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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Cloud 

Team HotSpot 

이동주, 박영필, 유창민, 

이동환, 정태성, 한인규 

차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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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마커, 의견? 

•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한 일람표 

•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일정한 양식의 그림으로 나타낸 표 

 

 

 

 

 

 

• (무엇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표지](물) 

 

•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차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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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클라우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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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저변 확대 

2. 차트 기반의 지식 표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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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포 및 관리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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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저변 확대 

Android OS 버전 

Hybrid App 버전 

Web 버전 

1. 사용자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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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트 기반의 지식 표현 다양화 

2. 차트 기반의 지식 표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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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포 및 관리 

3. 배포 및 관리 

http://chartcloud.cs.kookmin.ac.kr 

(mobile로 접속시 자동으로 Hybrid App 버전으로 전환) 

http://chartcloud.cs.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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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포 및 관리 

http://goo.gl/kHndL 

(Google play store 주소) 

개발내용 

http://goo.gl/kH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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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관리 – 내 차트 목록 가져오기 

Client 

Server 

Data Store 

1.내 차트 목록 요청 

2.로그인 정보 확인 

4. 차트 목록 반환 

5. 차트 목록 반환 

3.해당 유저가 생성
한 차트 목록 검색 

차트 관리 - 최근 차트 목록 가져오기 

Server 

Data Store 

1.최근 차트 목록 요청 

3. 최근 차트 목록 반환 

4. 최근 차트 목록 반환 

2.생성시각으로  

차트 목록 검색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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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관리 – 핫 차트 목록 가져오기 

Server 

Data Store 

1.핫 차트 목록 요청 

3. 핫 차트 목록 반환 

4. 핫 차트 목록 반환 

2. 차트에 달린 의
견 개수로 정렬하
여 차트 검색 

Client 

차트 관리 – 즐겨찾기 차트 목록 가져오기 

Server 

Data Store 

1.즐겨찾기 차트  

목록 요청 

4. 즐겨찾기 차트  

목록 반환 

5. 즐겨찾기 차트  

목록 반환 

3. 해당 유저의 즐
겨찾기 차트 목록 

검색 

2.로그인 정보 확인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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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관리 – 차트 삭제 

Client 
Server 

Data Store 

1.차트 삭제 요청 

4. 삭제 완료 응답 

5. 삭제 완료 응답 

3. 해당 차트를 검
색하여 작성자 확
인 후 삭제 

2.로그인 정보 확인 

의견 관리 – 의견 등록 

Client Server 

Data Store 

1. 마커와 의견 정보  

등록 요청 

3. 마커와 의견 정
보 등록 

4. 성공 여부 반환 

5. 성공 여부 반환 

2.로그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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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관리 – 의견 목록 가져오기 

Server 

Data Store 

1. 의견 목록 요청 

2. 해당 차트에 대
한 의견 목록 검
색 

3. 의견 목록 반환 

4. 의견 목록 반환 

Client 

Client 

의견 관리 – 의견 삭제 

Server 

Data Store 

1. 의견 삭제 요청 

3. 해당 의견을 검
색하여 작성자 확
인 후 삭제 

4. 성공 여부 반환 

5. 성공 여부 반환 

2.로그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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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 FACEBOOK 공유 

Client 

1. Facebook에 로그인 

및 ChartCloud 엑세세
스 허용 

2. 로그인 성공 여부  

반환 
3. Facebook에  

 의견 공유 

SNS 공유 – TWITTER 공유 

Client 

1. Twitter에 로그인 및 

ChartCloud 엑세세스 

허용 

2. 로그인 성공 여부  

반환 
3. Twitter에  

 의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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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등록 – 외부 차트 URL 등록 

Client 

Server 

Data Store 

1. URL로 차트 등록 

5. 차트 정보를 저장 6. 성공 여부 반환 

7. 성공 여부 반환 

2.로그인 정보 확인 

3. URL 줄임 요청 

Google 

Shortener 

4. 줄어든 URL 반환 

Client 

차트 등록 – 직접 차트 생성 

Server 

Data Store 

3. 생성된 차트 URL로 

차트 등록 요청 

5. 해당 차트 정보
를 저장 

6. 성공 여부 반환 

7. 성공 여부 반환 

4.로그인 정보 확인 

2. 생성된 차트 

URL 반환 

Google 

Chart 

Library 
1. 차트 생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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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 - 로그인 

1. ChartCloud에  

     로그인 요청 

Client 
Server 

2. 구글 인증 서비
스를 통해서 유저 

정보 확인 
3. 결과 반환 

4. 구글 로그인  

   페이지 전송 

사용자 관리 - 로그인 

Client 
Server 

2. 로그인한 유저 

정보를 저장 3. 결과 반환 

4. 원본 페이지로 전환 

1. ChartCloud에  

     엑세스 허용 정보 전송 

Data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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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 및 주요기술 

전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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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기술 – SPRING FRAMEWORK MVC 

서버 기술 – RESTFUL &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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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버전 구조도 

WEB 버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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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한요소 

• Google App Engine 은 기본적으로 무료 

• 일정 사용량을 넘기면 과금이 부여 

•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과금 테스트를 통한 방안 마련 

  

구글 앱 엔진 과금 정책(http://code.google.com/intl/ko-KR/appengine/docs/billing.html) 

읽기: 10만번당 약 110원 

쓰기: 10만번당 약 77원 

저장: 1달에 1GB 추가시 약 260원 

현실적 제한요소 –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해결 방안 

http://code.google.com/intl/ko-KR/appengine/docs/billing.html
http://code.google.com/intl/ko-KR/appengine/docs/billing.html
http://code.google.com/intl/ko-KR/appengine/docs/bill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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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하고 과금 액수 추정 

• 읽기, 쓰기 연산으로 인해 매월 6만원 가량 과금 예상 

1.쓰기 트래픽 1GB 발생시의 과금 
 
    쓰기 : 1,000,000 회      33,000원/월  
    저장 :            1GB      7,920원/월 

2.읽기 트래픽 1GB 발생시의 과금 
 
    읽기 :   1,000,000회     23,100원/월 

가정 1. 일일 읽기/쓰기 트래픽 각각 1GB 발생 

2. 매 요청의 크기는 1KB 

 3. 매 요청당 1회의 읽기/쓰기 횟수 발생 

 

현실적 제한요소 –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해결 방안 

• 1년간 서비스 할 경우 막대한 과금 액수 발생 

• 특히 쓰기 연산이 읽기 연산보다 더 큰 과금 발생 

  

현실적 제한요소 –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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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1회당 트래픽 1GB당  ChartCloud 

• ChartCloud의 실제 데이터로 과금 액수 추정 

• 쓰기 연산에 비하면 읽기 연산과 저장량의 과금 액수는 미미한 수준 

• 쓰기 연산을 줄이는 것이 운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 

현실적 제한요소 –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해결 방안 

1.구글 앱 엔진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캐쉬 기능을 사용한
다. 메모리 캐쉬를 이용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
청에 대해서 Datastore에 접근 하지 않아도 된다. 

운영비용 최소화  

           읽기 연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 

 

 

  

현실적 제한요소 –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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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연산은 쓰기 연산과 동일한 비용이 발생 하지만  

   특정 속성을 수정 하는 연산은 쓰기 연산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이 발생 하므로 실제 엔티티를 삭제하지 않고 

   플래그를 이용한 삭제 처리를 한다. 

운영비용 최소화  

           쓰기 연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 

 

 

  

현실적 제한요소 –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해결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