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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

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ChartCloud”를 수행하는 팀 “HotSpot”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HotSpot”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

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

자 
Revision 

추가/수정 항

목 
내    용 

2012-09-27 한인규 1.0 최초 작성 전체 초안 작성 

2012-09-27 이동환 1.1 내용 추가 내용 및 출품 내역 추가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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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2-SEP-27 

 

캡스톤 디자인 II Page 3 of 8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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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프로젝트 목표 ............................................................................................. 4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 4 

3 경시대회 출품 내역 ...................................................................................... 6 

3.1 소프트웨어 공모대전 ............................................................................. 6 

4 다음 마일스톤 일정 ...................................................................................... 7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Char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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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2-SEP-27 

 

캡스톤 디자인 II Page 4 of 8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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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로젝트 목표 

 

기존에 개발한 시스템을 안정화 하고, 이를 외부 경시대회에 출품하도록 한다. 

 

- 시스템 불안정성을 안정화 한다. 

- 외부 경시대회에 출품한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1. 2012년 캡스톤 디자인 I 에서 개발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 불안정성 (로그인 기능 안정화) 

 이전 ChartCloud 에서의 로그인 문제가 있었다. 구글 인증 서비스인 Oauth를 이용

하여 로그인을 하는 부분이다. 기존 시스템은 구글에서 쿠키를 얻어와 해당 쿠키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였다. 

 

 

 

하지만 이 쿠키는 30일이 경과하면 만료되어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 진다. 때문에 30

일 사용 후에 해당 gmail에 대해 로그인이 불가능 하였다. 해당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전 시스템에서 로그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

었다. 

이를 막기위해 cookiestore에서 사용가능한 쿠키를 다시 얻어오는 방식으로 시스템

을 안정화 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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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에 “SACSID”, “ACSID” 가 포함된 쿠키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쿠키이기 때문에  

해당 쿠키를 쿠키스토어에서 뽑아서 사용자 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쿠키스토

어에서 사용 가능한 쿠키 정보가 없을 시 Login failed 에러를 보낸다. 

 

개선된 로그인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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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시대회 출품 내역 

 

3.1   소프트웨어 공모대전 

2012년 제 24회 소프트웨어 공모대전에 서류 제출을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메일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제 24 회 글로벌 SW공모대전 사무국입니다. 

귀 지원자(또는 팀대표) 이동주님의 접수번호는 2012-520 입니다. 

  

1 차 서류전형 결과는 9 월 19 일(수)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합격자 접수번호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10(월) : 접수번호 안내 (E-Mail, 문자) 통보 

  2. 9/19(수): 1 차 서류심사결과 발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9/20(목)~26(수) 까지 : 1차 통과작품에 대하여 완성품(주변기기외) 접수 

    - 필수제출품: 완성품 프로그램 CD, 동작(사용)설명서 

    - 옵션제출품: 시연동영상 외. 

      (단, 웹버젼 P/G , 모바일 앱 경우에는 동작(사용)설명서,시연동영상으로 대체 

하며, 완성도 테스트시 별도 검증) 

      (특정 H/W등 주변기기와 같이 동작 P/G 의 경우 테스트 방법에 대하여, 별도 

안내 예정임) 

       

   문의사항은 E-mail 또는 유선, 홈페이지 Q&A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모대전 사무국: e-mail ipak@ipak.or.kr   Tel:02-338-2311 

  

  

*********************************************** 

환희,희망,정이있는 최고의 IT 전문가그룹 

(사)한국 IT전문가협회 

mailto:ipak@ipak.or.kr
tel:02-33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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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선임연구원 

Tel : 070-4466-9388    FAX : 02-323-1201 

C.P : 010-9162-7595    e-mail : ipak@ipak.or.kr 

adress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2-19  

Homepage : http:// www.ipak.or.kr 

Facebook: http://www.facebook.com/IPAK2011 

*********************************************** 

 

 

  

4 다음 마일스톤 일정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제출 

제안서, 요약제안서 

제 24 회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모대전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2-07-05 2012-09-06 

1 차 중간 보고 

-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 

. 로그인 기능 안정화 

 제 24 회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모대전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4. 주요 버그 수정 버전 (ver 0.2) 

2012-09-06 2012-09-27 

2 차 중간 보고 

- 클라이언트(안드로이드) 

. 바 차트와 그 외 차트 추가 생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9-27 2012-10-25 

구현 완료 
- 서버 

. Google App Engine 의 Bandwidth, 
2012-10-25 2012-11-01 

mailto:ipak@ipak.or.kr
http://www.ipak.or.kr/
http://www.facebook.com/IPA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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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tore 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 

1. 구현 소스 코드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2012-11-01 2012-11-2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 

1. 최종 보고서 

2. 최종 버전 (ver 0.3) 

2012-11-20 201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