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7권 제 1호 (2010. 4) 

 

이동 사무 환경을 위한 DOKUWIKI 기반  

E-Mail 공유 시스템 설계 
 

박유리, 조동섭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 : youleepark@ewhain.net, dscho@ewha.ac.kr 
 

Design of DokuWiki Based E-Mail sharing System for Mobile Office 
Working Environment  

 

Yuri Park, Dongsub Cho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요       약 

협업 환경의 비즈니스 모델은 Web 2.0과 같은 협업도구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효율성 측면
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웹 2.0 기반의 Wiki 시스템은 협업 도구의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협업작
업자는 협업 도구로 메신저, 메일, 게시판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메일은 그룹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비동기적 협업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협업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신 
수단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okuWiki 는 협업 시스템으로 적합하지만 통
신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협업작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그룹에 
전송된 전자메일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우편 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웹 2.0 시대의 집단지성은 각각의 지식 또는 정보
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유추하고 이를 재사용하여 다
양한 형태의 이익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해가며 웹 상에서 쇼핑, 연구, 오
락과 심지어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1].  
웹 2.0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집단지

성은 사용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핵
심요소가 되고 있다.  

Web 2.0 기반의 Wiki 는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한 웹 
사이트로서, 이 사이트의 모든 방문자들은 새로운 페
이지를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변경할 수 있다. 인터
넷 상에서 Wiki 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Wikipedia 일 것
이다. 이것은 Wiki 기반 백과사전으로서, 전 세계의 
수 천만 기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2]. Wiki 는 회사나 
학교 등에서 협업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
는데 적합한 시스템이다. Wiki 는 인터넷 기반 웹 어
플리케이션이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문서 동시 편집을 지원한다. 그 뿐만 아니라 History 
및 Version 관리를 지원하며 최근 문서 표시 기능 등
을 제공하기 때문에 협업작업에 적합한 시스템이다[3]. 
서로 다른 위치에서 공동업무를 할 때 정보를 공유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에게 전송된 메
일을 공유하기란 어렵고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일계정에 해당하는 웹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Wiki 시스템의 Dokuwiki 를 활용

하여 효율적인 협업작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그룹에 
전송된 전자메일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우편 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전자우편 공유시
스템은 메일 계정에 해당하는 웹 사이트의 접속 없이 
DokuWiki 에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2 장에서는 관
련연구에 관하여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하여 기술하고 마지막 4 장에서는 결론
과 향후 연구에 관하여 기술한다. 

 
2. DokuWiki 

‘위키’는 ‘빨리’를 뜻하는 하와이 언 주민어로, 
빠르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Wiki
는 사용자가 Wiki 의 어느 한 페이지가 구성 또는 내
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원래 그 페이지의 저
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것을 수정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4]. 이
러한 원칙은 점진적으로 Wiki 의 내용을 진화하는 방
향으로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준다[5]. 

DokuWiki 는 사용자들에게 풍부한 문서 저장소를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Wiki 로서, 웹 표준을 준수
하며 사용하기 쉽다. DokuWiki는 데이터 자료가 Wiki 
외부에서 구조화되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도
록 보장하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문법을 사용해 개인
이나 팀 구성원, 회사 등이 해당 자료를 쉽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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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제한이 없는 페이지 개정은 페이지 초기 혹은 특정 

버전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력한 plugin
을 활용하면 DokuWiki 의 코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6]. 

 DokuWiki 는 Mini Web Server 인 minimal Apache 
server 를 USB 에 설치하여 사용된다. 설치 또한 간단
하다. USB 에 담아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할 수 
있어 이동성이란 큰 장점을 제공한다. 
협업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신 수단은 전자우

편 또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okuWiki 는 
협업 시스템으로 적합하지만 통신수단을 제공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협업작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그룹에 전송된 전자메일을 모두 공
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우편 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전자우편 공유시스템은 메일 계정에 해당
하는 웹 사이트의 접속 없이 DokuWiki 에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3. E-mail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의 설계  
제안된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가 메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등록된 계정에 전송된 메일을 전자우편 공유 
게시판에 추가한다. 전송된 메일은 메일서버에 저장
되고 POP3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일서버에 접속하
여 수신된 메일이 있는 경우 메일서버에서 메일을 가
져와 Mail Box에 저장한다.  
전자우편 공유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된다. 

1 단계: 사용자는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pop3를 지원하는 모든 웹 서버는 가능하다.) 
2단계: POPServer는 등록된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메
일서버에 접속하여 DokuWiki로 메일을 가져온다.  
3 단계: 사용자가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DokuWiki 에 
접속하여 메일 공유 게시판에서 확인한다.  
4 단계: 메일 공유 게시판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전송
된 모든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  
첫째, 문서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위해 DokuWiki 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메일을 확인해야 할 경우, 다른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다른 웹 사이트에 접속 없이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여러 명이 공동업무를 할 때 개인에게 전송된 
메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동 작업을 하는 여러 명
에게 일일이 메일은 전송해야 한다. 개인에게 전송된 
메일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메일 공유게시판에 메
일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등록한 메일로 
전송된 모든 메일은 DokuWiki 시스템의 메일 공유게
시판에서 메일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메
일을 공동 작업을 하는 여러 명에게 메일을 전송하지 
않아도 되므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다음 (그림 1)은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보여준다.  

 
(그림 1) Email 공유 동작원리  

3.2 시스템의 구현 
E-mail 공유 시스템은 WIKI시스템의 DOKUWIKI에
서 구현하였으며 서버는 minimal Apache 를 사용하고 
언어는 PHP5로 구축하였다. POP3 프로토콜을 사용하
여 메일서버에 접속하여 메일을 가져오도록 설계하였
다.  
다음 (그림 3)은 pop3 를 통해 메일 서버에 접속하
여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성공적으로 처리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OK 는 성공한 경우이고 - 
ERR 로 시작하는 문장일 경우 실패했다는 것을 알린
다. (그림 4) 에서 RETR 1 은 첫 번째 메시지를 보여
준다는 명령이다. RETR 명령을 사용하여 첫 번째 메
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사용자 인증 

 
 

(그림 3) E-Mail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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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전자우편은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신수단이다. 하지만 메일은 공유할 수 없어 공동 
작업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기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DokuWiki 시스템에서 협동잡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메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우편 공유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지식
이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계
정에 전송되는 메일을 모두 게시판에 추가하게 되므
로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되어 잘못된 정보의 양이 방
대해 질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에
는 불필요한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방안과 보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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