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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라는 물리  네트워크 인 라가 차 안정화된 후,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기하 수  확

로 인한 서비스되는 콘텐츠의 양의 빅뱅 속에서 련된 콘텐츠와 서비스의 효율 인 리의 필요성이 

실히 두되었다. 이에 IT 반에 걸쳐 화두로 등장한 이슈가 바로 CMS의 도입이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CMS의 정의와 그 필요성과 도입효과에 해서 살펴보고, 다른 일반 인 시스템과 비교하여 

.Net Framework 환경에서의 CMS 구 의 특징과 장 에 해서 살펴보고 실제로 한국형 환경에 걸맞

게 구 한 K-Contents Pathfinder System에서 커스터마이즈된 Control, Placeholder, Work flow들의 기능에 

해서 요약 설명한다.

1. 서론

       CMS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의 약어이다. 쉽게 말해서,  콘

텐츠(내용물)를 관리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의미한

다.  콘텐츠의 범위는 IT환경에서의 서비스를 하기 위

한 것들로 한정지어지며, 분명히 그 대상은 특정 고객

이 있어야하며, 이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이 바로 

CMS이다. 1990년대 후반이 전반적인 IT의 Infra의 

구축에 대한 기술의 확산이 화두였다면, 2000년대 초

반을 걸쳐 중반에서는 이렇듯 갖춰진 시스템 환경에서 

얼마나 이에 관련된 콘텐츠를  정확하고, 신속하며, 효

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콘텐츠에 따

른 웹마스터, IT부서 간의 병목현상, 원하는 콘텐츠의 

손쉬운 검색의 필요성, 콘텐츠 내용 및 특성에 따른 네

비게이션 구조의 일관성(consistency)의 필요성, 실

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의 콘텐츠 출판 및 배포의 필요

성, 그리고  콘텐츠의 등급에 따른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의 필요성이 좀 더 지능적이고 robust

한 CMS시스템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Forrester Research사의 "Managing content 

Hypergrowth(2001)에 의하면 일반적인 'click-and 

motor' 회사(Online과 Offline에서 동시에 Business

를 하는 Store)의 웹사이트는 77,000 페이지를 포함

하고 있으며 매년 그 크기는 두 배로 들어난다고 예측

하고 있다.[1] 또 Garnet Group(2001)에 의하면 

2003년 글로벌 2000대 기업의 95%가 CMS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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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usiness로 전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CMS의 도입

효과에 해서 살펴보고, .Net 환경에서의 콘텐츠 

리 시스템 설계의 장 에 해서 살펴본 후 이를 한

국형 환경에 맞게 설계 구 한 K-Contents 

Pathfinder System에 해서 설명한다.

2. CMS의 도입 효과

    CMS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콘텐츠의 생성, 업

데이트, 디자인 변경 속도가 향상되며, 이에 따른 웹

사이트 리 인원이 감소하여 고객과의 커뮤니 이

션의 신속한 응이 가능하게 되어 그 유지비용을 

약할 수 있다. 

    둘째, 실시간으로 손쉽게 콘텐츠 신디 이션

(Contents Syndication)을 통해서 실시간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므로 기술 인 

지식이 없는 리자가 로그래머의 도움 없이도 콘

텐츠를 입력, 출 , 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비용  측면의 장

이 있다. 

    셋째, CMS는 업무의 형태뿐 아니라 조직 내의 

역할들을 효율 인 분업 체계로 재정립한다. 웹 제

작, 리 부분에서는 view와 data의 분리로 인해 화

면의 이아웃, 템 릿을 디자인하는 업무는 독립

으로 수행이 가능하고 개발자는 코딩에 한 부담을 

덜게 되고, 웹마스터는 이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넷째, 다양한 채 을 통해 콘텐츠의 달이 가

능하다. 유선뿐만 아니라 Mobile Device, PDA, 

E-Mail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에 손쉽게 연결이 가

능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달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한 품질 면에서도 콘텐츠 개시, 제거 

시 을 리함으로써 콘텐츠 변경이력의 책임 소재

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의 체

계화는 개인화된 정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있다. [3]

3. .Net 환경에서 CMS 구 의 특장

3.1 환경  측면의 장    

    .Net 환경은 구조 으로 Server 환경에서 확장

성(Scalability)와 신뢰도(Reliability)가 다른 시스템

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특히 웹 환경에서의 로드 

발란스된 환경에서의 그 성능은 트래픽을 감소시킨

다거나, fail over등을 support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robust) 환경에서 콘텐

츠를 좀 더 빠르고 효율 으로 mission critical한 규

모가 큰 콘텐츠의 웹사이트의 리를 효율 으로 생

성하고 배포하고 유지할 수 있다. [4][5]

이러한 장  때문에 사이트 리의 비용을 

감할 수 있다. 즉 비즈니스 사용자는 콘텐츠를 생

성하고 배포하고 리하는 데 있어 그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고,  개발자는 .Net Enterprise 

Server 환경에서 Visual Studio .Net  Content 

Management Server 2002등의 tool을 이용하여 

RAD environment에서 개발할 수 있으며, 주어진 

API와 Sharepoint Portal Server 등을 이용하여 시

스템의 특성에 맞게 맞춤식으로 구 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한다.[6]

(그림 1) .Net환경에서의 CMS 구성도

3.2 콘텐츠 생성, 배포, 장 측면에서의 장

       실제로 역할 기반 분산 배포 모델 

(Role-based distributed publishing mode)을 사용하

게 되면 콘텐츠 승인의 다  벨(multiple level)의 

work flow의 구 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콘텐츠를 

스 쥴링하고 백업할 수 있고, 갱신을 실시간으로 

트 킹할 수 있으며, meta-tagging과 content 

indexing의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용이한 검색을 

할 수 있다. 한 Microsoft Office를 통한 

Authoring Connector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MS 

Word에서 테스크를 생성하고 콘텐츠 갱신, 인덱스 

콘텐츠 등을 스 쥴링하고, 작성한 Word document

를 직  Web으로 publishing할 수 있어 Business 

User가 한 work flow 차만 거친다면 언제 어

디서나 쉽게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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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holder 

Name
Function

AttachWord

PHControl.cs

(Attachment 

Placeholder)

일반 SingleAttachmentPlaceholder를 

customizing하여 View형식을 한국형 

Look and Feel을 반 하기 해 일

형식 아이콘 일의 이름형태로 클

릭할 수 있도록 UI를 수정한 

Attachment Placeholder.

IFramePhCo

ntrol.cs

일반 SignleAttachmentPlaceholder를 

수정하여 첨부 일을 등록하는 부분

Control Name Function

MenuBar.cs

재 포스 의 채  카테고

리의 치를 표시하는 

Control

MenuChannel.cs

지정된 채  이하의 채  

 포스 을 Top-Down 형

식으로 나타내는 Control

ChannelPostingList.cs
지정된 채  이하의 채 을 

나타내는 Control

TableChannelTree.cs

IE Web　Control의 Tree를 

사용하여 채   포스 을 

나타내는 Control

LinkMove.cs
지정된 포스 으로 이동하

는 Control

SummaryControl.cs

 채 에 존재하는 포스

의 제목  요약정보를 나

타내는 Control

PostingPage.cs

 채 에 존재하는 포스  

  포스 의 이 /다음 

포스 으로 이동할 수 있는 

Control

3.3 웹 사이트 개발과 배포 측면에서의 장

       콘텐츠 기반 웹사이트를 구 함에 있어 

SOAP-based XML Web Service를 사용하게 되어 

XML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Repository 구성이 가

능하여 콘텐츠의 배포의 표 화, 공용화를 할 수 있

다.  .Net Class Library와 련된 Server Control

들을 사용하게 되면 개발의 용이성을 한층 증 할 

수 있으며 Managed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사용할 수 있어 좀더 유연하게 요구사

항에 맞게 Customizing이 가능하다. [7]

이 게 구 한 솔루션은 유연하고 확장 가

능한 배포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Deployment 

Manager를 통해 XML을 활용하여 Packaging하여 

Import할 수 있다. 한 Microsoft Application 

Center와의 통합으로 Site를 manual, automated, 

incremental, transactional하게 구성하여 차별화하여 

deploy할 수 있다. 

4. K-Contents Pathfinder System 세부 설계  

실제 구

       많은 장 을 지니고 있는 .Net 환경에서의 

특장 을 살리며 그 확장성을 활용하여 실제로 

MS Platform 하에서의 한국형  Contents 

Management System을 구 해보았다. 구 한 시스

템은 기존의 .Net Framework환경 하에서 한국형 환

경을 잘 수용하며 한국형 Look and Feel을 잘 반

하여 그 솔루션 이름을 K-Contents Pathfinder 

System으로 명명하 다. 

4.1 구  환경  기본 설계

기본 으로 .Net Enterprise Server 환경에서 

Repository는 MS SQL Server 2000a(+SP3)로 사용

하 으며 WEB Server는 IIS 환경에서 MS 

Contents Management Server 2002 솔루션을 기본 

Platform으로 사용하 다. 기본 으로 MS Contents 

Management Server 2002(이하 MCMS)에서 제공하

는 Woodgrove Net Basic Platform은 국내 환경에

는 익숙지 않은 UI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공하는 기본 Console을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쉽

게 할 수 있는 아이콘 형태로 Customizing하여 

게시 을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 하 다. 

한 MS사에서 제공하는 Authoring Connector(MS 

Word에서 Web Publishing하는 Solution) 한 한국 

환경에 걸맞게 그 기능  언어를 재구성하 다.

특히 GAC(Global Assembly Cache)에 한  Culture

를 구 하 는데, Web Control과 WebAuthor등의 

resource file과 가상 디 터리인 IIS_NR 폴더의 inc 

일의 텍스트 등의 한 화를 통해 CMS 기본 화면

<표 1> K-Contents Pathfinder System의 Control

에서의 콘솔 한 화, ASP 페이지에서의 

KS_C_5601_1987 설정과 Authoring Dialog 일과 

Error message의 한 화 등을 통해 최 한 한국  

친화환경을 구성하 다.

4.2 주요기능 Control 

MCMS의 재사용 가능한 Class Library를 Control이

라고 부르는데, K-Contents Pathfinder System에서 

개발한 Control의 기능은 <표 1>에 자세히 기술하

다.

4.3 주요 Custom Placeholder

<표 2> K-Contents Pathfinder System의 

Custom Plac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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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Placeholder)

은 동일하나 실제 View에서는 

Iframe형식으로 출력되도록 하여 복

잡한 한국형 웹 콘텐츠 리의 용이

성을 도모하기 해 제작된 

Attachment Placeholder.

PdfPhControl

.cs

(Attachment 

Placeholder)

일반 SingleAttachmentPlaceholder를 

수정하여 첨부 일을 등록하는 부분

은 동일하나 실제 view에서는 

embed 형식으로 Read-Only문서의 

표 으로 자리 잡은 PDF 문서를 

handling할 수 잇게끔 그 기능이 강

화된 Attachment Placeholder.

PlainTextPh

Control.cs

(XML

 Placeholder)

HtmlPlaceholder를 상속하여 입력창

을 TextBox로 구 한 Placeholder. 

TextBox의 옵션을 추가하여 다양한 

모양의 Textbox를 구 할 수 있도

록 구

CalendarPhC

ontrol.cs

Calendar Library를 이용하여 달력형

태의 Contents를 장할 수 있는 

Placeholder

FlashPhCont

rol.cs

Flash 형태의 Contents를 장할 수 

있게끔 구 한 Placeholder [표3]참

조

Control Name Function

EmailNotification.cs

Event를 Hook Up하며 

E-mail를 Notification하는 

Control

Placeholder란 ASP.Net에서 code로 추가된 Control

보다 작은 개념의 모듈을 의미한다. 웹페이지에서 

다른 Control을 한 Container로만 작동한다. 

K-Contents Pathfinder에서 개발된 Placeholder들은 

<표 2>에 자세히 기술하 다.

4.4 Work Flow와 E-Mail Notification 구

<표 3> Work Flow Control

.Net 환경에서 MCMS는 Work Flow는 콘텐츠의 등

에 따른 사용자의 근권한 차별화와 사용자의 역

할에 따른 콘텐츠 편집의 결재 시스템을 제공해

다. 즉 Contents Author, Editor, Moderator, 

Subscriber등으로 역할을 차별화하여 콘텐츠 근 

 편집의 차별화의 기능을 제공해 다. 이런 차별

화된 콘텐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게시물의 제

출, 승인, 반려 시 해당 Event에 다른 사용자에게 

메일을 발송시키는 Control을 구 하 다.

(그림 2) K-Contents Pathfinder의 실제구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CMS의 도입효과는 콘

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인화된 정보제공으로 

신 인 User Experience를 제공하며 콘텐츠 달 

속도 향상과 비용감소라는 많은 장 을 가져다 다. 

이러한 CMS를 .Net 환경에서 구 하면 확장성과 

신뢰도를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개발 인 측면

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음

을 살펴보았다. 이를 이용하여 한국형 환경에 맞도

록 K-Contents Pathfinder System을 직  제안, 설

계, 구 해보았으며 이  주요 Control과 Custom 

Placeholder, work flow등의 기능을 기술하 다. 요

컨 , 국내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Net 환경에서

의 CMS 시스템의 한국형 맞춤솔루션을 제안함으로

써 나름 로의 Prototype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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