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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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다른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컴퓨터)

도 지원한다.  

- 다양한 SNS 지원 

 페이스북 외 트위터 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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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과 화살표, 다각형, 선분을 이용한 표시자(마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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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배경 지식 학습. 

프로젝트에서 요구되었던 배경 기술 지식은 다음과 같다. 

- 형상 관리 : 통합적 소스 코드 관리 

 Subversion - https://pplab.cs.kookmin.ac.kr/svn/2012 

 #6. 부록참조 – 6.11 – 스터디 – SVN 설정 

- 이슈 관리 : 전체 일정 통합 관리, SVN과 연동 

 Trac - https://pplab.cs.kookmin.ac.kr/trac/2012/ 

- 품질 관리 : 코드 리뷰와 소스코드(SVN)의 연동을 통환 품질 관리, pre-commit 리뷰에 사

용 

 Review Board - https://pplab.cs.kookmin.ac.kr/review/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와 소스코드(SVN)의 연동을 통한 관리, 의존성 관리, 빌드, 배포

의 통합적 관리 

 Maven 

- Google App Engine 

 서비스를 위해서는 Google App Engine을 이용한다.  

Google App Engine 는 Google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Google App Engine 를 이용하면 구글의 클라우드 컴

퓨팅 기반의 서버와 인프라를 사용하여 웹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손쉽게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 배포 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소 또한 제공된다. 

 #6. 부록참조 – 6.10 – 스터디 – GAE DataStore 

- Spring Framework 

 서버는 Spring Framework를 이용하여 개발한다.  

Spring Framework는 자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쉽고 강력하며 유연한 기술들을 

제공하며 이미 수백만명의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JSON 

 간단하게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현 방법으로 사람과 기계 모두 읽고 쓰기 쉬우며 

chart의 정보를 표현 할 때 사용.URL shortener 

- URL shortener 

 구글 차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데이터의 정보가 많게 되면 URL의 길이가 기하

https://pplab.cs.kookmin.ac.kr/trac/2012/
https://pplab.cs.kookmin.ac.kr/trac/2012/
https://pplab.cs.kookmin.ac.kr/trac/2012/
https://pplab.cs.kookmin.ac.kr/review/
https://pplab.cs.kookmin.ac.kr/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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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적으로 늘어 나기 때문에 URL shortner로 URL의 길이를 줄여 준다. 

- OAuth 

 OpenAPI로 개발된 표준 인증 방식으로,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을 거칠 

때 활용. 

- RESTful 서비스.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은 RESTful 기술을 이용한다.  

RESTful은 HTTP 프로토콜의 PUT, GET, POST, DELETE 등과 같은 메소드를 의미 그대

로 사용 하는 것이다.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접근은 URI를 이용한다. 

- 페이스북 API  

 차트, 마커, 의견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위해 사용 

 #6. 부록참조 – 6.9 – 스터디 – Facebook 연동 

- 트위터 API  

 차트, 마커, 의견 정보를 트위터에 공유하기 위해 사용 

- 안드로이드 SDK  

 안드로이드 앱 개발 

- Google Wep toolkit. 

 자바 코드를 자바 스크립트로 변환하여 효율적인 코딩을 도와준다. 

- MVC, MVP 

 #6. 부록참조 – 6.7 – 스터디 – MVC, MVP, AOP, JAX-RS 

- Google Chart Api 

 url을 바탕으로 차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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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발 진행 일정 

    프로젝트 개발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세부내용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 

분  석 
기존 시스템 분석        

 

관련분야 

연  구 

주요 기술 연구         

새로운 시스템 분석         

설  계 시스템 설계         

구  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2.3 배포 및 운영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결과물에 대한 배포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서 버 : 구글 앱 엔진에 배포 및 운영한다. 

- GWT : 구글 앱 엔진에 배포 및 운영한다. 웹 url - http://chartcloud.cs.kookmin.ac.kr/ 

  GWT QR 코드 

 

- 하이브리드 앱 : 구글 앱 엔진에 배포 및 운영한다. 

-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 및 배포 하여 서비스 한다. 마켓 url – http://goo.gl/I7Hsv 

  마켓 QR 코드 

 

# 6. 부록참조 – 6.6 릴리즈노트 

  

http://chartcloud.cs.kookmin.ac.kr/
http://goo.gl/I7Hsv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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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8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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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발 내용 

- ChartCloud 시스템 구성도 

 

 

Google App Engine에 서버가 있고 서버는 Android, PC, Hybrid App, 3개의 클라이언트

와 RESTful 서비스로 JSON 포맷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전체적으로 크게 5가지 부분

에 대해 구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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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관리 

차트 관리는 서버에 차트 리스트를 요청해서 받아오는 내용이다. 

ChartCloud 는 다음과 같이 차트를 관리한다. 

    

 

사용자들은 최신정보(최신차트), 자신이 제공한 정보(내 차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핫 차트), 흥미로워서 소장하고 싶은 정보 (즐겨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차트를 관리한다.  

서버는 작성시간을 통해 “최신차트”로 정렬하고, 작성자를 통해 “내 차트”로 정렬하고, 

차트에 들어있는 의견 수를 통해 “핫차트”로 정렬하고, 즐겨찾기 여부를 통해 

“즐겨찾기”로 정렬한다. 

각 카테고리에 있는 차트에 접근하기 위해 서버에 프로토콜 명세서에 맞게 요청하여 

차트 리스트를 얻어온다. 

 

#6. 부록참조 – 6.4 – 프로토콜 명세서  

  

차트

-작성자
-작성시간
-차트 ID
-차트설명
-차트 이미지 URL
-즐겨찾기 여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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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관리 

의견 관리는 의견과 마커 구조, 의견의 생성 및 삭제에 대한 내용이다. 

의견은 마커와 텍스트를 통해 차트의 특정 부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마커는 차트에 특정 부분을 지목하는 역할을 해주어 의견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의견안의 마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디바이스마다 같은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 마커의 좌표계를 변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마커

-마커크기
-타입
-색깔
-이동좌표값
-회전값
-확대값
-화면크기값

의견 = (마커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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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마커에 좌표값, 회전값, 확대값, 화면크기 값이 존재한다. 화면에 마커를 

출력할 때 현재 화면크기 값과 저장된 화면크기 값을 나눈 비율만큼 좌표계를 변환하여 

출력한다.  

 

     

-웹 페이지와 안드로이드에서 마커가 같은 위치에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점, 선, 원, 사각형, 화살표, 양쪽 화살표로 충분히 차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ChartCloud 는 6 개의 마커를 지원한다. 

 

-6 개의 마커를 지원한다- 

  의견 생성, 삭제는 서버에 프로토콜 명세서에 맞게 요청하여 생성, 삭제를 수행한다. 

#6. 부록참조 – 6.4 – 프로토콜 명세서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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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12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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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공유 

마커를 추가한 의견을 외부 SNS 에 공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ChartCloud 를 알림으로써 많은 사용자들의 접근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SNS 인 Facebook 과 Twitter 에 차트와 의견을 공유한다. 

 

 

      

SNS 에 공유하기 위해 각 SNS 에 App 을 만든 후 App ID 와 Secret 키를 얻어와서 인증 후 

토큰을 받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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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SNS에 맞는 로그인 수행 후 토큰을 얻어온다. 

 

Facebook 토큰을 얻어 온 로그 

 

 

Twitter 토큰을 얻어 온 로그 

 
얻어 온 토큰을 사용해서 공유를 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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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등록  

실제 웹상에 존재하는 차트에 마커를 달고 토론을 하기 위해 해당 차트 url 을 가져와서 

등록을 한다. 서버에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이 아닌 url 을 등록하여 DataStore 의 

제한용량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url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트 

이미지를 리턴해주는 Google Chart Api 를 사용하여 직접 차트를 생성하여 등록 할 수 

있다.  

 url 을 입력하여 프로토콜 명세서에 맞게 서버에 차트 등록 요청을 하면 해당 차트가 

등록된다.  

#6. 부록참조 – 6.4 – 프로토콜 명세서  

 

 

- 사용자 관리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구글 ID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 ID 를 통해 

사용자를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ChartCloud 를 사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가 까다롭거나, 처음 사용자 대부분이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로그인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는 현재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의 세션을 확

인 해서 구글에 로그인 여부를 먼저 확인 한다. 만약 아직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

그인 페이지로 보내서 로그인을 유도한다. 유저가 로그인 후에 차트 클라우드의 엑세스 

권한을 허용하면 해당 유저의 구글 아이디를 데이터스토어에 저장하고 이후에 다른 요청

을 할 때마다 해당 유저의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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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 제한 요소 

- 현실적 제한 요소 

1. 구글 앱 엔진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너무 많은 

사용량을 보이면 과금이 발생한다. 

 

위에 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읽기 연산보다 쓰기 연산의 과금이 더 크게 책정 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데이터를 읽고 쓸 때의 연산 횟수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되므로 쓰기 연산

이 훨씬 큰 과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차트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과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쓰기 연산을 줄이는 몇 가

지 방법을 사용 하였다. 

첫째로, 구글 앱 엔진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캐쉬 기능을 사용하여 쓰기 연산을 줄이려 

노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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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삭제 요청시 엔티티를 삭제하는 대신에 플래그를 사용 하였다. 실제로 엔티티를 

삭제하는 비용은 쓰기 연산과 동일하지만 플래그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업데이트 되는 

속성의 갯수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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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 평가 

 

[안드로이드 Part] 

차트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마커를 다는 것을 안드로이드로 손 쉽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을 만들었다. 기본적인 차트, 마커, 의견 기능 외에 구글 앱 엔진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과 SNS 와 웹 페이지가 연동이 된다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차트의 공유가 바탕이지만 URL 등록을 통해 차트 뿐 만이 아닌 이미지에도 

마커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서버에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가지고 

의견을 다는 솔루션으로도 확장이 가능한 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서버 Part] 

차트클라우드의 서버는 Google App Engine에 배포하여 서비스 된다. 

또한 Spring, Restful 등의 기술들이 사용되었다. 서버 파트를 맡으면서 생소한 개발 환경과 기술

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기간동안 스터디에만 집중 했다. 

특히나 자바를 이용한 웹 서버 프로그래밍은 처음이라 동작하는 환경을 이해 하는데만도 오랜 기

간이 걸렸다. 하지만 조금씩 알아 갈수록 서버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빠져 들었고 특히나 클라이

언트 파트와 처음 연동이 된날은 희열감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다. 

지난 5개월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완성한 우리

의 작품을 보니 뿌듯하고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이 든다. 

 

[GWT Part] 

GWT를 이용한 웹 버전은 MVP 모델과 Activity Place를 적용하여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기능과 

연동되고, 화면 전환을 하이퍼링크 방식처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재사용성, 효율적인 Ajax 구현, 

크로스-브라우저 호환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개발시 보다 편리하고 빠르

게 개발을 도와준다. 

 이러한 점들은 개발시에 재사용성, 효율적인 Ajax 구현, 히스토리 관리, cross-browser 호환성등

의 장점을 가진다. 

 HTML5의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여 마커를 표시하고, 마커를 쉽고 편리하게 조작하고 추가할 수 

있다.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조작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서버와 통신하여 웹브라우저 기능이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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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      록 

6.1 기능목록표 

계획서상에서의 구현/미구현 여부 

 

- 서    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구현시기 구현여부 

서버 

검색 요청처리-제목 서버-검색-01 1 차 미구현 

  요청처리-작성자 서버-검색-02 1 차 미구현 

  요청처리-핫차트 서버-검색-03 1 차 구현 

  요청처리-최신차트 서버-검색-04 1 차 구현 

  요청처리-내차트 서버-검색-05 1 차 구현 

  요청처리-즐겨찾기 서버-검색-06 2 차 구현 

차트 요청처리-차트 서버-차트-01 1 차 구현 

  요청처리-차트미리보기 서버-차트-02 1 차 설계변경 

  요청처리-차트생성 서버-차트-03 2 차 구현 

  요청처리-차트삭제 서버-차트-04 1 차 구현 

  요청처리-즐겨찾기등록 서버-차트-05 2 차 구현 

  요청처리-즐겨찾기취소 서버-차트-06 2 차 구현 

의견 요청처리-의견목록 서버-의견-01 2 차 구현 

  요청처리-의견추가 서버-의견-02 2 차 구현 

  요청처리-의견삭제 서버-의견-03 2 차 구현 

로그인 사용자인증-Google 서버-로그인-01 1 차 구현 

사용자관리 사용자 ID 추가 서버-사용자관리-01 1 차 구현 

 

- 안드로이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구현시기 비고 

안드로이드 

검색 검색결과표시 안드로이드-검색-01 1 차 구현 

  제목검색 안드로이드-검색-02 1 차 미구현 

  작성자검색 안드로이드-검색-03 1 차 미구현 

  핫차트 안드로이드-검색-04 1 차 구현 

  최신차트 안드로이드-검색-05 1 차 구현 

  내차트 안드로이드-검색-06 1 차 구현 

  즐겨찾기 안드로이드-검색-07 1 차 구현 

차트 즐겨찾기등록 안드로이드-차트-01 1 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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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찾기취소 안드로이드-차트-02 1 차 구현 

  차트표시 안드로이드-차트-03 1 차 구현 

  마커표시 안드로이드-차트-04 1 차 구현 

  마커-의견연동 안드로이드-차트-05 1 차 구현 

  차트삭제 안드로이드-차트-06 1 차 구현 

  차트공유-Facebook 안드로이드-차트-07 1 차 구현 

  차트공유-Twitter 안드로이드-차트-08 2 차 구현 

  차트공유-Google+ 안드로이드-차트-09 보류 미구현 

  차트공유-me2day 안드로이드-차트-10 보류 미구현 

의견 의견표시 안드로이드-의견-01 1 차 구현 

  의견-마커연동 안드로이드-의견-02 1 차 구현 

  의견필터링 안드로이드-의견-03 2 차 미구현 

  의견삭제 안드로이드-의견-04 1 차 구현 

  의견추가 안드로이드-의견-05 1 차 구현 

  마커추가-점 안드로이드-의견-06 1 차 구현 

  마커추가-원 안드로이드-의견-07 1 차 구현 

  마커추가-선 안드로이드-의견-08 1 차 구현 

  마커추가-사각형 안드로이드-의견-09 1 차 구현 

  마커추가-화살표 안드로이드-의견-10 1 차 구현 

  마커추가-양쪽화살표 안드로이드-의견-11 1 차 구현 

  의견공유-Facebook 안드로이드-의견-12 1 차 구현 

  의견공유-Twitter 안드로이드-의견-13 2 차 구현 

  의견공유-Google+ 안드로이드-의견-14 보류 미구현 

  의견공유-me2day 안드로이드-의견-15 보류 미구현 

  의견-이미지링크 안드로이드-의견-16 2 차 미구현 

  의견-동영상링크 안드로이드-의견-17 2 차 미구현 

로그인 Google 안드로이드-로그인-01 1 차 구현 

  Facebook 안드로이드-로그인-02 1 차 구현 

  Twitter 안드로이드-로그인-03 2 차 구현 

  Google+ 안드로이드-로그인-04 보류 미구현 

  me2day 안드로이드-로그인-05 보류 미구현 

생성 차트종류선택 안드로이드-생성-01 1 차 구현 

  차트미리보기 안드로이드-생성-02 1 차 구현 

  요청-차트생성 안드로이드-생성-03 2 차 구현 

  입력-라인차트 안드로이드-생성-04 2 차 구현 

  입력-파이차트 안드로이드-생성-05 1 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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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스캐터차트 안드로이드-생성-06 2 차 미구현 

  입력-바차트 안드로이드-생성-07 2 차 미구현 

  입력-캔들스틱차트 안드로이드-생성-08 2 차 미구현 

  데이타불러오기-라인차트 안드로이드-생성-09 2 차 미구현 

  데이타불러오기-파이차트 안드로이드-생성-10 2 차 미구현 

  데이타불러오기-스캐터차트 안드로이드-생성-11 2 차 미구현 

  데이타불러오기-바차트 안드로이드-생성-12 2 차 미구현 

  데이타불러오기-캔들스틱차트 안드로이드-생성-13 2 차 미구현 

데이타공유 저장-SD 카드 안드로이드-데이타공유-01 2 차 미구현 

  저장-nDrive 안드로이드-데이타공유-02 보류 미구현 

  저장-다음클라우드 안드로이드-데이타공유-03 보류 미구현 

  불러오기-SD 카드 안드로이드-데이타공유-04 2 차 미구현 

  불러오기-nDrive 안드로이드-데이타공유-05 보류 미구현 

  불러오기-다음클라우드 안드로이드-데이타공유-06 보류 미구현 

 

- 웹(GWT)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구현시기 구현여부 

GWT 

검색 검색결과표시 GWT-검색-01 1 차 구현 

  제목검색 GWT-검색-02 1 차 미구현 

  작성자검색 GWT-검색-03 1 차 미구현 

  핫차트 GWT-검색-04 1 차 구현 

  최신차트 GWT-검색-05 1 차 구현 

  내차트 GWT-검색-06 1 차 구현 

  즐겨찾기 GWT-검색-07 1 차 미구현 

차트 즐겨찾기등록 GWT-차트-01 1 차 미구현 

  즐겨찾기취소 GWT-차트-02 1 차 미구현 

  차트표시 GWT-차트-03 1 차 구현 

  마커표시 GWT-차트-04 2 차 구현 

  마커-의견연동 GWT-차트-05 3 차 구현 

  차트삭제 GWT-차트-06 1 차 구현 

  차트공유-Facebook GWT-차트-07 3 차 미구현 

의견 의견표시 GWT-의견-01 1 차 구현 

  의견-마커연동 GWT-의견-02 3 차 구현 

  의견필터링 GWT-의견-03 3 차 미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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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삭제 GWT-의견-04 1 차 구현 

  의견추가 GWT-의견-05 2 차 구현 

  마커추가-점 GWT-의견-06 3 차 구현 

  마커추가-원 GWT-의견-07 보류 구현 

  마커추가-선 GWT-의견-08 보류 구현 

  마커추가-사각형 GWT-의견-09 3 차 구현 

  마커추가-화살표 GWT-의견-10 보류 구현 

  마커추가-양쪽화살표 GWT-의견-11 보류 구현 

  의견공유-Facebook GWT-의견-12 3 차 구현 

로그인 Google GWT-로그인-01 2 차 구현 

  Facebook GWT-로그인-02 3 차 구현 

 

- 하이브리드 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구현시기 구현여부 

하이브리드 

앱  

검색 검색결과표시 하이브리드앱-검색-01 1 차 구현 

  제목검색 하이브리드앱-검색-02 1 차 미구현 

  작성자검색 하이브리드앱-검색-03 1 차 미구현 

  핫차트 하이브리드앱-검색-04 1 차 구현 

  최신차트 하이브리드앱-검색-05 1 차 구현 

  내차트 하이브리드앱-검색-06 1 차 미구현 

  즐겨찾기 하이브리드앱-검색-07 1 차 미구현 

차트 즐겨찾기등록 하이브리드앱-차트-01 1 차 미구현 

  즐겨찾기취소 하이브리드앱-차트-02 1 차 미구현 

  차트표시 하이브리드앱-차트-03 1 차 구현 

  마커표시 하이브리드앱-차트-04 2 차 구현 

  마커-의견연동 하이브리드앱-차트-05 2 차 미구현 

  차트삭제 하이브리드앱-차트-06 1 차 미구현 

  차트공유-Facebook 하이브리드앱-차트-07 3 차 미구현 

의견 의견표시 하이브리드앱-의견-01 1 차 구현 

  의견-마커연동 하이브리드앱-의견-02 2 차 미구현 

  의견필터링 하이브리드앱-의견-03 3 차 미구현 

  의견삭제 하이브리드앱-의견-04 1 차 미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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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추가 하이브리드앱-의견-05 2 차 미구현 

  마커추가-점 하이브리드앱-의견-06 3 차 미구현 

  마커추가-사각형 하이브리드앱-의견-09 3 차 미구현 

  의견공유-Facebook 하이브리드앱-의견-12 3 차 미구현 

로그인 Google 하이브리드앱-로그인-01 2 차 미구현 

  Facebook 하이브리드앱-로그인-02 3 차 미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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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프로그래머 메뉴얼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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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24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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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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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25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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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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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26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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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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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27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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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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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28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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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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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29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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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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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30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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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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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31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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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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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32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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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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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33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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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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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34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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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사용자 메뉴얼 

<Android Application> 

1. 로그인  

 

● 처음 이용 하는 경우. 

- 구글 인증 페이지가 뜨고 인중 후 로그인 

합니다.(2) 

 

● 인증이 되어 있는 경우. 

-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접속 됩니다.(2) 

 

 

2. 메인 홈 화면 

 

 

● 핸드폰 메뉴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툴바가 

나타납니다. 

● 메인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2) 

● 차트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10) 

● 설정 화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9) 

● 차트 생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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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  

 

● My Chart 

- 본인이 만든 Chart를 볼 수 있습니다.(4)  

● Recent Chart. 

- 최신 생성된 순으로 정렬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4) 

● Hot Chart- 의견이 많이 달린 순으로 

정렬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4) 

● Favorite 

- 즐겨찾기에 추가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4) 

 

4. 차트 목록 (Chart) 

 

● 홈 화면에서 선택한 카테고리에 따라 차트 

의 정렬된 순서가 다릅니다. 

● 원하는 차트를 선택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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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렌더링  

 

● 버튼을 누르면 해당 차트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Favorite 카테고리에 해 

당 차트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Facebook,Twitter 로 

해당 차트를 공유 시킬 수 있습니다.(8) 

● 의견보기 버튼을 누르면 차트에 달린 모든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 의견 추가 버튼을 누르면 마커와 의견을 달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6) 

 

6. 마커 추가 

 

 

● 버튼을 누르면 마커의 종류를 선택 

하실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생성 중인 마커를 취 소 

할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마커의 색상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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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37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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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마커에 대한 의견 

을 달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7)  

 

 

7. 의견 추가 

 

● 의견을 작성후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그러 면 

해당 마커에 대한 의견이 달리게 됩니다. 

(5) 

● 마커의 변경을 원한다면 뒤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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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커 및 의견 공유 

 

● 버튼을 누르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facebook 담벼락으로 해당 

의견과 차트가 올라갑니다.  

 

● 버튼을 누르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Twitter 트윗으로 해당 

의견과 차트가 올라갑니다. 

 

 

9. ID 관리(설정) 

 

● facebook,twitter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 캐쉬삭제를 누르면 메모리 or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 삭제 됩니다. 

 

● 로그아웃 기능은 미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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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과 연동을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 twitter 와 연동을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10. 생성 

10-1) 차트 등록 

 

● URL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10-2) 

 

● 데이터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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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미지 url을 이용해서 생성 하는 경우. 

 

 

● URL 입력란에는 원하는 chart 그림파일의 

URL을 입력합니다.  

● URL을 모를 경우, 인터넷에서 그림파일의 

URL을 가져 옵니다.(10-3) 

● 차트 제목란에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 설명란에 차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0-3) 

 

● 올리고자 하는 차트가 실려있는 페이지를 

찾습니다. 

 

● 이미지를 몇초간 누르고 있으면 다이얼 

로그를 볼수 있습니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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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이미지 보기를 클릭 합니다.(10-5) 

 

10-5) 

 

● URL 복사를 클릭 합니다. 

 

● 웹 어플리케이션을 종료 하고 ChartCloud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 시킵니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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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URL 입력란에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 다이 

얼 로그가 나옵니다, 

 

● 해당 다이얼 로그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 URL이 복사되면 미리보기 버튼을 통해 

차트를 볼수 있습니다. 

● 생성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차트가 

생성됩니다. 

 

10-7) 데이터 입력으로 생성 할 경우. 

 

● 제목 입력란에 차트 제목을 입력 합니다.  

 

● 설명 입력란에 차트 설명을 입력 합니다. 

 

● 데이터추가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가 나옵니다.(10-8) 

 

● 축정보 버튼을 누르면 축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가 나옵니다.(10-9) 

● 보기와 생성은 (10-10)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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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범례 입력란에 그래프의 범례를 입력합니다. 

 

● 데이터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스페이스로 데이터들을 구분합니다. 

소수도 입력 가능합니다. 

● 데이터 색상 변환은 그래프의 색상을 의미 

합니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 

다. 

 

10-9) 

 

● X축 이름 입력란에 X축이 의미하는 바를 

입력합니다. 

 

● Y축 이름 입력란에 Y축이 의미하는 바를 

입력합니다. 

 

● X 축과 Y축의 값의 범위를 지정 할수 있습 

니다. 

●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데이터가 저장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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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축정보와,데이터 

를 기반으로 차트를 미리볼수 있습니다. 

 

● 생성 버튼을 누르면 차트를 생성 합니다. 

 

<Web Application> 

1. 접속하기 (http://chartcloud.cs.kookmin.ac.kr)- Explorer 9.0 

이상 또는 Chrome 브라우저에서 가능합니다. 

 

● 최신차트를 선택하면 만들어진 시간대가 

최신순 으로 정렬된 차트 목록을 보여 

줍니다. 

 

● 나의차트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만든 차트 

목록을 

보여 줍니다. 

 

● 핫 차트를 선택하면 의견이 많이 달려있는 

차트 순으로 정렬되어 보여 줍니다. 

http://chartcloud.cs.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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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목록중 원하는 차트를 선택합니다.(2) 

● 로그인을 누르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 다. 

● 차트등록을 누르면 차트 생성 페이지로 

넘어갑니 다.(5) 

 

2. 차트 렌더링 

 

 

● 의견추가를 누르면 마커와 의견을 달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4) 

 

● 차트삭제를 누르면 자신의 차트인 경우 

차트 

를 삭제 시킵니다. 

 

● 공유 버튼을 누르면 facebook 으로 해당 

차트를 

공유 시키는 팝업 창이 나타 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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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표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의견에 대한 

마커 

만을 차트에서 보여 줍니다. 

 

 

3. 공유 

 

● 해당 마커와 차트,그리고 의견을 추가해서 

자신의 facebook 담벼락에 공유 시킬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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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커 및 의견 추가 

 

● 점,선,사각형,화살표,양쪽화살표 중 원하는 

마커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more 버튼을 누르면 palette 팝업창이 

나타나고,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의견 내용란에 해당 마커에 대한 의견을 

달수 

있습니다. 

 

● 의견등록을 선택하면 해당 마커와 의견이 

차트에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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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트 생성 

 

● 차트 URL 란에는 생성하고자 하는 chart 

이미지 

의 URL 주소를 입력합니다. 

 

●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생성하고자 하는 

차트의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 차트 제목란에는 새성 하고자 하는 차트의 

제목 

을 입력 합니다. 

 

● 차트 정보란에 차트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합니다. 

 

● 차트 등록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대로 

차트가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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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프로토콜 명세서 

응답 목록 
ResponseHeader 

{ 

    Success:true, 

    Error:”if success is false, here is reason”, 

    Auth:{ 

         userId:”kuaa3096@gamil.com” 

} 

} 

 
ResponseChart 

{ 

    Success:true, 

    Error:”if success is false, here is reason”, 

    Auth:{ 

         userId:”kuaa3096@gamil.com” 

} 

Chart : { 

     Type:”이것은 사실 디스크립션”, 

     Id:”alknfklen12131” 

     Author:”kuaa3096@gmail.com”, 

     Title:”this is polymorphic test!”, 

     createdTime: “2012-05-21ㅆ12:12:12Z+09”, 

     imageURL:"http://chartimage.jpg", 

   thumbnailURL:"http://thumbnailimage.jpg", 

     isFavorit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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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ChartList: 

{ 

    success:true, 

 error:"if success is false, here is reason", 

 auth:{ 

  userId:"kuaa3096@gmail.com" 

 }, 

 firstChartIndex:0, 

 chartCount:2, 

 chartList:[{ 

  id:"123-adf", 

  author:"kuaa", 

  createdTime:"2012-02-21 16:40:31", 

  title:"창민이의 하루 일과", 

  type:"PIE_CHART", 

  imageURL:"http://chanmin", 

  thumbnailURL:"http://changminschedule", 

          isFavorite:false 

    }] 

} 

 
ResponseCommentList: 

{ 

success:true, 

 error:"if success is false, here is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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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 

  userId:"kuaa3096@gmail.com" 

 }, 

 commen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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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iaContent:{ 

   encloseUrl:"http://thisischart", 

   size:[320,160], 

   thumbnailUrl:"http://thisissthumbnailchart", 

   thumbnailSize:[80,40] 

  } 

 }] 

} 

로그인 /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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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google 로그인 화면으로 자동 리다이렉트 된다.: 

GET /login/ 

or 

GET /login/redirect={로그인 후에 이동할 페이지} 

// redirect를 생략하면 처음 페이지로 간다. 

 

 
로그아웃 

GET /logout/ 

or 

GET /logout/redirect={로그아웃 후에 이동할 페이지} 

// redirect를 생략하면 처음 페이지로 간다. 

 

 

차트 생성 요청 
임의 차트 생성 요청: 

GET /data/api/chart/create/randomly/?count={count} 

 
차트 등록 요청: 

POST /data/api/chart/register/ 

{ 

  "type" : "PieChart", 

  "id" : null, 

  "author" : "kuaa", 

  "title" : "this is polymorphic test!", 

  "createdTime" : null, 

  "imageURL" : "http://chartimag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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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mbnailURL" = "http://thumbnailimage.jpg" 

} 

 

 
차트 생성 응답: 

ResponseHeader 

 

차트 목록 요청 및 응답 
내 차트: 

GET /data/api/chart/json/author/?author={user-id}&firstChartIndex={받을 차트 

리스트의 첫번째 차트 인덱스} 

 
최근 차트 : 

GET /data/api/chart/json/recently/?firstChartIndex={받을 차트 리스트의 첫번째 

차트 인덱스} 

 
핫 차트: 

GET /data/api/chart/json/hot/?firstChartIndex={받을 차트 리스트의 첫번째 차

트 인덱스} 

 
검색 – 작성자 : 

GET /data/api/chart/json/author/?author={user-id}&firstChartIndex={받을 차트 

리스트의 첫번째 차트 인덱스} 

 
차트 목록 응답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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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ChartList 

 

특정 차트 요청 및 응답 
특정 차트 요청: 

GET /data/api/chart/json/specific/?chartId={chart-id} 

 
특정 차트 응답(Sample): 

ResponseChart 

즐겨찾기 추가, 삭제, 목록 요청 

 
즐겨찾기 추가: 

GET /data/api/chart/favorite/add/?userId={user-id}&chartId={chart-id} 

 
즐겨찾기 삭제: 

GET /data/api/chart/favorite/del/?userId={user-id}&chartId={chart-id} 

 
즐겨찾기 추가/삭제 응답(Sample): 

ResponseHeader 

 
즐겨찾기 목록 요청: 

GET /data/api/chart/json/favorite/?userId={user-id}&firstChartIndex={받을 차트 

리스트의 첫번째 차트 인덱스} 

 
즐겨찾기 목록 응답(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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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ChartList 

 

차트 삭제 요청 및 응답 
차트 삭제 요청: 

GET /data/api/chart/delete/?id={chart-id}&author={author} 

 
차트 삭제 응답: 

ResponseHeader 

 

의견 생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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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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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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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32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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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mbnailSize":[80,40] 

 } 

} 

 

 
의견 생성 응답: 

Response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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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요청 및 응답 
의견 목록 요청: 

GET /data/api/comment/json/?refChartId={refChartId} 

 

 
의견 목록 응답(sample): 

ResponseCommentList 

 

의견 삭제 요청 및 응답 
의견 삭제 요청: 

GET /data/api/comment/delete/?id={comment-id}&author={author} 

 

 
의견 삭제 응답: 

Response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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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즈케이스 

- 서     버 

다음 표는 본 프로젝트의 서버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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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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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다음 표는 본 프로젝트의 안드로이드에 대한 내용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세부내용 

안드로이드 

검색 

검색결과표시 안드로이드-검색-01 
선택한 카테고리에 맞는 차트의 

검색 결과를 출력한다 

  핫차트 안드로이드-검색-04 
의견이 많이 달린 순으로 차트를 

정렬하여 검색한다. 

  최신차트 안드로이드-검색-05   

  내차트 안드로이드-검색-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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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표시 안드로이드-차트-03   

  마커표시 안드로이드-차트-04   

  마커-의견연동 안드로이드-차트-05   

  차트삭제 안드로이드-차트-06   

  
차트공유-

Facebook 
안드로이드-차트-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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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의견표시 안드로이드-의견-01   

  의견-마커연동 안드로이드-의견-02   

  의견삭제 안드로이드-의견-04   

  의견추가 안드로이드-의견-05   

  마커추가-점 안드로이드-의견-06   

  마커추가-원 안드로이드-의견-07   

  마커추가-선 안드로이드-의견-08   

  마커추가-사각형 안드로이드-의견-09   

  마커추가-화살표 안드로이드-의견-10   

  
마커추가-

양쪽화살표 
안드로이드-의견-11   

  
의견공유-

Facebook 
안드로이드-의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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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Google 
안드로이드-로그인-

01 
  

  Facebook 
안드로이드-로그인-

02 
  

  Twitter 
안드로이드-로그인-

03 
Twitter 에 로그인을 한다. 

  

생성 

차트종류선택 안드로이드-생성-01 생성할 차트의 종류를 선택한다. 

  차트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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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GWT) 

다음 표는 본 프로젝트의 웹에 대한 내용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세부내용 

GWT 

검색 

검색결과표시 GWT-검색-01 화면에 검색결과를 표시한다. 

핫차트 GWT-검색-04 
의견이 많은 순서로 화면에 

표시한다. 

최신차트 GWT-검색-05 
작성시각을 기준으로 최신의 순서로 

화면에 표시한다. 

내차트 GWT-검색-06 
내가 작성한 차트를 화면에 

표시한다. 

차트 

차트표시 GWT-차트-03 화면에 차트를 표시한다. 

마커표시 GWT-차트-04 차트에 있는 마커를 표시한다. 

마커-의견연동 GWT-차트-05 
마커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의견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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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삭제 GWT-차트-06 차트를 삭제한다. 

의견 

의견표시 GWT-의견-01 의견을 표시한다. 

의견-마커연동 GWT-의견-02 
의견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마커를 

표시한다. 

의견삭제 GWT-의견-04 의견을 삭제한다. 

의견추가 GWT-의견-05 의견을 추가한다. 

마커추가-점 GWT-의견-06 의견에 점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원 GWT-의견-07 의견에 원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선 GWT-의견-08 의견에 선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사각형 GWT-의견-09 의견에 사각형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화살표 GWT-의견-10 의견에 화살표 마커를 추가한다. 

마커추가-양쪽화

살표 
GWT-의견-11 의견에 양쪽화살표 마커를 추가한다. 

의견공유-

Facebook 
GWT-의견-12 의견을 Facebook 에 공유한다. 

로그인  

Google GWT-로그인-01 Google 에 로그인한다. 

Facebook GWT-로그인-02 Facebook 에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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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앱(Sencha) 

다음 표는 본 프로젝트의 하이브리드앱에 대한 내용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코드 세부내용 

하이브리드앱  

검색 

  

  

검색결과표시 
하이브리드앱-검색-

01 
화면에 검색결과를 표시한다. 

핫차트 
하이브리드앱-검색-

04 

의견이 많은 순서로 화면에 

표시한다. 

최신차트 
하이브리드앱-검색-

05 

작성시각을 기준으로 최신의 

순서로 화면에 표시한다. 

차트 

  

차트표시 
하이브리드앱-차트-

03 
화면에 차트를 표시한다. 

마커표시 
하이브리드앱-차트-

04 
차트에 있는 마커를 표시한다. 

의견 의견표시 
하이브리드앱-의견-

01 
의견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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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버 

1. 요청처리-제목, 서버-검색-01 

- Google App Engine의 Datastore에서의 문자열 검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현 못함 

 

2. 요청처리-핫차트, 서버-검색-03 

- 각 차트의 고유 아이디와 의견 갯수를 묶어서 'HotChart' 엔티티를 생성 

- 클라이언트에서 핫차트 요청시 의견 갯수로 정렬을 하여 의견이 많은 순서대로 차트

의 고유 아이디를 얻어온다. 그렇게 얻어온 아이디로 다시 차트의 상세 정보를 차트 

엔티티에서 얻어서 최종적으로 핫차트 목록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준다. 

 

 

 

 

3. 요청처리-즐겨찾기, 서버-검색-06 

- 각 유저의 아이디와 즐겨찾기에 등록한 차트 아이디를 묶어서 'Favorite' 엔티티를 

생성 

- 클라이언트에서 즐겨찾기 목록 요청시 우선적으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한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해당 유저의 아이디로 즐겨찾기 엔티티를 검색하여 즐겨찾기에 등록된 

차트 아이디 목록을 얻어온다. 그렇게 얻어온 차트 아이디 목록으로 다시 차트의 

상세 정보를 차트 엔티티에서 얻어서 최종적으로 즐겨찾기 목록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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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청처리-차트미리보기, 서버-차트-02 

- 안드로이드 버전의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기로 변경 

 

5. 요청처리-차트생성, 서버-차트-03 

- 클라이언트에서 차트생성 요청시 우선적으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한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요청한 차트의 객체의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고 생성시각을 현재시각으로 설정, 

작성자를 로그인된 유저의 아이디로 설정한 후 해당 차트 정보를 차트 엔티티에 저장 

한다. 그리고 성공여부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보내준다. 

 

 

 

6. 요청처리-즐겨찾기등록, 서버-차트-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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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에서 즐겨찾기 등록 요청시 우선적으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한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요청한 차트 아이디를 로그인된 유저 아이디의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하고 엔티티를 업데이트 시킨다. 그리고 성공여부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보내준다. 

 

 

7. 요청처리-즐겨찾기취소, 서버-차트-06 

- 클라이언트에서 즐겨찾기 취소 요청시 우선적으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한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요청한 차트 아이디를 로그인된 유저 아이디의 즐겨찾기 목록에서 

삭제하고 엔티티를 업데이트 시킨다. 그리고 성공여부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보내준다. 

 

 

8. 사용자인증-Google, 서버-로그인-01 

-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을 요청하면 연결된 유저의 세션으로부터 구글 유저 정보를 

얻어와서 해당 유저가 구글에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인증되지 않은 

유저라면 구글 로그인 페이지를 보내주고 구글에 로그인후에 차트클라우드 

프로그램을 허용 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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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자 ID 추가, 서버-사용자관리-01 

- 구글에 인증을 받은 유저가 로그인을 시도하면 해당 유저의 구글 아이디를 유저 

엔티티에 저장한다. 이후 재접시는 해당 유저의 아이디를 유저 엔티티에서 확인만 

하고 로그인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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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1) 안드로이드-로그인-01 – Google 

 

       

 

첫 화면은 로그인 화면으로 시작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구글 아이디를 가져와서 등록한

다. 처음 로그인시 액세스 요청을 하고 허용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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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드로이드-검색-01 – 검색결과표시 

안드로이드-검색-04 – 핫차트 

안드로이드-검색-05 – 최신차트 

안드로이드-검색-06 – 내차트 

안드로이드-검색-07 – 즐겨찾기 

 

액세스를 허용하면 카테고리 선택 화면이 나온다. 각 사용자 별 차트(내 차트), 의견 많은 

차트, 최신차트, 즐겨 찾기 별로 4개의 카테고리 별로 차트를 검색할 수 있다. 

메뉴버튼을 클릭 시 홈, 차트생성, 설정 메뉴가 나오게 된다. 홈을 누르면 카테고리 페이

지로 이동, 차트생성을 누르면 차트 등록 페이지로 이동, 설정을 누르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타이틀바의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 차트 등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검색을 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 페이지로 생성한 차트의 이미지와 

제목, 생성자, 생성한 시간이 나타나며, 클릭을 하면 해당 차트가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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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드로이드-차트-03 – 차트표시, 마커표시  

안드로이드-차트-04 – 마커표시 

 

 

차트 리스트에서 특정 차트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페이지이다. 차트와 마커가 출력된다. 

타이틀 바의[…] 을 클릭 시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휴지통 모양은 차트 삭제 기능이다. 

-  

(4) 안드로이드 차트-06 – 차트삭제 

 차트 삭제 시 서버에 차트 삭제 요청을 보낸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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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70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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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드로이드 차트-01 – 즐겨찾기 등록 

안드로이드 차트-02 – 즐겨찾기 취소 

 

 

상단의 별 마크를 클릭하면 서버에 즐겨찾기 등록 및 해제 요청을 보낸다. 

 

 (6) 안드로이드-의견-01 – 의견표시 

하단의 의견보기를 클릭하면 의견 레이아웃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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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드로이드-차트 – 05 – 마커-의견연동 

안드로이드-의견 – 01 - 의견-마커연동 

 

 

 

마커를 클릭하거나 의견보기에서 의견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의견과 그에 매핑되는 마

커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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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드로이드-의견-04 – 의견삭제 

 

 

 

자신이 생성한 의견에 한해서 “x” 표시를 클릭하면 의견 삭제 여부를 물어보는 다이얼로

그가 생성되고 삭제를 클릭하면 서버에 삭제 요청을 보내고 삭제한다. 안드로이드-차트-

05 화면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생성한 의견이 아닐경우 화면상의 의견만 사라질

뿐 서버에 삭제 요청을 보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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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드로이드-차트-07 – 차트공유 – Facebook 

안드로이드-차트-08 – 차트공유 - Twitter 

안드로이드-의견-12 – 의견공유 – Facebook 

안드로이드-의견-13 – 의견공유 - Twitter    

 

SNS 공유 Sequence 다이어그램 

 

 

 

 

공유( ) 버튼을 누르면 onShareTosns()를 호출하고 token 이 없으면 셋팅 페이지(SettingActivity)에 

로그인 함수를 통해 토큰 값을 얻어온다. 만약 accessToken 이 없으면 로그인 함수를 통해 토큰 값을 

얻어온다. 

 : User

 : ViewChartActivity  : SettingActivity  : Facebook  : Twitter

1 : onShareTosns()
2 [facebookAccessToken == null] : facebookLogin()

3 4 : request()

5 : onShareTosns() 6 [twitterAccessToken == null] : twitterLogin()

7

8 : updata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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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SNS에 맞는 로그인 화면이 출력된다. 

 

Facebook 토큰을 얻어 온 로그 

 

 

Twitter 토큰을 얻어 온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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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SNS에 공유하면 공유된다. 의견을 공유하면 왼쪽과 같이 해당 의견에 맞는 

마커와 의견이 공유되고 화면 상단의 공유로 공유하면 전체 마커가 공유된다.  

여기서 바로가기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림과 같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한다. 

-  

(10) 안드로이드-의견-05 – 의견추가 

안드로이드 – 06 – 마커추가 – 점 

안드로이드 – 07 – 마커추가 – 원 

안드로이드 – 08 – 마커추가 – 선 

안드로이드 – 09 – 마커추가 – 사각형 

안드로이드 – 10 – 마커추가 –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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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 11 – 마커추가 - 양쪽화살표 

 

의견추가시 그림과 같이 마커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  

 

“+” 버튼을 누르면 마커를 추가하는데 추가할 마커를 선택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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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를 추가하면 선택한 마커가 출력된다. 마커를 클릭하면 마커를 이동 및 크기 변경을 

하는 가이드 마커가 생성된다. 

 

 

색상을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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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클릭하면 마커가 삭제되는데 선택된 마커가 없으면 “삭제할 마커가 없습니다” 라

는 문구가 뜬다. 

 

 

다음을 클릭하면 의견을 다는 란이 나온다. 추가버튼을 누르면 해당 마커와 의견이 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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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마커와 의견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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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차트생성을 누르거나 상단의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 차트 등록 페이지가 나온다. 

 

URL 입력을 누르면 해당 URL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등록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URL과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면 해당 이미지가 서버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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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드로이드 – 생성 -01 – 차트 종류 선택 

 

 

 

데이터 입력을 누르면 데이터를 입력할 차트 종류를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서 

생성할 차트의 종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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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드로이드 – 생성 – 02 – 차트 미리보기 

안드로이드 – 생성 – 03 – 요청-차트생성 

안드로이드 – 생성 – 04 – 입력-라인차트 

안드로이드 – 생성 – 05 – 입력-파이차트 

 

      

하단의 데이터 추가를 누르면 범례와 데이터를 입력하는 다이어로그가 생성되어 값을 입

력할 수 있다. 축정보를 누르면 x, y축의 범위를 입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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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차트가 만들어진다. “x”표시를 누르면 데이터가 삭제되고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왼쪽으로 슬라이드하면 차트의 제목과 설명을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입력을 하고 

생성을 누르면 해당 차트에 대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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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등록 Sequence 다이어그램 

 

url 과 제목, 설명을 json 객체로 만들어서 서버에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담아 등록 

요청을 보낸다.  

 

       

차트 등록 요청 프로토콜 

POST /data/api/chart/register/ 

{ 

  "type" : 차트 설명 

  "id" : 차트 아이디 (서버에서 자동 생성) 

  "author" : 사용자 아이디 

  "title" : 차트 제목 

  "createdTime" : 생성 시간 (자동 입력) 

  "imageURL" : 차트 url 

  "thumbnailURL" = 축소 이미지 url 

} 

 

 차트 등록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는 json 객체를 파싱해서 데이터 DB 에 저장한다. 

 : User

 : InputChartDataActivity : InputUrlDataActivity  : HttpClientService  : HttpClient : HttpPost

1 : onCreateNewChart() 2 : post = HttpPost()

3 4 : execute(post)
5 : execute(post)

6 : onCreateNewChart() 7 : post = HttpPost()

8 9 : execute(post)

10 : execut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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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차트가 등록이 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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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GWT) 

웹 구현내용을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GWT-검색-01 : 검색결과표시 

 

 

서버로 최근차트, 나의차트, 핫차트에 관련된 내용을 요청하면, 서버에서 해당 요청에 맞는 데이

터를 전송하고, 전송된 차트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GWT-검색-04, GWT-검색-05, GWT-검색-06

은 모두 GWT-검색-01을 통해서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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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WT-검색-04 : 핫차트 

 

 

 

핫차트에 대해 서버로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달린 차트 기준으로 차트에 대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된 차트 정보는 GWT-검색-01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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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WT-검색-05 : 최신차트 

 

 

최신차트에 대해 서버로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작성시각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차트에 대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된 차트 정보는 GWT-검색-01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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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WT-검색-06 : 내차트 

 

 

내차트에 대해서 서버로 요청을 하면, GWT-로그인-01이 선행되어 성공한 경우에, 서버에서 GWT-

로그인-01으로 로그인한 아이디를 기준으로 등록한 차트에 대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된 차트 

정보는 GWT-검색-01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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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WT-차트-03 : 차트표시 

 

 

GWT-검색-01에서 특정 차트를 선택하면, 해당 차트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요청을 하고, 전송된 

차트 정보 중에서 차트를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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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WT-차트-04 : 마커표시 

 

 

GWT-검색-01에서 특정 차트를 선택하면, 해당 차트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요청을 하고, 전송된 

차트 정보 중에서 마커를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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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WT-차트-05 : 마커-의견 연동 

 

 

화면에 표시된 마커를 선택하면, 해당 마커와 관련된 의견만 표시된다. 이 때 아무런 마커도 선택

하지 않으면 모든 마커와 의견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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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WT-차트-06 : 차트삭제 

 

 

차트삭제를 선택한 경우, GWT-로그인-01이 선행되어 성공한 경우 거나, 아니면 GWT-로그인-02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모두 위와 같은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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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를 선택하면, 해당 삭제 요청을 서버로 요청하고, 서버에서 GWT-로그인-01이 선행되어 성공하

고 해당 차트 작성자와 삭제 요청을 한 사용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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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를 선택하면, 해당 삭제 요청을 서버로 요청하고, 서버에서 GWT-로그인-01이 선행되어 성공하

고 해당 차트 작성자와 삭제 요청을 한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하

고, 서버에서 해당 차트를 삭제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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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96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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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GWT-의견-01 : 의견표시 

 

 

 

GWT-검색-01에서 특정 차트를 선택하면, 해당 차트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요청을 하고, 전송된 

차트 정보 중에서 의견을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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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WT-의견-02 : 의견-마커연동 

 

 

 

의견에 있는 마커표시를 선택하면, 해당 의견과 관련된 마커만 표시된다. 이 때 차트 위의 아무런 

마커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마커와 의견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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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WT-의견-04 : 의견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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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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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Y-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99 of 1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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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삭제의 경우, GWT-로그인-01 이 선행되어 성공한 경우, 의견 중 작성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 삭제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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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된다. Yes 를 선택하면, 해당 의견 삭제 요청을 

서버로 요청하고, 서버에서 해당 의견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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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WT-의견-05 : 의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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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OpinionSectionActivity에서 OpinionHolder의 내용과 함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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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OpinionSectionActivity는 RequestBuilder를 통해 해당 요청을 서버로 전송하고 의견 추가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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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GWT-의견-06 : 마커추가-점 

  GWT-의견-07 : 마커추가-원 

  GWT-의견-08 : 마커추가-선 

  GWT-의견-09 : 마커추가-사각형 

  GWT-의견-10 : 마커추가-화살표 

  GWT-의견-11 : 마커추가-양쪽화살표 

 

 

 

의견 및 마커 클래스 다이어그램 

 

차트는 여러 개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의견은 여러 개의 마커를 가진다. 마커는 점, 선, 

사각형, 원, 화살표, 양쪽화살표 등 총 6가지 형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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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GWT-의견-12 : 의견공유-Facebook 

 

 

 

GWT-로그인-02가 선행되어 성공한 경우에 위와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팝업된다. Facebook에 추

가적으로 보여질 의견을 작성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Facebook에 글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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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등록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글 등록이 완료되면 Facebook에도 위와 같은 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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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GWT-로그인-01 : Google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선택하면 서버로 로그인 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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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는 로그인 요청을 확인하여 Google 인증 페이지로 리다이렉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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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그인 요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ChartCloud페이지로 돌아오며, 좌측 상단에는 해당 사

용자 이메일 주소와 우측 상단에는 차트등록과 로그아웃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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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WT-로그인-02 : Facebook 

 

 

 

의견 부분의 공유 버튼을 선택하면 Facebook 로그인 창이 팝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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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앱(Sencha) 

 

(1) 하이브리드앱-검색-01 : 검색결과표시 

서버로 최근차트, 핫차트에 관련된 내용을 요청하면, 서버에서 해당 요청에 맞는 데이터

를 전송하고, 전송된 차트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하이브리드앱-검색-04, 하이브리드앱-

검색-05은 모두 하이브리드앱-검색-01을 통해서 화면에 표시된다. 

 

(2) 하이브리드앱-검색-04 : 핫차트 

핫차트에 대해 서버로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달린 차트 기준으로 차트

에 대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된 차트 정보는 하이브리드앱-검색-01에서 처리한다. 

 

(3) 하이브리드앱-검색-05 : 최신차트 

최신차트에 대해 서버로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작성시각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차트에 

대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된 차트 정보는 하이브리드앱-검색-01에서 처리한다. 

 

(4) 하이브리드앱-차트-03 : 차트표시 

하이브리드앱-검색-01에서 특정 차트를 선택하면, 해당 차트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요청

을 하고, 전송된 차트 정보 중에서 차트를 화면에 표시한다. 

 

(5) 하이브리드앱-차트-04 : 마커표시 

하이브리드앱-검색-01에서 특정 차트를 선택하면, 해당 차트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요청

을 하고, 전송된 차트 정보 중에서 마커를 화면에 표시한다. 

 

(6) 하이브리드앱-의견-01 : 의견표시 

하이브리드앱-검색-01에서 특정 차트를 선택하면, 해당 차트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 요청

을 하고, 전송된 차트 정보 중에서 의견을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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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릴리즈 노트 

 

- 설명 

이 앱은 국민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입니다. 

개발자: [정태성,한인규,이동주,이동환,박영필,유창민] 

 

세상을 공유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Chart Cloud. 

이번 우량주의 변동 추이를 SNS에 공유한후 화살표를 사용해 말하고 싶다면?  

기온 변화가 커진 이유를 그래프에 위치를 표시해 가면서 친구들과 토의하고 싶다면? 

차트 클라우드는 그래프를 바로 옆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듯 2차원 마커를 그

래프 위에 표시하여 의견을 첨부할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연동 차트 공유 서비스"입

니다. 

1. 차트클라우드는 어디서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차트 클라우드는 모바일, pc, 태블릿 어디서나 각 단말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트 주소 : http://chartcloud.cs.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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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트클라우드는 여러가지 마커를 지원합니다. 

   - ( . - ○ □ → ↔ ) 6가지 형태의 마커를 사용하여 차트 위에 자신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3. 차트클라우드 여러가지 등록방법을 지원합니다. 

- 직접 차트를 그려서 업로드하거나, 외부 이미지의  URL을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지원합니다  

4. 차트클라우드는 회원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 차트클라우드는 구글인증을 통해 favorite, mychart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 아이디

가 있다면 바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5. 차트클라우드는 Facebook과 Twitter에 공유가 가능합니다. 

- 공유버튼을 이용하여 facebook, twitter에 원하는 차트 및 의견과 마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은 국민대학교 컴퓨터학부 Team Hotspot 프로젝트의 소유입니다. 

5월 23일, 2012에 업데이트됨 

- 의견 기능 추가 

- 마커 기능 추가 

- facebook 공유 추가 

- twitter 공유 추가 

- 차트 렌더링 기능 추가 

- 차트 삭제 기능 추가  

- 의견 삭제 기능 추가 

- 차트 등록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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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스터디 – MVC, MVP, AOP, JAX-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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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스터디 – Ja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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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스터디 – FaceBook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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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스터디 – GAE Data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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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스터디 – SVN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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