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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가상화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EDMS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
되고 있다. 
EDMS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서 기업 내의 업
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저장, 검색, 활용, 유통, 폐기 등 자료의 Life 
Cycle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EDMS는 일반적으로 개인 PC 내의 일반문서파일
을 서버에 등록하는 시스템으로서 업무공유 및 
문서의 보안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무시스템이
지만 문서의 생성과정에서 기업 내의 그룹웨어시
스템, 지식관리시스템, e-Mail, 홈페이지, ERP, 
PMS, 업무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하여 문서파일과 
Meta DB정보 등을 수집하여 통합저장소의 역할
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EDMS를 구축한 많은 기업들은 EDMS를 통
하여 효율적인 전자문서관리와 콘텐츠 관리를 수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웹브라우저 상에서 운영되
는 EDMS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함이 남아있다. 
이에 따른 사용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을 제공
하기 위하여 Windows 탐색기에서 가상드라이브 

형태의 EDMS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운영되는 EDMS의 기본 
기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능을 Windows 탐
색기화면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화면 중심으로 제
시한다. 

Ⅱ. 본  론

EDMS는 파일을 공유 관리하는 파일서버시스템의 
개념과는 달리 문서를 공유 관리하기 위한 문서
관리서버시스템이다. 파일과 문서의 차이를 보면 
하나의 파일로서 존재하지만 1개의 문서에 N개의 
첨부파일로 문서로 생성된다. 또한 문서는 Meta 
DB 정보와 문서에 대한 설명부분이 포함되어 있
다.
EDMS를 구성하는 첨부파일의 문서자료의 속성을 
보면 MS-OFFICE, 아래한글, 훈민정음과 같은 문
서파일과 PDF, JPG, TIF와 같은 이미지파일, 동영
상 파일, 도면파일 등의 대용량 파일 등이 있다. 
EDMS는 파일서버시스템이 폴더 내의 파일과 내
부 속성정보에 따라 구분되는 것과 달리 조직분
류와 업무분류에 따라 공유의 개념으로 구분되며 
전사, 부서, 개인 문서함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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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DMS(Enterprise Document Management System)는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운영되는 어플
리케이션 형태의 사무용 업무관리 솔루션으로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
은 브라우저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용자 편의를 위하
여 Windows 탐색기 화면에서 EDMS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구현 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제
시한다. 

ABSTRACT

EDMS(Enterprise Document Management System) is generally as an office business management 

solutions in the form of an application running in a Web browser environment, has been utilized as 

an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This system, users access the browser has led to 

inconvenience not easy. For for ease of use this, how to implement a system that can be used to 

operate the EDMS on the screen of the Windows Explorer, in this study,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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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라 구분된 폴더단위로 관리 운영되고 있
다. 
EDMS는 최초 생성자 중심의 관리적인 측면이 강
함으로써 문서를 소유한 권한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공유하는 과정
을 통하여 소유권 또한 이직, 겸직, 퇴직 등의 조
직변경에 따라 이관한다. 
EDMS는 폴더관리와 문서관리의 기본적이 관리 
기능 기반아래 폴더에 대한 속성정보, 권한관리, 
이력관리의 기능을 갖추고 문서에 대한 속성정보, 
권한관리, 이력관리, 버전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서비스로서 검색, 리스트 정렬, 관리자 기능, 
저장소관리 기능, 파일 암호화/복호화 저장, 연계
를 위한 API 제공 기능 등이 있다. EDMS의 상세 
기능리스트는 표1과 같다.

표 1. EDMS 기능 리스트

EDMS의 웹상에서 구현된 이미지는 그림1과 같
다.

그림 1. EDMS 웹화면

위와 같은 웹 환경에서 운영되는 EDMS 시스템에
대하여 그림1과 그림2와 같은 이미지로 Windows 
탐색기에서 구현할 수 있다. 

 그림 2. WIndows 탐색기에서 EDMS 초기 화면

 그림 3. WIndows 탐색기에서 문서등록 화면

항목 내용

폴더관리

문서폴더 등록/수정/삭제
문서폴더 상세정보
문서폴더별 권한
즐겨찾기폴더/자료 
휴지통

자료리스트
리스트 표시(권한 적용)

Check In/Check Out 표시
상세 전문 검색

공유자료

문서 등록/수정/복사/이동/삭제/
문서자료 상세정보

문서자료 권한 설정
문서자료버전관리 
문서자료 이력 조회
스캔함 관리

개인자료

문서 등록/수정/복사/이동/삭제/
문서자료 상세정보

문서자료 버전관리
문서자료 이력 조회

파일 
업다운로드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멀티파일 업다운로드

스캔이미지
종이문서 스캔
이미지 문서 Viewer

통계관리

개인폴더현황 
개인등록자료목록 
공유 폴더 현황
공유등록자료목록 
사용자별등록추이 
폴더별등록추이 
폴더별등록자료목록 

보존연한별자료목록 
자료유형별자료목록 

통제관리
폴더별 통제
문서자료별 통제
부서별 통졔

폐기관리 폐기 문서자료관리

이관관리 개인문서 이관

부서문서 이관

저장소관리

색인관리 서비스
DB접속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트랜젝션관리 서비스

환경설정 환경설정
암호화 파일 서버 저장 암호화/복호화
API 제공 파일 등록/수정/이동/삭제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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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웹환경과 Windows 탐색기의 동기화를 통한 
동일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동일한 DB를 사요
함을 전제한다. 상호 기능 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할 수 있으며 웹 상의 EDMS 기능과 Windows 
탐색기 상의 구현 기능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Windows 탐색기 상에서 구현되는 EDMS 기능 중
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분에서는 표2과 같은 
필수 기능 부분이 필요하다.

표 2. Windows 탐색기의 EDMS 필수 기능리스트

Ⅲ. 결  론

최근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IT 
관련 자원 및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만큼 이용하게 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델에 따라 
주로 SaaS (Softwa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그리고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구분한다. SaaS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비
스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고려할 수 있고, PaaS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IaaS는 인프라
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보안기술과 함께 중
요한 부분은 가상화 기술이다. 가상화 기술에는 
데이터센터 안에서의 서버 및 스토리지와 같은 
IT 자원, 스위치, 라우터, 보안장치 등의 전송관련 
네트워크장치, 그리고 PC, 스마트폰 등과 같은 사
용자 관련 단말기처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가상화 기술의 종류로는 주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데스크톱 가상화,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가 있다.
EDMS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Windows 탐색기 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전
제로 되어야한다. 사용자 PC에서 EDMS에 접근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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