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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이 리 보 되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형태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컴

퓨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업이 속하게 늘고 있다. 업시스템은 이러한  원거리 작업자들의 업

을 수행하기 해서 작업그룹을 형성하고 그들의 분산 작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다. 

CoSlide[1] 서버는 업지원 시스템 서버로 WebDAV 로토콜[2,3]을 기반으로 Jakarta Slide[4] 서버를 

확장하여 설계되었다. WebDAV 로토콜은 웹서버에 의해 리되는 문서를 구축하는데 유용하며 어디

에서나 속 가능한 웹기반의 일 스토리지로서도 사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WebDAV 로토콜을 지원하는 CoSlide 서버에 속하여 다양한 비동기 업 작업을 

수행하는 CoSpace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추가 확장하 다. 확장된 CoSpace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등록

된 공유자원의 버 리 기능을 용함으로써 업구성원들이 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정된 자원 사용의 혼란을 방할 수 있어 자원 리에 도움을 다. 한 여러 버 을 가지는 자원의 

컨텐츠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업구성원들이 자

원을 리하고 서로의 작업 내용을 비교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2 . 본   론

  기존의 CoSpace 클라이언트는 .net framework 기반구조의 도우즈 응용 로그램으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CoSpace 클라이언트는 CoSlide 업시스템 서버에서 제공하는 개인작업장, 그

룹작업장, 그리고 공개작업장에서 폴더추가, 일추가, 이름바꾸기, 잘라내기, 복사하기, 지우기, 붙여넣

기, 주석달기 등의 기능들뿐만 아니라 문서 자동 실행, 그룹작업장에서의 사용자 , 그룹작업장으로

의 참가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 되어 있다.  여기

에 버  리와 각 버 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확장하여 자원에 한 모든 변경 사항들을 장

하여 자원의 속성을 보장 한다. 확장된 CoSpace 클라이언트는 CoSlide 서버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

을 이용할 수 있고 자원 버  리 기능과 각 자원의 버 별 비교 기능이 추가 되었다.

  CoSlide서버는 Remote Versioning를 지원하기 해서 세개의 Basic Version Package들을 포함하

다. 확장된 CoSpace 클라이언트는 버 리 설정, 버  리포 , 체크아웃, 언체크아웃, 체크인을 통해 원

격으로 리소스의 버 을 리하고 각 버 을 로컬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버 리는 VERSION-CONTROL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리소스의 버 을 리할 수 있도록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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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다. 서버는 해당 리소스에 한 새로운 version history를 생성하고 새로운 버 의 리소스의 복사

본을 생성한다. 각 버 들은 REPORT 메소드를 통해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Version History 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체크인은 CHECKIN 메소드를 통해 리소스의 상태를 새로운 버 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체크아웃은 CHECKOUT 메소드를 통해 버  리되고 있는 리소스의 컨텐츠와 dead properties의 수정

을 허용 한다. 언체크아웃은 UNCHECKOUT 메소드를 통해 체크아웃 이 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확장된 CoSpace 클라이언트는 버  리기능에 AcroDiff를 이용해 두 문서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 리소스에 해서 여러 작업자가 업을 수행하는 경우 버  리를 통해 각 버 들의 형

상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수정된 리소스에 해서 다른 작업자들은 무엇이 바 었는지 차이를 알기 어

렵다. CoSlide 서버에서는 리소스의 각버 의 컨텐츠 내용의 차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

문에 AcroSoft의 AcroDiff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각 으로 다른 버 의 리소스에 해 차이 을 보여

다. 버  비교 기능은 history에 장되있는 각 버  확인을 원하는 두 버 을 선택하고 Diff 버튼을 

클릭하면 확장된 CoSpace 클라이언트는 로컬 디 토리로 각버 을 다운로드한 뒤 두 개의 리소스를 

AcroDiff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자동 실행 기능으로 확장하 다. 

3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을 수행할 때 자원의 효과 인 리를 지원하기 해 

CoSpace 클라이언트를 확장하 다. 확장된 CoSpace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원격지 서버에 등록된 자원

의 버 을 리하고 버  히스토리를 구성하며 각 버 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작업자들이 

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작업 충돌로부터 안 하고 효과 으로 자원을 리 할 수 있도

록 도와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동호, 신원 , 박진호, 이명 , “웹데  기반의 그룹 작업공간 지원”,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제

13권-C권, pp. 521-532, 2006년 8월.

[2] E. James Whitehead, Jr. and Meredith Wiggins, "WEBDAV: IETF Standard for Collaborative 

Authoring on the Web," IEEE Internet Computing, pp. 34-40, September/October 1998.

[3] Y. Goland, E. Whitehead, A. Faizi, S. Carter,D. Jensen, "HTTP Extensions for Distributed 

Authoring - WEBDAV," RFC 2518, Standards Track, February, 1999.

[4] Jakarta Slide, “http://jakarta.apache.org/slide/"

[5] AcroSoft, AcroDiff "http://www.acrosoft.pe.kr/"

[6] Jim Whitehead, "DeltaV:Adding Versioning to the Web", IETE Delta-V Working Group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5, No.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