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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일반인부터 전문가를 아우르는 사용자들이 차트 기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여 클라우드 플랫폼 및 오픈 마켓을 통해 배포 한다.  

 

2011년 캡스톤 디자인에서 개발된 기존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사용자 저변 확대 

- 다양한 단말기 지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컴퓨터)

도 지원한다.  

- 다양한 SNS 지원 

 페이스북 외 트위터, 미투데이, 구글플러스에도 공유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2. 차트 기반의 지식 표현 다양화  

- 차트 종류 다양화 

 공유 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를 추가하여 다양한 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차트에 대한 의견 형식 다양화 

 멀티미디어 형식의 의견을 지원한다. 

 점과 화살표, 다각형, 선분을 이용한 표시자(마커)를 지원한다. 

- Raw Data 공유 기능 추가 

 차트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차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문분야

에서 이용가능 하게 한다. 

 

3. 배포 

- 클라우드 플랫폼 

 Google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Google App Engine에 개발한 시스템을 

배포한다. 언제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오픈 마켓 

 개발한 프로그램을 마켓에 배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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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서버  

다음 표는 본 프로젝트의 서버에 대한 내용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구현시기 세부내용 

서버 

차트 요청처리-차트삭제 서버-차트-04 2 차 
요청 받은 차트를 DB 에서 삭제 

한다.  

의견 

요청처리-의견목록 서버-의견-01 2 차 

특정 차트의 자세한 정보를 받아 

올 때 차트에 달린 의견 

리스트를 보내준다. 

요청처리-의견추가 서버-의견-02 2 차 
클라이언트로부터 의견 정보를 

받아서 DB 에 저장한다. 

요청처리-의견삭제 서버-의견-03 2 차 
요청 받은 의견을 DB 에서  

삭제한다. 

 

2.1.2  안드로이드 

다음 표는 본 프로젝트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내용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구현시기 세부내용 

 

 

 

 

 

안드로이드 

 

 

 

 

 

검색 검색결과표시 안드로이드-검색-01 2 차 

검색어 입력시 출력되는 

차트 리스트가 나오는 

페이지를 구현한다. 

차트 마커-의견연동 안드로이드-차트-05 2차 
마커를 클릭시 해당 마커를 

생성한 의견을 출력한다. 

의견 

의견삭제 안드로이드-의견-04 2차 
사용자가 생성한 의견을 삭

제한다. 

의견추가 안드로이드-의견-05 2 차 
차트에 대한 의견을 

추가한다. 

마커추가-점 안드로이드-의견-06 2 차 차트에 점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원 안드로이드-의견-07 2 차 차트에 원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선 안드로이드-의견-08 2 차 차트에 선 마커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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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커추가-사각형 안드로이드-의견-09 2 차 
차트에 사각형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화살표 안드로이드-의견-10 2 차 
차트에 화살표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

양쪽화살표 
안드로이드-의견-11 2 차 

차트에 양쪽화살표 마커를 

추가한다. 

 

2.1.3  웹(GWT) 

다음 표는 본 프로젝트의 웹에 대한 내용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구현시기 세부내용 

GWT 

차트 마커-의견연동 GWT-차트-05 2차 

해당 마커와 의견을 

링크 

시킨다. 

의견 

의견-마커연동 GWT-의견-02 2차 

해당 의견과 차트를 

링크 

시킨다. 

의견삭제 GWT-의견-04 2 차 의견을 삭제한다, 

의견추가 GWT-의견-05 2 차 의견을 추가한다. 

마커추가-점 GWT-의견-06 2 차 
차트에 점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원 GWT-의견-07 2 차 
차트에 원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선 GWT-의견-08 2 차 
차트에 선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사각형 GWT-의견-09 2 차 
차트에 사각형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화살표 GWT-의견-10 2 차 
차트에 화살표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양쪽화살표 GWT-의견-11 2 차 
차트에 양쪽화살표 

마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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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하이브리드 앱(Sencha) 

 다음 표는 본 프로젝트의 하이브리드앱에 대한 내용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구현시기 세부내용 

하이브리드 

앱 

검색 

핫차트 하이브리드앱 -검색-04 2 차 
의견이 많이 달린 순으로 

차트를 정렬하여 검색한다. 

최신차트 하이브리드앱 -검색-05 2 차 
나중에 생성된 차트 순으로 

정렬되어 보여준다. 

내차트 하이브리드앱 -검색-06 2 차 
자신이 작성한 차트를 

검색한다. 

즐겨찾기 하이브리드앱 -검색-07 2 차 
즐겨찾기에 등록된 차트를 

검색한다. 

차트 

즐겨찾기등록 하이브리드앱 -차트-01 2차 
차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한

다. 

즐겨찾기취소 하이브리드앱 -차트-02 2차 
차트를 즐겨찾기에서 삭제

한다. 

차트삭제 하이브리드앱 -차트-06 2차 차트를 삭제한다. 

의견 의견삭제 하이브리드앱 -의견-04 2차 의견을 삭제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팀 명 HotSpot( http://pplab.cs.kookmin.ac.kr/trac/2012 )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2-MAY-3 

 

캡스톤 디자인 I Page 8 of 30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 수행내용 

마일스톤 0.2까지의 구현 사항이다. 각각의 서버,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앱, 웹

의 구현 내용은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2.2.1  서버 

먼저 서버와 클라이언트(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앱, 웹) 사이의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정의된 프

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한다. 서버의 구현 내용을 분류코드 기준으로 설명

한다. 

 

(1) 서버-차트-04 

 

차트 삭제 요청 및 응답 

: 차트id와 생성자의 이름으로 확인하여 차트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반환한다. 

차트 삭제 요청: 

GET /data/api/chart/delete/?id={chart-id}&author={author} 
차트 삭제 응답: 

{ 

 "status":true, 

 "message":"delete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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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견-01,02,03 

 

의견 생성 요청 

: 차트에 마커정보와 미디어 컨텐츠 정보가 포함된 의견을 추가한다. 

임의 의견 생성 요청: 

GET /data/api/comment/create/randomly/?refChartId={refChartId} 
의견 생성 요청 : id와 time은 null을 넣어서 요청 할 것!: 

POST /data/api/comment/create/ 

{ 

 "id":null, 

 "refChartId":"test-chart-123", 

 "author":"in1004kyu", 

 "content":"잘생긴 동주형", 

 "time":"2012-04-16T12:12:12Z+09", 

 "markers":[ 

  { 

   "type":"arrow", 

   "url":"http://piechart.com", 

   "center":[5,2.5], 

   "rotation":30, 

   "scale":[15,30.3], 

   "size":[10.9,25.8], 

   "viewSize":[250.0,150.0], 

   "chartSize":[200.0,180.0], 

   "color":"#FFAA09" 

  }, 

  { 

   "type":"rectangle", 

   "url":"http://linechart.com", 

   "center":[5,2.5], 

   "rotation":10, 

   "scale":[15,30.3], 

   "size":[10.9,25.8], 

   "viewSize":[250.0,150.0], 

   "chartSize":[200.0,180.0], 

   "color":"#BB9911" 

  }   

 ], 

 "mediaContent":{ 

  "encloseUrl":"http://thisis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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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320,160], 

  "thumbnailUrl":"http://thisissthumbnailchart", 

  "thumbnailSize":[80,40] 

 } 

} 

 

의견 목록 요청 

: 특정차트에 달려있는 모든 의견목록을 가져온다. 
의견 목록 요청: 

GET /data/api/comment/json/?refChartId={refChartId} 
의견 목록 응답(Sample): 

[{ 

 "id":"132asf", 

 "refChartId":"test-chart-123", 

 "author":"in1004kyu", 

 "content":"잘생긴 동주형", 

 "time":"2012-04-16T12:12:12Z+09", 

 "markers":[ 

  { 

   "type":"arrow", 

   "url":"http://piechart.com", 

   "center":[5,2.5], 

   "rotation":30, 

   "scale":[15,30.3], 

   "size":[10.9,25.8], 

   "viewSize":[250.0,150.0], 

   "chartSize":[200.0,180.0], 

   "color":"#FFAA09" 

  }, 

  { 

   "type":"rectangle", 

   "url":"http://linechart.com", 

   "center":[5,2.5], 

   "rotation":10, 

   "scale":[15,30.3], 

   "size":[10.9,25.8], 

   "viewSize":[250.0,150.0], 

   "chartSize":[200.0,180.0], 

   "color":"#BB9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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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ontent":{ 

  "encloseUrl":"http://thisischart", 

  "size":[320,160], 

  "thumbnailUrl":"http://thisissthumbnailchart", 

  "thumbnailSize":[80,40] 

 } 

}, 

{ 

 "id":"fhh567", 

 "refChartId":"test-chart-678", 

 "author":"kuaa", 

 "content":"잘생긴 한인규", 

 "time":"2012-04-16T12:12:12Z+09", 

 "markers":[ 

  { 

   "type":"arrow", 

   "url":"http://piechart.com", 

   "center":[5,2.5], 

   "rotation":30, 

   "scale":[15,30.3], 

   "size":[10.9,25.8], 

   "viewSize":[250.0,150.0], 

   "chartSize":[200.0,180.0], 

   "color":"#FFAA09" 

  },   

 ], 

 "mediaContent":{ 

  "encloseUrl":"http://thisischart", 

  "size":[320,160], 

  "thumbnailUrl":"http://thisissthumbnailchart", 

  "thumbnailSize":[80,40] 

 } 

}] 

 

의견 삭제 요청 

: 의견 id와 작성자 id를 확인하여 의견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반환한다. 
의견 삭제 요청: 

GET /data/api/comment/delete/?id={comment-id}&author={author} 
의견 삭제 응답: 

{ 

 "statu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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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delete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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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안드로이드 

현재까지 구현된 부분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8개로 구성된다. 

 

다음은 안드로이드의 구현내용을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안드로이드-검색-01 

차트 검색 시 나오는 리스트들을 출력하는 작업은 서버에서 차트 이미지를 받아오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이 문제를 캐싱을 사용하여 개선하였다.  

캐쉬를 2개 사용하는데 하나는 메모리상에서 LinkedHashMap을 사용하여 할당된 전

체 메모리 중 25%를 캐쉬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SD카드를 캐쉬로 사용한다. url을 기

준으로 메모리상에서 검색하여 차트 이미지가 존재하면 가져오고 없으면 SD카드에서 

검색한다. 만약 SD카드에서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서버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온다. 이 

때 안드로이드가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이미지를 받아오는 중에는 로컬에 있는 로

딩이미지를 그려주고 다른 작업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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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차트 이미지를 가져오는 중에는 로딩 이미지를 띄워 주고 다른 쓰레드가 차트 

이미지를 캐쉬랑 서버로부터 가져온다. 

 

 

 

 

캐쉬로 사용되는 SD 카드에 저장된 차트 이미지의 모습이다. 파일 이름은 차트의 고유 ID 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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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리스트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화면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SearchResultActivity 는 실제 화면을 보여주고 컨트롤 하고, ChartAdapter 는 차트정보를 가지고 

리스트를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  

 

 

 

 

 

차트리스트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화면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ChartAdapter 가 ImageLoader 에 URL 로 차트 이미지를 검색하게 한다. 

ImageLoader 는 MemoryCache 로부터 차트 이미지를 검색하고 차트 이미지가 없을 시에 

FileCache 에서 검색한다. 만약 FileCache 에도 없으면 서버로부터 다운받아와서 FileCache 와 

MemoryCache 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차트 리스트에 이미지를 출력한다. 

 

  

SearchResultActivity ChartAdpater

ChartItem

0..*

ImageLoader

MemoryCache

FileCache

쓰레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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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드로이드-차트-05 

차트와 의견을 서버로부터 받아와서 출력해준다. 

   
   차트와 마커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마커를 클릭하면 해당 마커에 대한 의견이 보여지는 화면이

다. 또한 해당 의견들은 화면이 출력되기 전에 서버로부터 전부 받아와서 출력한다. 

 

차트와 마커를 보여주는 화면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ChartView는 마커와 차트를 그려주

고, CommentAdapter는 전체 의견을, FrontCommentAdapter는 마커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의견 

리스트를 출력해준다.  

ViewChartActivityCommentAdapter

FrontCommentAdapater

Comment 0..*Marker 0..* ChartView

HttpClient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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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dapter가 출력하는 전체 의견리스트이다. 

 

의견과 마커를 보여주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의견 요청을 하면 서버로부터 의견 리스트를 받

아오고, 완료시에 CommentAdapter에 의견을 추가하고, ChartView에 마커를 추가하여 그려준다. 

  

 : user

 : ViewChartActivity  : HttpClient  : CommentAdapter  : ChartView

1 : 의견 요청()
2 : execute(의견요청)

3 : result()

4 : addComment(의견)

5 : drawMarker(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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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드로이드-의견-04 

의견을 삭제하면 자신이 만든 의견에 한해서 서버로 삭제 명령을 보내서 의견을 

삭제한다. 

 

 

 
 

 : user

 : ViewChartActivity  : HttpClient  : CommentAdapter  : ChartView

1 : 의견 삭제 요청()
2 : execute(삭제요청)

3 : result()

4 : remove(의견)

5 : drawMarker(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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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삭제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서버로 의견 삭제 요청을 보내고 확인 응답

이 떨어지면 CommentAdapter의 의견 리스트에서 의견을 삭제하고 ChartView의 마커

에서 마커를 삭제한다. 

(4) 안드로이드-의견-05,06,07,08,09,10,11 

  
버튼의 수를 줄이고 마커의 색깔을 선택함으로 인해 마커추가의 UI 를 개선시켰다. 

 

마커와 관련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의견은 마커를 가지고 있고 여러종류의 마커로 

상속받아서 다양한 마커의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가이드는 마커크기 변경과 회전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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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웹(GWT) 

웹 구현내용을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GWT-차트-05 

 
차트는 여러 개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의견은 여러 개의 마커를 가진다. 마커는 6가지 

형태를 가진다. 

 

 

특정 마커를 선택하면 해당 마커와 연결된 의견만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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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WT-의견-02 

 
의견 및 마커 클래스 다이어그램 

 

차트는 여러 개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의견은 여러 개의 마커를 가진다. 마커는 6가지 

형태를 가진다. 

 

 

마커-의견 연동 화면 

 

특정 마커를 선택하면 해당 마커와 연결된 의견만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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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WT-의견-04 

 

의견 삭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의견 삭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ViewChartPostView에서 의견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요청을 ViewChartPostView.Presenter에

게 넘긴다. ViewChartPostView.Presenter는 해당 요청을 ViewChartPostActivity에서 처리한다. 이때 

ViewChartPostActivity는 RequestBuilder를 통해 해당 요청을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삭제를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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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삭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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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WT-의견-05 

 

의견 추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의견 추가 시퀀스 다이어그램 

 

AddOpinionPostView에서 마커와 의견을 작성하면 OpinionHolder에 저장된다. 

AddOpinionSectionView에서 의견 등록 요청을 하면 AddOpinionSectionView에서 해당 요청을 

AddOpinionSectionView.Presenter에게 넘긴다. AddOpinionSectionView.Presenter는 해당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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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OpinionSectionActivity에서 OpinionHolder의 내용과 함께 처리한다. 

AddOpinionSectionActivity는 RequestBuilder를 통해 해당 요청을 서버로 전송하고 의견 추가를 

처리한다. 

 

 

 

의견 추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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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WT-의견-06, GWT-의견-07, GWT-의견-08, GWT-의견-09, GWT-의견-10, 

GWT-의견-11 

 
의견 및 마커 클래스 다이어그램 

 

차트는 여러 개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의견은 여러 개의 마커를 가진다. 마커는 6가지 

형태를 가진다. 

 

 

마커 추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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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3.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다음 표는 본 프로젝트의 마일스톤 0.2버전까지 구현할 내용이다. 각각의 서버, 안드로이드, 하이

브리드앱, 웹의 구현 내용은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세부내용 

서버 

검색 

요청처리 

-제목 

서버-검색-01 
차트목록을 제목으로 검색하여 

얻어온다. 

요청처리 

-핫차트 
서버-검색-03 

가장 인기 있는 차트목록을 

얻어온다. 

(댓글이 가장 많은 차트) 

요청처리 

-즐겨찾기 

서버-검색-06 
사용자가 즐겨찾기에 등록한 

차트목록을 가져온다. 

차트 

요청처리 

-차트미리보기 

서버-차트-02 
차트 생성시 DB 에 저장없이 결과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요청처리 

-차트생성 

서버-차트-03 차트를 생성하고 DB 에 저장한다. 

요청처리 

-즐겨찾기등록 

서버-차트-05 
특정 차트를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한다. 

요청처리 

-즐겨찾기취소 

서버-차트-06 
즐겨찾기 목록에 들어있는 차트를 

취소한다. 

로그인 
사용자인증-

Google 
서버-로그인-01 

Google 의 인증을 받아서 로그인을 

시도한다. 

사용자관리 사용자 ID 추가 서버-사용자관리-01 사용자가 사용할 ID 를 추가한다. 

안드로이드 검색 제목검색 안드로이드-검색-02 차트 제목으로 차트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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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차트 아드로이드-검색-04 
의견이 많이 달린 순으로 차트를 

정렬하여 검색한다. 

즐겨찾기 안드로이드-검색-07 즐겨찾기에 등록된 차트를 검색한다. 

차트 

즐겨찾기등록 안드로이드-차트-01 즐겨찾기에 해당 차트를 등록한다. 

즐겨찾기취소 안드로이드-차트-02 해당 차트를 즐겨찾기에서 삭제한다. 

차트공유 

-Twitter 
안드로이드-차트-08 차트를 Twitter 에 공유한다. 

의견 의견공유-Twitter 안드로이드-의견-13 
해당 차트에 대한 의견을 Twitter 에 

공유한다. 

로그인 Twitter 
안드로이드-로그인-

03 
Twitter 에 로그인을 한다. 

생성 

차트종류선택 안드로이드-생성-01 생성할 차트의 종류를 선택한다. 

차트 미리보기 안드로이드-생성-02 
차트 생성 전 만들어질 차트를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요청 

-차트생성 
안드로이드-생성-03 

서버에 차트 정보를 보내고,차트를 

생성한다. 

입력 

-라인차트 
안드로이드-생성-04 라인차트를 생성한다. 

입력 

-파이차트 

안드로이드-생성 

-05 
파이차트를 생성한다. 

입력 

-스캐터차트 
안드로이드-생성-06 스캐터차트를 생성한다. 

입력 

-바차트 
안드로이드-생성-07 바차트를 생성한다. 

입력 

-캔들스틱차트 
안드로이드-생성-08 캔들스틱차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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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불러오기 

-라인차트 
안드로이드-생성-09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서 

라인차트를 생성한다. 

데이터공유 저장-SD카드 
안드로이드-데이타공

유-01 
차트 데이터를 SD 카드에 저장한다. 

하이브리드

앱 

검색 

검색결과표시 
하이브리드앱-검색-

01 
검색된 결과를 보여준다. 

제목검색 
하이브리드앱-검색-

02 
차트 제목으로 차트를 검색한다. 

작성자검색 
하이브리드앱-검색-

03 

차트를 만든 작성자의 이름으로 

차트를 검색한다. 

핫차트 
하이브리드앱-검색-

04 

의견이 많은 차트의 목록을 

검색한다. 

최신차트 
하이브리드앱-검색-

05 

최근에 생성한 차트의 목록을 

검색한다. 

내차트 
하이브리드앱-검색-

06 

사용자의 ID 를 기준으로 차트를 

검색한다. 

즐겨찾기 
하이브리드앱-검색-

07 

사용자의 정보에서 즐겨찾기 목록을 

검색한다. 

차트 

즐겨찾기등록 
하이브리드앱-차트-

01 

차트를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한다. 

즐겨찾기취소 
하이브리드앱-차트-

02 

차트를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에서 

제거한다. 

차트표시 
하이브리드앱-차트-

03 
선택한 차트를 보여준다. 

차트삭제 
하이브리드앱-차트-

06 
해당 차트를 삭제 한다. 

의견 

의견표시 
하이브리드앱-의견-

01 
선택한 의견을 보여준다. 

의견삭제 
하이브리드앱-의견-

04 
의견을 삭제한다. 

의견추가 
하이브리드앱-의견-

05 
차트에 의견을 추가한다. 

로그인 Google 
하이브리드앱-로그인

-01 
Google에 로그인한다. 

 차트 즐겨찾기등록 GWT-차트-01 차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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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GWT) 

즐겨찾기취소 GWT-차트-02 차트를 즐겨찾기에서 삭제한다. 

차트공유-

Facebook 
GWT-차트-07 차트를 Facebook으로 공유 시킨다. 

의견 

의견필터링 GWT-의견-03 조건에 만족하는 의견만을 보여준다. 

의견공유- 

Facebook 
GWT-차트-12 의견을 Facebook에 공유 시킨다. 

검색 

제목검색 GWT-검색-02 제목으로 차트를 검색한다. 

핫차트 GWT-검색-04 
의견이 많은 순으로 차트를 정렬한

다, 

내차트 GWT-검색-06 내가 만든 차트를 검색한다. 

즐겨찾기 GWT-검색-07 즐겨찾기에 등록된 차트를 검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