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SW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 

n-Screen 기반  개인 콘텐츠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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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개요 

지원 분야 (신규시장) n-Screen 서비스 개발 

과  제  명  n-Screen 기반 개인 콘텐츠 관리 시스템  

주관기관 (주) 나눔기술 

수행책임자 성 명 : 최 병 은,     직 위 : 수석연구원 

수행기간 2011. 06. 01 ~ 2011. 12. 15 ( 6.5개월) 

총 사업비 

(천원) 

정부 지원금 수행기관부담금 총 사업비 

200,000천원 67,000천원  267,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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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필요성 

1 

2 

3 

다양한 단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Needs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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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목표 

개인 콘텐츠 관리 저장소 

Smartphone,  IPTV(셋탑박스),  PC, Netbook, Tablet 단말 등 지원 

일정 미디어 사진 주소록 문서 

콘텐츠 저장, 단말 동기화, 문서 변환기 등 

... 

개인 콘텐츠(문서, 사진, 동영상, 일정, 주소록 등)를 n-Screen(PC, Mobile, IPTV 등) 을 통해 언제 어
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함. 특히 문서의 경우, 웹 포맷으로 변환하여 Web Browser만으로 조
회할 수 있는 thin client 실현함 

※ n-Screen : AT&T가 최초로 주창한 개념으로, TV, PC, 그리고 휴대전화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콘텐
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함 

※ Thin Client : Application 실행이 서버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사용자 측에선 Viewing만을 수행해도 되는 단순한 단말을 말함.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www.samsung.com/sec/system/news/content/2008/04/17/7871/20080417_01M.jpg&imgrefurl=http://www.samsung.com/sec/aboutsamsung/news/newsIrRead.do?news_ctgry=irnewsrelease&news_seq=7871&usg=__u9IZ604qxtnEF97zi2W9zqjwoBo=&h=383&w=515&sz=14&hl=ko&start=98&sig2=zo5a4wjfi-LkabCJEZzSVw&tbnid=NocZFZEvALq_BM:&tbnh=97&tbnw=131&prev=/images?q=tv&ndsp=18&hl=ko&lr=&sa=N&start=90&newwindow=1&ei=Lg6SSoeUH6W6tAPGxpQH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h10010.www1.hp.com/wwpc/images/emea/HP-Pavilion-dv2800-Notebook-PC_Verve_400x400.jpg&imgrefurl=http://j79sw.tistory.com/category/IT?page=3&usg=__nbXoyFDraUyPB-oW9SaXViaCcI8=&h=400&w=400&sz=16&hl=ko&start=21&sig2=lzvuk_qoaYmxKTkUAKUAEg&tbnid=kGJaFMIL7ZPk7M:&tbnh=124&tbnw=124&prev=/images?q=pc&ndsp=18&hl=ko&lr=&sa=N&start=18&newwindow=1&ei=VQ2SSp6HJZjwtAPJmbkH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cfs14.tistory.com/image/35/tistory/2009/02/16/16/25/499914ea2bd8f&imgrefurl=http://logfile.tistory.com/513&usg=__6ptHIm-zQXP3T4VFBG_nNlrNFQg=&h=392&w=468&sz=27&hl=ko&start=4&sig2=gHGItTQb1SNd4_V8fQnMJw&tbnid=S6Zjp4hH0k9zCM:&tbnh=107&tbnw=128&prev=/images?q=mid&hl=ko&lr=&sa=G&newwindow=1&ei=vg-SSpjWGIzwsQOus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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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결과의 활용예시  

회사, 여행지, 집 등 어디에서나 개인 콘텐츠(문서, 사진, 동영상, 일정, 주소록 등)를 개인 단말기로 
올리고 조회할 수 있음  

단말기 중 하나에만 등재하면 복수의 개인 기기에서 동일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와 일상을 즐길 수 있음. 

외부 회의 

• 일정등록(6월3일 

차기 미팅) 

• 회의록 등록 

외부 출장 

• 일정조회(아웃룩, 

모바일 앱) 

• 지난 회의록 조회 

여행 

• 여행 사진 및 동영

상 촬영 

가족 

 

• 사진, 동영상 감상 

• 원격지 가족 시청 

無재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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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목표시스템 

사용자의 단말기들에 분산 보관된 주소록, 일정, 문서 등을 가상공간에 저장하면 모든 단말기의 콘
텐츠가 동기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PC (Browser/Agent) 

WAS(Tomcat), WEB(Apache), OS(Linux) Android Hadoop, MySQL 

구조화 데이터 

분산 파일 시스템 

Mobile (App.) 

IPTV (STB) 

동기화 

서비스 

문서 

문서 변환기 

문서 뷰어 

동기화 서버 

푸시 서버 

디스크 

연락처 

저장소 
I/F 

클
라

우
드

 저
장

소
 I
/F

 
R
D

B
 I
/F

 

일정 

단말기기 정보 

사용자 정보 

단말기기 
I/F 

서
비

스
 배

치
 모

듈
 

Client App. Server Application Storage 

변환 

http 

vCard 

iCal 
Sync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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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1/3 

동기화 및 웹표준 기술을 적용한 파일, 일정, 연락처에 대한 웹과 모바일 서비스  

•디스크, 연락처, 일정 등의 
web application 및 mobile 
app. 등 구현 
 
•PC(탐색기, 아웃룩, 브라우
저), IPTV(STB), Mobile 
Device(App.) 등 각 단말에 
대응되는 Server 구축 
 
•Mobile 기기(Android 등)
에 따른 파일 업로드/다운
로드, 디렉토리 관리, 환경
설정 등 App. 
 
•각 콘텐츠를 표준 포맷
(iCal, vCard, xml 등)으로 
전환하여 단말기기와 상호 
교환 모듈 구현 
 
•Ajax와 Flash 기술을 적용
해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
현 

모바일 앱 및 PC client 서비스 

디스크 서비스 일정, 연락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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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2/3 

디스크 서비스에 업로드된 파일 중 문서의 경우, pdf나 jpg 등으로 변환처리하고 이를 PC나 Mobile 
기기에서 응용프로그램(MS Office, 한글 등)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여 public 서비스에 최적화된 
Thin Client를 구현함. 

서비스 설명 
- 각종 포맷의 문서를 
PDF 및 jpg 포맷으로 변
환하여 원본과 동시에 관
리함으로써 PC에 
viewer(응용 프로그램) 등
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
도  
- 문서에 대한 내용보기 
및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
해줄 수 있는 서비스 모듈
임 
 
문서 변환기 및 문서 뷰어 
- 통합 문서 뷰어(viewer) : 
hwp, ppt, doc, xls 등을 
Flash Viewer를 통한 조회 
- View Option 기술 : 비
율, 맞춤, 페이지 이동 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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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내용 (추가) 3/3 

과제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와 상용화 대비 측면에서  
1) Directory Share (anybody)  2) Share File Search  모듈을 추가 구현함. 

1) 개인 Directory 공유 

- 타 사용자와의 공유 

- 계층적 일괄 공유 

- 타겟 공유 및 그룹(기업, 

Community 등) 공유 서비

스 기반 모듈 

1 

2 

 

2) 공유 파일 검색 

- 개개인이 공유로 설정된 

Directory 내 파일 검색 

- 검색 결과 조회를 통한 사

용자 간 Buddy 링크 등 

Social 서비스 기반 모듈 

서비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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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비 성과 

과제 사업계획서 상의 범위 (목표, 추진체계, 사업비 등) 를 누락∙변경 없이 성실히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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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 

과제 결과물을 Sourceforge 에 GPL로 공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및 연구소에서 다양하
게 활용 가능함. 

개인 콘텐츠 관리 저장소 

Smartphone,  IPTV(셋탑박스),  PC, Netbook, Tablet 단말 등 지원 

일정 미디어 사진 주소록 문서 

콘텐츠 저장, 단말 동기화, 문서 변환기 등 

... 

본 과제 결과물 중소기업 및 연구소 활용 

문서변환기 

Cloud I/F 

Thin Client 모듈 개발 

Cloud 연동 모듈 개발 

표준 연동 

PIMS 연동 모듈 개발 

www.sourceforge.net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www.samsung.com/sec/system/news/content/2008/04/17/7871/20080417_01M.jpg&imgrefurl=http://www.samsung.com/sec/aboutsamsung/news/newsIrRead.do?news_ctgry=irnewsrelease&news_seq=7871&usg=__u9IZ604qxtnEF97zi2W9zqjwoBo=&h=383&w=515&sz=14&hl=ko&start=98&sig2=zo5a4wjfi-LkabCJEZzSVw&tbnid=NocZFZEvALq_BM:&tbnh=97&tbnw=131&prev=/images?q=tv&ndsp=18&hl=ko&lr=&sa=N&start=90&newwindow=1&ei=Lg6SSoeUH6W6tAPGxpQH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h10010.www1.hp.com/wwpc/images/emea/HP-Pavilion-dv2800-Notebook-PC_Verve_400x400.jpg&imgrefurl=http://j79sw.tistory.com/category/IT?page=3&usg=__nbXoyFDraUyPB-oW9SaXViaCcI8=&h=400&w=400&sz=16&hl=ko&start=21&sig2=lzvuk_qoaYmxKTkUAKUAEg&tbnid=kGJaFMIL7ZPk7M:&tbnh=124&tbnw=124&prev=/images?q=pc&ndsp=18&hl=ko&lr=&sa=N&start=18&newwindow=1&ei=VQ2SSp6HJZjwtAPJmbkH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cfs14.tistory.com/image/35/tistory/2009/02/16/16/25/499914ea2bd8f&imgrefurl=http://logfile.tistory.com/513&usg=__6ptHIm-zQXP3T4VFBG_nNlrNFQg=&h=392&w=468&sz=27&hl=ko&start=4&sig2=gHGItTQb1SNd4_V8fQnMJw&tbnid=S6Zjp4hH0k9zCM:&tbnh=107&tbnw=128&prev=/images?q=mid&hl=ko&lr=&sa=G&newwindow=1&ei=vg-SSpjWGIzwsQOus8kG
http://www.sourceforge.net/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http://www.samsung.com/sec/system/news/content/2008/04/17/7871/20080417_01M.jpg&imgrefurl=http://www.samsung.com/sec/aboutsamsung/news/newsIrRead.do?news_ctgry=irnewsrelease&news_seq=7871&usg=__u9IZ604qxtnEF97zi2W9zqjwoBo=&h=383&w=515&sz=14&hl=ko&start=98&sig2=zo5a4wjfi-LkabCJEZzSVw&tbnid=NocZFZEvALq_BM:&tbnh=97&tbnw=131&prev=/images?q=tv&ndsp=18&hl=ko&lr=&sa=N&start=90&newwindow=1&ei=Lg6SSoeUH6W6tAPGxpQH
http://imgnews.naver.com/image/bloter/2008/11/17/emccos08111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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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실용화 방안 

기능 고도화, Platform 전환, SaaS 버전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 및 기존 고객 상대
로 사업화 진행 

 현재 SKT Cloud Test-bed 수용용량을 4,000명 기준  
   약 20G 제공 가능한 10대 X 8TB = 80TB 보유∙운영 中 사업화  

준비사항  범위 外 개발 : 디렉토리 anybody 공유 
                      공유 파일 검색(search) 

•기존 300여 고객사 대상 

시범 서비스 (5G) 

•주관기관 서버 기반  운영 

1. 시범 서비스 

(2012년 초) 

•기업/친구 Space 

•온라인 편집 서비스 

•출판/공유 서비스 

•지원 단말 확대 

2. 제2차년도 

(2012년 중) •SK telecom Cloud 

Platform I/F 보유 

•고객사 사용자 20G  확대 

및 유료 전환 

3. SKT 클라우드 기반 운영 

(2012년 말) 

•중소기업 대상 SaaS 버전 

개발 

•주관기관 영업 채널 활용 

유치 

4. SaaS 버전 서비스 

(2013년) 

기능 
고도화 

Storage 
무한 확장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6&query=twitter logo&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0&start=14&a=pho_l&f=tab&r=14&u=http://blog.naver.com/starry?Redirect=Log&logNo=110066451644&thumbnail=http://thumbview02.search.naver.com/thumbnails?q=http://blogfiles.naver.net/20090807_179/starry_1249576415722jEGAl_png/twitter-logo-small1_starry.png&signature=364619549758&gdid=90000003_0000000000000019A078C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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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나눔기술은 1990년 창립이래 그룹웨어와 자료관 사업을 시작으로 KMS와 EDMS까지  
확장하여 EKP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SaaS 형태로 서비스 할 수 있는 Cloud Service Framework를 개발하
여 클라우드 자원을 On demand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개발함. 

원천기술을 보유한 전문 회사 

20년간 협업 솔루션 사업에 전념 

자체 기술력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관리 가능 

독립형 컴포넌트 기반 서비스 지향형 페타급 컴퓨팅 
기술 개발 수행 중 

우수한 기술력과 최상의 고객 만족도  

GS인증 및 SW 기업경쟁력 대상 수상 

SW 품질 신뢰성과 상호 호환성 등의 까다로운 심사
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업경쟁력 대상 평가에서 기
업경영 부문과 고객만족도 부문의 우수 업체 선정되
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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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웹기반SW 개발 및 공통시스템 구축 사업-SaaS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수행 

SmartEDM v2.0 GS인증 획득 

‘제 9회 대한민국 SW 기업경쟁력 대상’ 

독립형 컴포넌트 기반 서비스 지향형 페타급 컴퓨팅 플랫폼 기술 개발(4개년도) 

‘제 8회 대한민국 SW 기업경쟁력 대상’ 

‘KM/EDMS/ BPM 분야 우수상 

공개SW 기반 개발지원 사업-지식공유 및 관리 서비스 수행 

지식경제부 Saas 사업자  선정 

SmartKMS 2.0  GS인증 획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업 인증 

CMM 레벨 2 인증획득 

SmartFlow OSE II(그룹웨어) 행자부 인증시험 통과 

SmartArchive  (자료관시스템) 행자부 인증시험 통과 

SmartFlow GSE   (그룹웨어) 행자부 인증시험 통과 

상공부 기술집약형기업 선정 

과기처 기술용역 업체 등록 

나눔기술 설립 

2010 
HISTORY 

2009 
HISTORY 

2008 
HISTORY 

2007 
HISTORY 

2000 
HISTORY 

1993 
HISTORY 

1990 
HISTORY 

20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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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