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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목표 
Web 기반 오피스 공유 프로그램 

문서협업관리 DVM개발 
(완성된 프로그램 배포) 

공개SW 신시장창출 
(문서협업도구개발 커뮤니티 sdoc.linux.co.kr)  

협업관리의 어려움 문서공동관리의 어려움 독점화된 Office시장 

•  다중 협력작업에 대한 협력도구 부재 

•  Platform 에 종속적인 도구 

•그룹웨어, ERP로  협업불가 

•  기존 솔루션에서 문서파일관리 어려움 

•  사용자별/단계별 파일접근방법 미비 

•  비효율적인 문서관리 UI 

•  협업트랜젝션처리에 관한 기술비공개 

• 특정회사의 제품에 종속 

• 관련기반기술의 비공개 

• 상용제품으로 핵심기술공개 불가 

• 특수포멧에 대한 의존성 문제 

국내외 문서협업프로그램 

NIPA 

㈜수퍼유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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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내용및 범위 

   본 과제의 결과로 오피스 분야의 공개 S/W 인 " Web Office " 제품이 개발/배포되며  
이 " Web Office " 는 실무 오피스 분야에서 공개 S/W의 도입을 촉진 시킬수 있으며 공개 S/W 에 
대한 인식 및 기술력을 재고 할 수 있다. 또한, 협업기능에 의한 문서 업무의 실시간 소통과 공유로 
어느 곳에서나 확인 수정이 가능하며 물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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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내용및 범위 

핵심 Core 

블록에 대한 작업시 발생하는 transaction은  Core Programs 를 통해 
Transaction Control 이 되고, 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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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문서추출변환기술 

DVM 서버상에서 client와 client간의 문서내역을 추출변환하여 DVM 서버상에서 
공통된 타임라인을 제공하고 상호협의가 완료되면 트랜젝션이 완료되어서 완성된 
문서로서 저장 

다중OS 플랫폼지원 해당 OS에 표준 WEB 기능만 제공되는 브라우저만 설치가되어도 표준규격을 사용하여 
이기종간의 호환에 문제가 없는 상황제공 

다중브라우저 
공통핸들링 

현재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다종의 브라우저에 특정한 plug-in 추가나 ActiveX등의 추
가 설치없이 브라우저의 기본기능만으로 문서공동작업과 인터페이스구현이 가능한 기술 

WEB기반 인터페이스 WEB상에서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이고 분명한 UI를 제공하여 사용자 확산에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술 

특수코드지원기술 문서공유기능을 제공하고 소스코드를 공동개발하기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보편적인 특수코드(ASC등)를 사용하지 못하여 작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이 사용이 가능
하게 하는 기술 

사용중인 문서의 
event트랜젝션  
추적/관리 기술 

공동작업시 공유작업구간을 블록화 하여 트랜젝션을 보장하는 기술로서 공동작업기능의 
핵심기능이 되며 문서의 무결성과 접근 용이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총괄적인 핵심기술 
 

작성된 문서관리의 구
조화 기반 관리기술 

공동 작업으로 문서가 작성이 완성된 후 재사용을 위해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디렉토리 구조의 파일 관리가 가능한 구조화 관리기법 
 

2. 개발내용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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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생성 

Owner : drwon 

Save 

share 

Button 문서 생성 

Contable 저장 

협업 지정/분배 

사용자 추가 

Uesr: sjpark 

공유자의 Orignal page 에 원본 데이터 담김. 

Infotable 저장 

공유자의 work page 에 지정 문서 단락 전달 수정완료  
:확인요청 

문서 호출 

수정된  자료는 오너
의 작업 페이지로 간
다 

OK 
전체 문서 통합 후  
저장 

2. 개발내용및 범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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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달성도 

 개발 계획서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기술서 

 산출물 명세서  

 개발 계획도표 

 프로그램 

 테스트 평가서 

 운영 매뉴얼 

 개발 매뉴얼 

 프로젝트 커뮤니티 

산 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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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달성도 

sdoc_library.js 

Sdoc_array_showlist 

Sdoc_array_split 

Sdoc_divpdfchange 

Sdoc_docs_delete 

Sdoc_docs_split 

Sdoc_docs_sverupdate 

Sdoc_documents 

Sdoc_documents_print 

Sdoc_documents_savedbfi 

Sdoc_image_get 

Sdoc_new_documents 

Sdoc_share_blocksave 

Sdoc_share_blockmodify 

Sdoc_share_showlist 

Sdoc_share_useradd_stor

Sdoc_share_userdel 

Sdoc_title_change 

Tcpdf 

완성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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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결과물의 우수성 

번호 산 출 물 설 명 완료 공개등록 

1 개발 계획서 개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및 계획을 다룬 문서 √ √ 

2 요구사항 명세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서 
개요,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기타 요구사항을 조사한 
문서 

√ √ 

3 설계 기술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부분을 기술한 문서 
전체 설계를 통한 전반적 구조를 설계하고, 상세 설계는 상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 문서 

√ √ 

4 산출물 명세서 본 프로젝트의 산출물 리스트 명시한 문서 √ √ 

5 개발 계획 도표 개발의 전반적이 일정을 표시한 도표로 WBS로 작성 √ √ 

6 프로그램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 √ √ 

7 테스트 평가서 테스트 계획 및 결과를 작성한 문서 √ √ 

8 운영 매뉴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 운영 가이드 ) √ √ 

9 개발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매뉴얼 ( 개발 가이드 ) √ √ 

10 프로젝트 커뮤니티 본 프로젝트 커뮤니티 ( sourceforge.net에 등록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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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결과물의 우수성 

문서 소유자와 협업자는 같은 화면을 보고 있지만 문서 소유자는 협업 설정
및 사용자 추가를 할수 있지만 협업 사용자는 단순 문서작업만을 할수 있다. 

문서협업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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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결과물의 우수성 

별도의 디스크 저장없이 cloud 형식으로  
웹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파일관리자 

파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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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결과물의 우수성 

문서의 버전관리 개념이다. 전체문서의 버전과 블록으로 나눠진 블럭
버전이 각 블럭단위로 저장이 되어 버전관리가 용이해졌다. 

버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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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결과물의 우수성 

인터페이스 구현 성과 결과물의 기능 구현 성과 

결과물의 성능 구현 성과 
기 타 구현 성과 

번호 기능 대분류 목표 
달성율(%) 

1 회원 정보 관리 기능 100% 

2 문서 화면 분할 기능 100% 

3 문서 메뉴 기능 100% 

4 버전 관리 기능 100% 

5 협업 기능 100% 

6 폴더 관리 기능 100% 

7 문서 변환 기능 100% 

8 폴더 공유 사용자 관리 기능 100% 

9 문서관리 협업 사용자 관리 기능 100% 

번
호 

성능 목표 달성 목표 
달성율(%) 

1 신뢰성 100% 100% 100% 

2 수행 속도 3초 이내 0.6초 500% 

3 가용성 100% 100% 100% 

번호 인터페이스 목표 달성 

1 웹 파일 인터페이스 구현 구현 완료 

2 웹 문서인터페이스 구현 구현완료 

번호 항목 목표 달성 

1 보안성 구현 구현완료 

2 유지 가능성 구현  구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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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1) 기능성 테스트를 위해 전체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여 87개의 기능 중 16개의 결함이 발견 됨 (86%) 
2) 주로 요구사항 및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된 기능 오류임 (페이지 링크는 100% 안정성을 보임) 
3) 결함 재현 빈도가 항상 발생하는 가시적인 결함이 많아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중간 등급(Major)의 오류가 주

로 발견됨 

신뢰성 

1) 제 3자가 리스크를 분석하여 임의로 수행한 테스트 중 얼마나 많은 테스트가 Pass되었는지를 검증 
2) 총 50개의 Test case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16개의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테스트기간중 수정 및 수정완료 

사용성 

1)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쉽게 사용하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는지를 검증 
2) 주로 매뉴얼의 리뷰 및 매뉴얼에 정의 되지 않는 기능 중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제 3자 테스트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기준을 반영 
3) 전체 인터페이스 링크 78개 중 13개의 인터페이스 항목에 대하여 테스트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오류를 판단 

※ 자료 : STA 테스트컨설팅 

4. 개발결과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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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성 

1) 주어진 리눅스 환경에서 협업 프로그램 패키지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는지 검증 
2)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 매뉴얼 상에 존재하는 설치 과정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설치 후 기본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당 설치 스크립트를 조정진행(APM셋업을 해야하는 서버용 프로그램의특성) 

효율성 

1) 성능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통하여 기본적인 시스템의 응답 시간을 검증 
2) 평가기준은 일반적인 웹 페이지 응답시간을 참고하였음 

응답시간 

4. 개발결과물의 우수성 

※ 자료 : STA 테스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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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결과물의 우수성 

STA테스팅컨설팅 수정 결과 

번호 버 그 내 용 확    인 

1 SuDocs 개인사용자 설치시 과정 설명 미흡 
사용자메뉴얼, 

개발자메뉴얼 수정완료 

2 문서도구_이미지 업로드 에러 
한글 깨짐으로 인한 버그 

수정완료 

3 로그인시 메시지 표시로 사용성 떨어짐 
기존 메시지 표시에서 

경고창으로 수정 

4 파일관리자에서 파일이 없음에도 업로드 화면 실행 파일이 없으면 경고창 표시 

5 자동 로그아웃 부분 에러 서버셋팅 수정 완료 

6 문서도구_에디터부분 이전,이후기능 오류 
IE9,FF,Chrome,Safari,Opera 

사용테스트 완료 

7 회원가입 ID,E-Mail 중복체크 오류 중복체크 수정완료  

8 문서도구_협업 저장부분 오류 수정 완료 

9 문서도구_부분 프린터 오류 정상 출력 확인 

10 파일 관리자 부분 링크 오류 링크 수정 완료 

17 



5. 사업비집행적정성 

본 과제는 수행시 계획한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미 사용금액 8,844원초과 수행 기간 중 

발생한 이자  31,397원은 반납 예정 

본 과제는 계획한 사업비를 위 내역과 같이 집행 하였다. 관련 자료는 “공인 회계법인 삼덕”에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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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urceforge.net/projects/sudocs 
         http://sdoc.linux.co.kr  

기술적인측면 

- Event 트랜젝션 추적 관리 
- xml 문서 추출/변환기술 
- 다중 OS Plaform 에 대한 지원 
- 다중 브라우저 공통 핸들링 기술 
-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술 
- WEB 기반 인터페이스 작성 기술 
- 구조화 기법 관리기술 

 

경제산업적측면 

- MS IE 의 종속성 탈피 
- 다중 브라우징 환경제공 
- Office분야의 다양한 접근 
- Mobile 환경의 활용분야 증대 
- Offline 문서 수요 감소 
- 공개SW의 활성화에 기여 
- 저비용 고효율로 시장참여 
  기회부여 

 
문서표준화 

XML Base 플랫폼 독립적 

문서재사용 

6. 결과물의 활용성 

기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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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물의 활용성 

시장창출 

리눅스 포탈의 고객사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테스트 참여기업
을 모집 
- 2011년 12월 15일 현재 아래의 기업/기관이 테스트에 참여중 

번호 참여주체 활용현황 평가 

1 리오엘리(쇼핑몰) 사내 웹페이지 개발 소스공유 평가진행중 

2 흥아타이어(제조) 해외출장 직원에 대한 원격 업무 공유 오피스연동 문의 

3 부경대학교(중앙전산원) 상주인력 보고서 작성용 원격작업 활용참여 평가진행중 

4 삼정터빈(제조) 
EDMS(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공유작업 옵

션으로 도구활용 
평가진행중 

5 나누미넷(호스팅) 
본사(서울)와 지사(부산,대구)간 회의록작성 

협업도구로 사용 
오피스연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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