 자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Awareness를 지원

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4.1 CoSlide 협업시스템의 구조

  CoSlide 협업시스템은 CoSlide 서버와 CoSpace 클라

이언트로 이루어진다. CoSlide 서버는 협업에 필요한 가상

작업공간을 지원한다. 가상작업공간으로는 개인이 작업한 

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작업장, 협업시스템 

서버에 소속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협업에 참가하여 공동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개작업장 그리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작업그룹을 위한 작업공간인 그룹작업장이 있다. 

사용자는 CoSpace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CoSlide 서버

에 접속해 개인작업장, 공객작업장, 그룹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은 CoSpace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구조적으로 표현한 구조도 이다.

(그림 4) CoSpace의 구조도

 

4.2 Awareness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시스템 서버 설계

  본 절에서는 Awareness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시스템 

서버의 설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협업시스템 서버는 확

장된 CoSlide 서버와 자바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Open JMS 서버로 구성된다. (그림 3)은 설계된 협업 시

스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확장된 CoSlide 서버는 

CoSpace 클라이언트로부터 발생한 행위정보를 추출하

여 Open JMS 서버로 보낸다. Open JMS 서버는 사용

자들의 행위 정보 공개수준 여부 및 행위 인식수준에 관

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행위 인식 설정에 따라 정

보를 분류하여 다른 사용자의 CoSpace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된다.

(그림 5) 업시스템 서버의 구조 

4.3 Awareness를 지원하기 위한 CoSpace 클라이언트

의 확장

  CoSpace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은 협업시스템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새폴더 생성, 업로드, 다운로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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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삭제하기 등의 기

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협업시

스템 서버는 행위를 인식하고 행위 인식 설정에 따른 정

보를 분류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CoSpace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된다. 

  Awareness를 지원하기 위하여 CoSpace는 다른 사용

자의 행위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불필요한 정보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행위 인식 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4)는 그룹

작업장의 작업장을 선택하고 수신리스트와 비수신 리스

트를 관리하는 그룹작업장 설정화면이다. 사용자는 이런 

설정을 함으로써 수신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행위만 수신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 그룹작업장 설정 화면 

  (그림 5)는 CoSpace를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의 행위

를 받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용자의 행위는 

AwarenessMessage로 받게 되고, 받은 메시지들은 

AwarenessLog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

필요한 메시지들을 삭제할 수 있으며, 받은 메시지들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7) CoSpace에서 Awareness 메시지 수신

5. 협업시스템 서버를 이용하는 시나리오

  본장에서는 협업에서 협업시스템 서버를 이용하여 협

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협업의 구성원들은 로

그인, 자원생성, 자원수정 등의 행위를 발생한다. 협업시

스템서버는 이를 인식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정보를 

행위 인식 설정에 따라 분류하여 전달한다. (그림 6)는 

협업시스템 서버를 이용하여 협업을 수행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업을 수행하는 시나리오

ⓐ ~ ⓔ 사용자A는 로그인, 자원생성, 자원수정 등의 행

위를 발생한다.

① 사용자1은 다른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전달되는 정보

의 수신여부를 받지 않도록 설정하여 다른 사용자로 인

해 발생되는 행위정보를 수신하지 않는다.

② ~ ③ 사용자2는 다른 사용자의 행위를 모두 받음으

로 설정하여 다른 사용자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행위정

보를 수신할 수 있다.

④ ~ ⑤ 사용자3은 특정 자원에 관한 행위 정보 수신으

로 설정하여 다른 사용자가 지정한 자원에 관한 행위를 

발생했을 때에만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⑥ 사용자4는 자신의 행위를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다.

(단 사용자4는 협업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이어야 한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협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행위 인식 지원을 위하여 Awareness를 지원하는 협업시

스템인 확장된 CoSlide 서버와 CoSpace의 설계에 관하

여 기술하였다. Awareness를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은 

CoSlide 협업 시스템에 WebDAV 프로토콜과 자바 메시

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협업 구성원들이 행위 정보 공개

수준 여부 설정 및 특정 자원에 관한 행위 정보 수신 설

정, 행위 정보 수신여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업에서 

이를 이용하면 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이 원활하게 다른 

구성원의 행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

인 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기술된 Awareness를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여 협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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