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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t it see 개발 목적

프로젝트 목표

(1) 사진 같이 보기 기능

: 웹 통신을 이용하여 큰 화면으로 전환

(2) 쉬운 사진 이동

: Let it see를 이용하여 쉽게 사진을 업로드 가능

(3) 사진 위에 그리기
: 스마트 기기에서 간편한 터치로 사진 꾸미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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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t it see 개발 목적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진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며 소통이 필
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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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t it see 개발 목적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회의할 때 이미지를 통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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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관리

사용 기술 및 도구

(1) Server

 Node.js 
•(HTTP Module, Socket.io Module)

(2) Client

 PhoneGap  
 HTML5 
 JavaScript
 jQuery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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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PhoneGap Plugin

- 플러그인 개발 시 자바스크립

트 코드 단일화.

<안드로이드 폰갭 플러그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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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HTTP Request and Response

- http://www.yahoo.com/index.html        

같은 파일을 요구 시 브라우저는 웹

서버에 요청,

통신은 다음과 같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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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PhoneGap 개발 방식 및 지원 API

- HTML5, CSS, Javascript로 사용자 앱 개발.

- PhoneG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패키징.

- 웹킷(WebKit)이 제공되는 브라우저가 탑재된 웹 컴포넌트

(WebView) 기반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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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Node.js _ architecture stack

- 속도중심이 아닌 간단한 응답

중심에 강함.

- 플랫폼에 관련 없이 독립적으

로 수행 가능.

- Javascript를 사용하여 개발자

가 쉽게 접근 가능.



4.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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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 수행내용

(1) 클라이언트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로그인
(2)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미지 전송 받음
(3) 이미지 전송 완료 후 브라우저에 이미지 변경접속
(4)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가 방에 접속하면 그 정보를 저장
(5)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웹 페이지를 제공

 Client 수행내용

(1)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웹 페이지
(2)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UI 코드
(3) 갤러리
(4) Swipe 이벤트

(1) 수행 내용

4.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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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

(2) 실행 흐름



4.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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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2) 실행 흐름

(1) 로그인

4.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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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2) 갤러리 접근

(2) 실행 흐름



4.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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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2) 이미지 선택

(2) 실행 흐름

4.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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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2) Swipe 이벤트

(2) 실행 흐름



5. 보완점 및 개선방안

17

추후 기능 추가 사항

(1) Facebook API를 이용

: 이미지 버튼 한번의 클릭으로 facebook 앨범에 업로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능 추가 예정.

SNS기능 추가로 인한 공유 서비스 강화.

4.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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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2) 접속

(2) 실행 흐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