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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안서 

  



2012년도 캡스톤 디자인 Ⅱ 종합설계 프로젝트 요약 제안서 

팀명 Team Let it see 제출일 2012년  11 월   22 일 

지도교수 윤 명근 교수 

프로젝트제목 Let it see 

팀원 

성명 학번 e-mail 주소 핸드폰 번호 

한규학(조장) 20052588 hide100@naver.com 010-8980-4615 

심재운 20027345 mannunt@naver.com 010-5577-5222 

이다예슬 20095374 tkdwo0220@naver.com 010-6526-4646 

김미영 20095366 Ky1220408@naver.com 010-7979-4477 

왕지혜 20095372 84185532@hanmail.net 010-3101-3124 

한혜선 20095378 tjsflower@naver.com 010-8717-8049 

설계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개요 

최근 스마트 폰 시장의 활성화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게 되었다. 그 중 

스마트 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일이다. 

스마트 폰 이용자들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진을 많이 찍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스마트 폰 안에 있는 사진을 PC로 보내고, 편집을 

하려면 먼저 업로드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여럿이 사진을 찍은 후, 혹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 폰에 있는 사진들을 함께 보거나, 편집할 때 작은 스마트 폰 

액정은 불편함과 동시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 폰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진을 곧바로 웹에 보여주는 편리함을 줌과 동시에 PC의 큰 화면으로 

사진을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Let it see”를 고안하게 되었다. 

장점 

2.4.1 확장된 화면의 편리함 

‘Let it see’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찍은 사진을 모두와 함께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손 쉽게 다른 기기들과 연동하여 작은 스마트 기기에 여러 

사람이 몰려들지 않아도 편하게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2.4.2 편리한 사진 공유 및 의견 공유 

회의중에 사진을 이용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진을 큰 

화면을 통해 보여 줄 수 있고, 이미지에 그림을 추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 

현실적 제한요소 

하드웨어 

타켓 디바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화면 해상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Let It See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구성이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타겟 디바이스의 화면 해상도에 따라 유연한 구조를 갖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 

소프트웨어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본 웹 브라우저가 WebSocket 을 지원해 주는 최신 

버전이어야 Let It Se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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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활성화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게 되

었다. 또한 우리는 스마트 폰 하나로 많은 기능을 통하여 편리하고 간편하게 생활

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스마트 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일이다. 

스마트 폰 이용자들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진을 많이 찍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스마트 폰 안에 있는 사진을 PC로 보내고, 편집을 

하려면 먼저 업로드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여럿이 사진을 찍은 후, 혹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 폰에 있는 사진들을 함께 보거나, 편집할 때 작은 스마트 폰 

액정은 불편함과 동시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진을 곧바로 웹에 

보여주는 편리함을 줌과 동시에 PC의 큰 화면으로 사진을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

도록 “Let it see”를 고안하게 되었다. 

 

 

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1)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공유 가능하다.  

2)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 

3) 이미지를 버튼 한번의 클릭으로 facebook 앨범에 업로드 할 수 있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프로젝트 추진 배경 

최근에 사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신의 지인들

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다소 귀찮고, USB 케이블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구애 받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스마트 기기의 작은 화면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 모두를 해소하기 위해 “Let it see” 프로젝트를 고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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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프로젝트 필요성 

1)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작다면?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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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할 때 이미지를 통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2.3 연구/개발 내용 

2.3.1 사진 같이 보기 

작은 스마트 기기에 있는 이미지를 웹으로 통신하여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웹으로 보여지므로 개개인의 스마트 기기나 PC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2.3.2 쉬운 사진 이동 

기존 스마트기기에서 사진을 PC화면으로 옮길 때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번거롭지

만, ‘Let it see’를 이용하면 직접적으로 쉽게 사진을 웹을 통해 PC화면으로 볼 수 

있다 

 

2.3.3 사진 위에 그리기 

스마트기기에서 간편하게 터치로 사진을 꾸밀 수 있으며 PC화면에서 볼 수 있다. 

PC에서 자유롭게 선을 그리는데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터치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리하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의 큰 장점인 '내 손안의 태블릿 기능'을 활용

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이미지를 발표할 경우 설명하면서 글이나 그림을 그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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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확장된 화면의 편리함 

‘Let it see’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찍은 사진을 모두와 함께 보

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손 쉽게 다른 기기들과 연동하여 작은 스마트 기기에 여러 사

람이 몰려들지 않아도 편하게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2.4.2 편리한 사진 공유 

활용방안으로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시각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자신의 스마트 기기 안에 있는 사진을 메일이나 USB 를 거치지 않고 웹을 통해 

바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적이다. 

 

2.4.3 자유로운 의사소통 

이미지를 통해 발표를 할 경우 간편하게 스마트 기기로 편집하면서 회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어 좋은 회의가 가능할 수 있다. 

 

 

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Server 

- Node.js : Node.js는 서버사이드 자바스크립트이며 Google의 자바스크립트 엔

진인 V8이 빌트인 되어있다. Event 기반의 non-blocking I/O를지원하고, 자바스

크립트의 표준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인 CommonJS의모듈시스템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 만개의 동시 연결을 지원할 수 있고 빠르게 서버를 구현할 수 있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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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ful Service (Service Layer) :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메시지 송수신시 발생하

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SOAP가 아니라 HTTP의 기본 기능만으로 메시

지를 주고 받기 위해 사용 

- MongoDB : JavaScript를 사용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 

- Facebook API : 이미지를 Facebook에 공유하기 위해 사용 

- Google Data API : 앱을 통한 로그인시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 

 

Client 

- PhoneGap: 스마트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센서를 사용할 수 없는 웹앱의 한계

를 극복하고, 플랫폼 별로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

해 사용 

- HTML5: WebSocket을 이용해 서버와 통신하고 Canvas2D API를 이용해 이미지 

조작 모듈을 개발 하기 위해 사용 

- JavaScript: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가변적인 결과를 리턴하기 위해 사용 

- jQueryMobile:  웹 인터페이스를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처럼 구현하고,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용 

 

 

3.2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구현 비고 

모바일 

(클라이언트) 

이미지 탐색 
단말기 내부의 이미지를 검색하여 

썸네일을 제공 

Android 

SDK API 
 

이미지 뷰어 
이미지를 단말기 화면에 보여주고 

확대/축소 기능을 제공함 

Android 

SDK API 
 

이미지 편집 
선택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편집 

가능하게 함 
Canvas2D API  

이미지 전송 
PC 화면으로 사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서버로 해당 이미지를 전송 

TCP Protocol 

방식 
 

웹 사용자 인증 
구글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식별 
Google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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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정보 저장 

사용자 정보 및 이미지 기록들을 

DB 에 저장  
Mango DB  

이미지 수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이미지를 

수신 
HTML5  

이미지 공유 
이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미지를 업로드 후 공유 
Facebook API  

이미지 표시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이미지를 

HTML5 를 이용한 웹앱으로 

모니터에 출력함 

HTML5 

+ 

JQuery 

 

 

 

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Client 

PhoneGap Framework를 사용하여 구현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터치스

크린을 통해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 정보와 이미지 파일을 서버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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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Server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를 호출하고, 서비스는 익스터널 서

비스를 이용하거나 DB에 접근해 요청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현재 같은 방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브로드캐스팅 해줘서 실시간 동작이 가능하게 한다. 

 

3.3.3  External Service 

Google 인증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한다. 

facebook API를 이용해서 선택한 이미지를 facebook 앨범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한다. 

Canvas2D API를 이용해서 이미지 편집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타겟 디바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화면 해상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Let it see” 어플리케이

션의 인터페이스 구성이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타겟 디바이스의 화면 해

상도에 따라 유연한 구조를 갖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 

 

3.4.2  소프트웨어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본 웹 브라우저가 WebSocket 을 지원해 주는 최신 버전이어야 

“Let it se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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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심재운 - Server 구현 

한규학 - Server 구현 

이다예슬 - Client 구현 

김미영 - facebook API 활용 

왕지혜 - google API 활용 

한혜선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커널 30 

미들웨어 20 

개발 환경 60 

합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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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 월 

초 

9 월 

중순 

9 월 

말 
10 월 11 월 비고 항목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요구사항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분야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구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테스트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팀구성 조원 구성 및 계획서 작성 ~ 2012-09-06 

1 차 중간 보고 

User Interface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1.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9-06 2012-09-27 

2 차 중간 보고 

각 장치 별 기능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 완료 소스 코드 

2012-09-28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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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N/A 계획 없음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안드로이드 SDK Google 2012-09-01 2012-11-22  

개발용 PC 6 대 N/A 2012-09-01 2012-11-22 Windows 

 

 

최종 보고서 

테스트 및 안정화 

산출물 :  

3.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4. 완료 소스 코드 

2012-10-26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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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1)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공유 가능하다.  

2)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 

3) 이미지를 버튼 한번의 클릭으로 Facebook 앨범에 업로드 할 수 있다. 

 

1.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프로젝트 추진 배경 

최근에 사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신의 지인들과 공유하

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다소 귀찮고, USB 케이블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구애 받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스마트 기기의 작은 화면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 모두를 

해소하기 위해 “Let it see” 프로젝트를 고안하게 되었다.  

 

1.2.2 프로젝트 필요성 

1)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작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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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크다면? 

 

 

 

 

 

2) 회의할 때 이미지를 통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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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내용 

1.3.1 사진 같이 보기 

작은 스마트 기기에 있는 이미지를 웹으로 통신하여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웹으로 보여지므로 개개인의 스마트 기기나 PC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1.3.2 쉬운 사진 이동 

기존 스마트기기에서 사진을 PC화면으로 옮길 때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번거롭지만, ‘Let 

it see’를 이용하면 직접적으로 쉽게 사진을 웹을 통해 PC화면으로 볼 수 있다 

 

1.3.3 사진 위에 그리기 

스마트기기에서 간편하게 터치로 사진을 꾸밀 수 있으며 PC화면에서 볼 수 있다. 

PC에서 자유롭게 선을 그리는데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터치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

리하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의 큰 장점인 '내 손안의 태블릿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 기기

에서 이미지를 발표할 경우 설명하면서 글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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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아마존 웹 서비스(AWS : Amazon Web Service) 

 

1) 소개 

 

(1) AWS의 시작 

- 1990년 후반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여 3년만에 1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성장 

- 하지만, 매출 수준은 월마트의 0.5% 수준에 지나지 않아 사업의 변화를 꾀하고자 

 플랫폼 사업 착수 

 

(2)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 (SQS : Simple Queue Service)  

- 시스템의 규모의 거대화로 문제 발생시 각 요소의 의존도를 줄이는 디커플링

(Decoupling) 기술이 가장 쉬운 해결책 이라 할 수 있음 

- 커다란 시스템을 더 작은 컴포넌트들로 분할 시 각 컴포넌트끼리의 정보 교환이 필요

해지고 아마존은 메시지 패싱(message passing)을 적용함 

- 2004년 아마존은 이런 역할을 하는 SQS 서비스를 발표 

- SQS를 통하여 각 상이한 작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사이에서 손쉽게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버퍼로서의 큐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탄력적인 운영  

 가능 

 

(3)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S3 : Simple Storage Service)  

- 2006년에 베타 서비스로 발표. 무한한 용량의 스토리지를 제공 

- 최대 5테라 바이트 크기의 파일 지원, 파일의 수는 제한이 없음 

- 품질 보장 제도(SLA : 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해 서비스 되므로 높은 안정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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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마존 EC2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 AW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비스로 서버 가상화를 통하여 컴퓨팅 인프라 자원을 

 임대하는 서비스 

- 컴퓨팅 파워를 시간당 계산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개발자 관점에서 규모 변경 

 이 다소 용이한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 가능 

- 베타 기간 동안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출시하였고 지금도 계속 

 포럼과 협업하고 있다. 

 

(5) RDS(Relational Database Server) 

- 아마존의 대규모 시스템은 SQS와 S3를 사용하여 디커플링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요데이터들은 구조화 되어 있고 DB에 저장되므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필요로 함 

- 2009년 발표된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 임 

 

(6) SimpleDB 

-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는 확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가 커질수록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됨 

- 아마존에서 다이나모(Dynamo)라 불리는 내부 시스템으로 DB를 구현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SimpleDB 서비스를 오픈 

- 데이터 생성시 키로 설정된 칼럼으로만 검색 가능 

- 많은 명령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트랙잭션의 속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무한 

 한 확장성을 가짐 

 

(7)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ELB : Elastic Load Balancing) 

- AWS의 핵심 원칙은 하드웨어 사용률로 측정되는 최적화 

- 웹 환경의 공통적인 기능은 로드 밸런싱을 들 수 있는데 스토리지나 큐 등의 로드 

 밸런서의 무한히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을 수행 

- 하나의 인스턴스에 과부하 발생시 추가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는데 같은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 여러 개 인스턴스가 하나의 그룹으로 ELB에 묶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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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의 서비스 

- 오토 스케일링(Auto Scaling) : ESL에 묶인 그룹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인스턴스 그룹

의 크기가 변경되는 규칙 정의 

- 클라우드 와치(Cloud Watch) : 인프라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CPU 사용량, 네트워크 I/O, 디스크 I/O를 측정. 

 

(9) 글로벌 진출 

- 미국 동부의 북 버지니아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 

- 이후 유럽의 아일랜드, 북 캘리포니아 서부, 아시아의 태평양의 싱가폴까지 총 4곳에 

AWS를 오픈 

 

 

 

Google 인증 API 

1) 소개 

 Google API는 인증과 권한 부여를 위해 OAuth 2.0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구글은 여러 OAuth 2.0 

플로우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공통 웹 서버, 자바 스크립트, 장치,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

버2서버 시나리오가 있다. 

(OAuth 2.0: 비교적 단순한 프로토콜이고 개발자는 쉽게 구글의 OAuth 2.0 말단과 통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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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gle API에 접근하기 위해 OAuth 2.0을 사용하기 4단계 

 

 

 

(1) 어플리케이션 등록 

  Google API에 접근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APIs Console을 통해 등록 되어야 한다. 이 등

록 과정의 결과는 구글과 어플리케이션 모두에 알려진 값들의 셋이다.(예 : client_id, client_secret, 

JavaScript origins, redirect_uri, 기타.). 생성된 값들의 셋은 어떠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에 바탕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은 secret을 요구하지 않지만 웹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2) 구글 권한 부여 서버에서 액세스 토큰 획득 

  어플리케이션이 구글 API에 접근하기 전에 API에 접근을 승인하는 액세스 토큰을 획득해야 한

다. 액세스 토큰에 의해 허가된 자원과 연산의 셋은 액세스 토큰이 '스쿠프'라고 하는 다양한 파

라미터를 통해 요청하는 동안 통제될지도 모른다. 여러 스쿠프들은 요청에서 포함될 수도 있다. 

요청은 사용자가 구글에 로그인할 것을 요구한다. 로그인 후에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요

청된 권한을 볼 수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권한을 승인할 것인지를 요청 받게 된다. 이 과

정은 "사용자 동의"라 불린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권한을 승인하면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 토큰이나 권한부여 코드가 

전송될 것이다. 이 권한 부여 코드는 액세스 토큰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자가 어플리케

이션에 권한을 승인하지 않으면 구글 권한부여 서버는 에러를 리턴하게 된다. 

 

(3) API에 액세스 토큰 전송 

  어플리케이션이 액세스 토큰을 획득한 후 구글 API를 요청하기 위해 이 액세스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 토큰 요청을 위해 기술된 연산과 자원의 셋을 위해서만 액세스 토큰이 유효하다. 예를 

들어 액세스 토큰이 구글플러스 API를 위해 발행되면 구글 주소록 API에 접속하는 것이 허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연산을 위한 구글플러스 API에 여러 번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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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세스 토큰 갱신(선택사항) 

  액세스 토큰은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은 싱글 액세스 토큰의 

수명 이상을 구글 API에 접속해야 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은 갱신 토큰이라고 하

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 갱신 토큰은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획득할 수 있게 해

준다. 

 

Facebook API 

 

1) 소개 

  Facebook API는 페이스 북의 소셜 네트워크의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

기 위한 플랫폼이다. API는 응용프로그램을 더 참여하기 위하여 사회적 연결과 프로필 정보를 사

용하고, 개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에 따라 뉴스피드와 페이스 북의 프로필 페이지에 활

동을 게시 할 수 있다. API를 통해 사용자는 프로필, 친구, 페이지, 그룹, 사진 및 이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응용프로그램에 사회적 맥락을 추가 할 수 있다. API는 편리한 프로토콜과 답변, 

지역화 및 XML형식으로 사용한다. 

 

2) facebook platform API의 개요 

  페이스 북에 따르면 facebook platform을 통해 누구나 페이스 북과 웹에서 소셜 애플리케이션

을 빌드 할 수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사용하기 위해 페이스 북에서는 핵심 및 

고급 API와 SDK의 광범위한 콜렉션을 제공한다. 

 

  핵심 facebook platform API는 페이스 북으로 페이스 북에서부터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Graph API이다. 페이스 북은 또한 Old Rest API도 보유하고 있다. 최신의 Graph API는 API 패러다

임을 페이스 북으로 및 페이스 북에서부터 데이터 읽기 및 쓰기의 메소드 지향방식에서부터 오브

젝트들(사용자 프로필, 친구들, 포스트, 사진, 좋아요, 등) 및 그 관계들 또는 서로 간의 연결 들을 

허용하는 새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접근방식을 사용하면 facebook API가 간소화되고 오브젝트들

로 작업할 때에 더 일관적으로 만들어 준다. Graph API가 우선 facebook API인 반면에, Old Rest 

API는 여전히 활성화되고 지원이 된다. Graph와 Rest API는 둘 다 WebViews의 사용을 통해 기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바일 웹 콘텐츠를 포함하는 기본 및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모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다. 

  Graph API 오브젝트들은 고유 ID가 지정되었으며, 더 나아가 특정 오브젝트 연결을 주소 지정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URL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자체 주소를 가진다. 오브젝트 URL의 일반 구

조는 https://graph.facebook.com/OBJECT_ID/CONNECTION_TYPE 이며, 여기에서 OBJECT_ID는 오

브젝트의 고유 ID이고 CONNECTION_TYPE은 오브젝트로 지원되는 연결 유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페이지는 뉴스피드, 담벼락, 사진, 노트, 글, 멤버, 기타 등등으로의 연결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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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 가능한 컨텐츠 

 웹 개발에 사용 가능한 컨텐츠는 크게 Social plugins, Single sign-on, Account registration data, 

Server-side personalization, Analytics 로 나뉜다. 

(1) Social plugin : 간단한 HTML 코드블럭을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Like Button, 

Recommendations, Login Button, Comments, Activity Feed, Like Box, Live Stream 등이 있다.） 

(2) Single sign-on : 간단하게 웹사이트 로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컨텐츠이다. 

페이스 북 아이디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게 되며,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접근할 수 도 

있다. 

(3) Account registration data : 자신의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준다. 

(4) Sever-side Personalization： 로그인한 사람들마다 자신의 웹사이트 컨텐츠를 변경시켜 보여줄 

수 있게 해준다. 

(5) Analytics : 자신의 웹사이트를 분석해주는 도구를 제공한다. 

(6) Graph API : 페이스 북 플랫폼의 핵심엔진이다.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게 한다. 

 

Mongo DB 

 

1) 소개 

(1) Document-oriented DB이다.  

기존 관계 형 DB의 row처럼 컬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document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유연하게(key, value)로 담을 수 있고 계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2) Schema-free 

Document는 key와 value를 사용하는데 스키마를 먼저 정의하지 않고 key와 value를 생성한다. 

(3) 확장성 

Mongo DB는 auto-sharding 방식을 제공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확장성을 만족시킨다. 

(4) 안정성 

Replica-set 이라는 방식을 제공하여 auto-sharding 방식과 혼합하여 구성할 경우 band-width, 트

래픽 분산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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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윈도우에서 설치하기 

(1) 다운받기 

32-bit/64-bit 바이너리 다운받기 

(2) 압축풀기 

다운로드 된 바이너리 패키지를 원하는 곳에 압축을 푼다. 

 

(3) 데이터 디렉터리 만들기  

기본으로 MongoDB는 \data\db 에 저장한다. 하지만 해당 디렉터리를 자동으로 생성하지는 않

는다. 생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윈도우 탐색기에서 폴더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C:\> mkdir \data 

C:\> mkdir \data\db  

(4) 실행하고 서버에 접속해보기 

최초 실행을 위한 주요 실행파일:  mongod.exe(데이터 베이스 서버), mongo.exe(관리자 쉘) 

데이터 베이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탐색기에서 mongod.exe를 클릭하거나 cmd창에서 실행한다. 

C:\> cd \my_mongo_dir\bin 

C:\my_mongo_dir\bin >mongod 

탐색기에서 mongo.exe를 더블 클릭하거나 CMD 창에서 관리자 쉘을 실행한다. 기본설정으로 

mongo.exe는 localhost에서 실행중인 mongo서버의 test란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다른 실행 옵션을 위해서는 help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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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Gap 

1) 소개 

 

 

 

PhoneGap은 웹 콘텐츠를 보여 주는 웹뷰(WebView)에서 스마트 폰 디바이스에 접근하여, 카메라

나 마이크 제어 같은 웹 브라우저 고유 기능 이외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앱 개발 솔루션이다.  

 

PhoneGap이 아닌 다른 하이브리드 앱 플랫폼  

PhoneGap 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하이프리드 앱 플랫폼으로 WAC와 앱스프레소가 있

다.  

 

WAC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는 개발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웹 언어로 개발되는 하이

브리드 앱의 개발/배포/보안/판매 등의 명세(Specification)를 정의하는 표준화 단체이다. 전 세계

에서 많은 모바일 제조사 및 통신사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Apple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WAC로는 iPhone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없다. 이미 삼성, HTC, 모토로라 

등이 WAC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고, 국내의 통신사에서도 채택하여 K-WAC이라

는 통합 앱스토어를 출범했으나 현재는 Android를 사용하는 일부 단말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앱스프레소  

KTH에서 개발한 국내 하이브리드 앱 개발 솔루션으로 WAC의 Device API 규격인 Waikiki API를 

채택했다. 현재는 PhoneGap과 같이 네이티브 앱이 웹뷰를 포함하여 패키징되는 형태이나 곧 

WAC용 앱으로 패키징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산업계 표준 API를 사용하는 강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iOS 및 Android의 두 개 플랫폼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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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Gap은 다음 그림과 같이 웹뷰를 포함하는 네이티브 앱 구조이다. PhoneGap에는 장치 제어

를 위한 JavaScript API가 있는데, 이 API를 이용해 카메라, 주소록, 가속도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ndroid 동작 과정  

웹뷰에서 네이티브 앱으로 데이터 전달  

Android는 웹뷰에서 네이티브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WebView 클래스

에 있는 addJavascriptInterface() 메서드로 JavaScript가 호출할 수 있는 코드 정보를 등록한다. 다

음은 addJavascriptInterface() 메서드를 사용하는 예이다. JavaScript에서는 예에서와 같이 

MyHybrid 객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  

webView.addJavascriptInterface(new MyHybrid(), "MyHybrid");  

…  

Class MyHybrid {  

public String hello(){  

return "Hello hybrid App";  

}  

} 

 …  

<SCRIPT> 

alert(MyHybrid.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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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네이티브 앱에서 웹뷰로 데이터 전달  

네이티브 앱에서 웹뷰로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WebView의 loadUrl() 메서드를 

사용한다.  

webView.loadUrl("javascript:hello(); 

 

 

HTML5 웹 소켓 

1. HTML5 웹 소켓 

- 서버 측에서의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 웹을 통해서 일반적인 TCP소켓과 같이 실시간 연결지향 

양방향 전이중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기존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에 비해, 서버에서 브라우저로 데이터 전

송이 가능 

- HTTP 통신에서, 서버 통신 중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데이터인 파일 '헤더' 부분을 최대 1/1000 

가량 줄일 수 있음 

-  웹 소켓 기술 업체 카징(Kaazing)에서는 '카징 케이트웨이 HTML5 에디션’ 런칭 발표, 본격적인 

웹 소켓 시대를 알림 

 

  

2. 웹 소켓과 (Ajax의 통신 객체인) XMLHttpRequest 의 속도 비교 

http://bloga.jp/ws/jq/wakachi/mecab/wakachi.html  (크롬 or 사파리에서 실행) 

웹 소켓이 대략 50배 이상 좋은 성능을 나타냄 

 

 

3. 웹 소켓이 필요한 경우 

Your web application has data that must flow bi-directional simultaneously. 

- 실시간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경우 

Your web application must scale to large numbers of concurrent users. 

- 많은 수의 동시 접속자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 

Your web application must extend TCP-based protocols to the browser. 

- 브라우저에서 TCP 기반의 통신으로 확장해야 하는 경우 

Your web application developers need an API that is easy to use. 

- 개발자에게 사용하기 쉬운 API가 필요할 경우 

Your web application must extend SOA over the Web and in the Cloud.  

- 클라우드 환경이나 웹을 넘어 SOA 로 확장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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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브라우저 

IE와 오페라를 제외한 사파리,크롬,파이어폭스 최신버전에서 웹 소켓을 지원 

  

 

  

브라우저 별 Web Sockeet 지원 현황 (출처: http://caniuse.com/)  

 

 

5. 웹 소켓 구현 

- 서버연결 

HTML5가 제공하는 WebSocket 객체를 통해 서버 연결 수행. 

일반 통신은 ws, 보안 통신은 wss 프로토콜을 이용. 

기본 포트 역시 http ,https와 동일한 80, 443을 이용. 

var wSocket = new WebSocket("ws://yourdomain/demo"); 

 

- 데이터 송신 

서버와 연결이 되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WebSocket 객체의 send 함수로 데이터를 서버로 송신. 

wSocket.send("송신 메시지"); 

 

- 데이터 수신 

서버에서 푸시(전송)하는 데이터를 받으려면 message 이벤트를 구현. 

wSocket.onmessage = function(e){ //매개변수 e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 

 

- 이벤트 제공 

-- open 이벤트: 연결이 설정되면 발생 

-- close 이벤트: 연결이 끊어지면 발생 

- 웹 소켓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코드의 전체 모습 

<script> 

  var wSocket = new WebSocket("ws:yourdomain/demo"); 

   

  wSocket.onmessage = function(e){  alert(e.data);  }   

http://cfile4.uf.tistory.com/original/191817314CA446FB509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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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ocket.onopen = function(e){ alert("서버 연결 완료"); }  

  wSocket.onclose = function(e){ alert("서버 연결 종료"); }   

 

  function send(){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메서드 

    wSocket.send("Hello"); 

  } 

</script> 

 

2.2 수행내용 

EC2 서버 가입 및 결제  

1. 가장 먼저 http://aws.amazon.com/free/ URL 로 접속한다.  

 

 

 

http://aws.amazon.com/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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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mazon web services 페이지에 가입을 한다.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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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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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mazon web services 에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로 결제를 한다. 

 

 

결제정보를 입력한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정보를 입력한다.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로 유효한 카드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1 가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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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 Country Code 에서 +82 인 Korea 를 선택하고, 

phone 넘버에서는 통신사 번호인 010 에서 맨 앞자리인 0 을 빼고 나머지만 입력한다. ext 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Call Me Now 버튼을 누르면 국제전화로 전화가 온다. Call Me Now 버튼을 누르면 4 자리 숫자의 

PIN 번호가 나타난다. 전화를 받고 화면에 보이는 4 자리의 PIN 번호를 키 패드로 입력하시면 

된다. 

 

PIN 번호가 틀리지 않고 입력되었다면 웹 페이지가 자동으로 다음단계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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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착한 이 메일로 인증을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EC2 서버 Instance 생성 

1. 아마존 웹 페이지에 접속한 후,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EC2 탭을 클릭한다. 

 

2. 지역 선택을 Asia(Tokyo) 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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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unch Instance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virtual server 를 선택한다.  

 

 

4. Amazon Liunx 64 bit 버전을 선택한다. 

 

4. 생성된 PEM 파일을 PC 에 저장해 둔다. 

5. Launch 버튼을 눌러 instance 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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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성한 instance 의 domain 주소를 확인한다. 

 

 

구축한 서버에 putty 를 이용해 접속 

1. putty.exe파일과 puttygen.exe파일을 다운받는다. 

2. puttyget.exe 파일을 실행한다. 

3. save private key 버튼을 누른 후, instance를 생성할 때 저장해 두었던, PEM 파일을 선택한다. 

그 뒤에 생성된 PPK파일을 PC에 저장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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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utty.exe 파일을 생성한다. Host Name 에 instance 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한다. 

 

5. Connection 카테고리의 SSH, Auth 부분을 클릭한 후, Private key file for authentication 이란 

부분에 저장해 두었던 PPK 파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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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속을 누른 후 ec2-user 로 접속을 한다. 

 

 

구축한 서버에 Node.js 설치 

1. node.js 설치에 필요한 파일들을 yum 명령을 이용해 설치하고, git를 이용해 git서버에 있는 

node.js 설치 폴더를 clone 한다. 

$ sudo yum install gcc-c++ make 

$ sudo yum install openssl-devel 

$ sudo yum install git 

$ git clone git://github.com/joyent/node.git 

$ cd node 

 

2. make 명령어를 이용해서 node.js 를 설치한다. 

$ git checkout v0.6.8 

$ ./configure 

$ make 

$ sudo make install 

 

3. 설치한 파일을 어느 폴더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sudo의 환경 변수에 path를 추가한다. 

$ sudo su 

$ vi /etc/sudoers 

 

Defaults    secure_path = /sbin:/bin:/usr/sbin:/usr/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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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de.js에서 사용 할 module를 설치한다. 

sudo npm install express –g 

sudo npm install forever -g 

 

 

3 향후 추진계획 

 

날짜 내용 

9 월 29 일 공모전 제안서 완성 

9 월 30 일 공모전 제안서 제출 

10 월 24 일 각 장치 별 기능 구현 완료 

10 월 25 일 중간보고서 제출 

11 월 22 일 테스트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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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1)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공유 가능하다.  

2)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 

3) 이미지를 버튼 한번의 클릭으로 Facebook 앨범에 업로드 할 수 있다. 

 

1.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프로젝트 추진 배경 

최근에 사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신의 지인들과 공유하

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다소 귀찮고, USB 케이블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구애 받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스마트 기기의 작은 화면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 모두를 

해소하기 위해 “Let it see” 프로젝트를 고안하게 되었다.  

 

1.2.2 프로젝트 필요성 

1)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작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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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크다면? 

 

 

 

 

 

2) 회의할 때 이미지를 통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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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내용 

1.3.1 사진 같이 보기 

작은 스마트 기기에 있는 이미지를 웹으로 통신하여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웹으로 보여지므로 개개인의 스마트 기기나 PC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1.3.2 쉬운 사진 이동 

기존 스마트기기에서 사진을 PC화면으로 옮길 때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번거롭지만, ‘Let 

it see’를 이용하면 직접적으로 쉽게 사진을 웹을 통해 PC화면으로 볼 수 있다 

 

1.3.3 사진 위에 그리기 

스마트기기에서 간편하게 터치로 사진을 꾸밀 수 있으며 PC화면에서 볼 수 있다. 

PC에서 자유롭게 선을 그리는데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터치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

리하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의 큰 장점인 '내 손안의 태블릿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 기기

에서 이미지를 발표할 경우 설명하면서 글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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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PhoneGap Plugin 

 1. 폰갭 Plugin이란? 

 

최근 폰갭(PhoneGap)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형태의 안드로이드앱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폰갭

은 하이브리드앱(웹앱) 개발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웹페이지에서 폰의 다양한 기능/자원을 불러다 

쓸 수 있게 해준다. 폰갭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플러그인(plugin)이라 불리는 것으로 제공한다. 

폰갭은 phonegap.js로 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iOS의 PhoneGap.Framework 또는 안드로

이드의 phonegap.jar로 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엔진과 코어 플러그인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ontacts API를 사용하면 Contact 관련 자바스크립트 코어 플러

그인과 Contact 관련 네이티브 코어 플러그인이 폰갭 엔진에 의해 동작하면서 연락처 정보를 모

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한다. 즉 iOS의 경우에는 Objective-C로 Android는 Java로 기존 

Native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PhoneGap Plugin 형식에 맞게 제공하여 PhoneGap을 이용한 앱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폰갭 플러그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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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갭 플러그인 구분 

 

폰갭 플러그인은 앱 영역(java)에서 플러그인이 실행되는 방식에 따라 동기식 플러그인과 비동

기식 플러그인으로 나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웹 영역(webview)에서 javascript 코드를 통

해 플러그인을 호출한 후 플러그인의 실행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면서 블럭되면 동기식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동기식이다. 

폰갭 플러그인을 제작하려면 com.phonegap.api.Plugin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이 Plugin 

클래스에 isSynch()라는 메소드가 있다. 기본적으로 false를 리턴한다. 즉,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true를 리턴하지 않는 이상 해당 플러그인은 비동기식으로 작동하고, 비동기식 플러그인의 

경우 플러그인 실행결과를 수신(콜백함수 호출)하기 위해 XMLHttpRequest를 이용하거나 또는 

Polling 방식을 사용한다. 

 

<동기식플러그인 & 비동기식 플러그인> 

 

 

 

● 동기식 플러그인 실행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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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기식 플러그인 실행 메커니즘 

 

 

● 비동기식 플러그인 실행 메커니즘 (XMLHttpRequest 적용시) 

 

 

● 비동기식 플러그인 실행 메커니즘(Polling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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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HR을 적용할 것인지, Polling을 적용할 것인지 

폰갭은 비동기식 플러그인 실행결과를 수신하기 위해 default로 XMLHttpRequest를 이용한다. 

그러나 외부 웹서버로부터 로딩된 html에서는 결과를 수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cross 

domain 보안제약 때문이며, 안드로이드 WebView가 강제로 Ajax 응답연결을 끊어버려 javascript 

콜백함수가 실행되지 않게 된다(file:// 주소에 의해 로딩된 html에는 이런 제약이 없음). 이 경우 

XHR 방식 대신 Polling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즉, file:// 주소에 의해 로딩된 웹페이지가 아닌 경우 Cross-Domain Security 제한이 존재하므

로 phonegap.js에서 PhoneGap.UsePolling 값을 true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3. 플러그인 매핑 테이블 

 

플러그인 매핑 테이블이란 폰갭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정보를 등록해, 자바스크립트의 서비스

명과 네이티브 클래스를 연결한 정보를 말한다. iOS와 안드로이드는 플러그인 등록 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코어 플러그인과 사용자가 개발한 플러그인 모두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한다.  

 

 

<PhoneGap Plugi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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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폰갭 API 호출과 네이티브에서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흐름 

 

 

< 폰갭 API 호출과 네이티브 리플렉션 흐름도 > 

 

1. 사용자가 폰갭 API를 호출한다. 

2. 자바스크립트 코어 플러그인이 동작한다. 이때 플러그인 별로 고유한 서비스와 액션

명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전달한다. 

3.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전달받은 서비스와 액션 정보를 네이티브 엔진으로 보낸다. 

4. 리플랙션 메커니즘을 통해 네이티브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비스와 액션이 유효한

지 판단한다. 이때 플러그인 매핑 테이블을 참조해 확인한다. 확인된 네이티브 플러

그인은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한다. 이미 생성된 객체는 다시 생성하지 않으며, 기존 

생성된 객체를 사용토록 설계돼 있다. 

5. 플러그인 매핑 테이블에는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의 서비스명과 네이티브 플러그인

의 클래스명을 정의하고 있다. 

6. 한 번 생성된 네이티브 플러그인 객체는 액션명에 의해 호출된 맴버 함수를 수행하

고 결과 값을 반환한다. 이 후 메모리에서 해지되지 않고 있다가 사용자에 의해 API

가 다시 호출되면 즉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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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러그인 개발 시 자바스크립트 코드 단일화 

  

폰갭 코어 플러그인들은 폰갭 API를 구현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네이티브 코드를 함께 

구현해 서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주고받는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플러그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과 네이티브 플러그인을 함께 개발, 서로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이티브 플러그인은 컴파일된 iOS용 기계어와 자바 언어의 바이트 코드인 안드로이드용 기계

어가 함께 사용될 수 없어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은 플랫폼 독립적으로 

사용되므로, iOS용이나 안드로이드용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으로 정의한 다음 하나로 만들어 사용

하는 편이 낫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iOS용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코드와 안드로이드용 자

바스크립트 플러그인 코드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6.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구조 

 

<안드로이드 폰갭 플러그인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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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JQuery Mobile 

 1. JQuery Mobile이란? 

 

jQuery Mobile은 모바일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로 센차터치(Sencha Touch) 와 더불어서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프레임워크이다. 각종 애니메이션 효과 및 자동 네비게이션, UI컨트롤과 이벤

트 처리, Ajax(아작스) 등 모바일 기기에 최적하 되어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및  주요 모바일 

플랫폼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웹에서 많이 사용을 하던 jQuery를 직접 개발

한 프레임워크로서 손쉽게 모바일 사이트를 제작 할 수 있다. 

jQuery Mobile은 라이브러리 형태로서 기본 기능은 물론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간단한 코드 구

성만으로도 화려한 시각효과, 대화상자 기능, 검색기능 등을 구현 할 수 있다. 

jQuery 개발자들이 모바일웹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jQuery Core를 기반으로 하여 

HTML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주요 모바일 플랫폼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iOS, Android, 

BlackBerry, bada, Windows Phone, Palm Web OS, symbian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고 보면된다.  그래서 성능(속도)를 위해 코드 사이즈를 최소화하고 이미지사용을 줄이고 

빠른 개발과 스크립트 사용 최소화를 위해 HTML5마크업 중심으로 각 페이지와 동작에 대한 

설정을 하게 해준다. 

 

 

2. JQuery Mobile의 특징 
 

: 최적화된 기법과 기능들의 추가 
 

- 축소된 컨텐츠 

모바일 브라우저를 고려하지 않은 이와 같은 웹페이지들은 일반적인 모바일 웹앱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들도 없을 뿐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컨텐츠가 매추 작게 축소되서 표시된다는 

것이다. 모바일 브라우저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뷰포트를 설정한다거나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서 여러가지 추가적인 마크업들을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학습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jQueryMobile이 대부분의 일들을 대신해 줄 것이다. 

 

- 마크업(Makrup) 기반. 

jQuery Mobile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html 태그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의 html태그를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html5 data-* 속성과 CSS클래스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모바일에 친화

적인 UI를 만들 수 있다. 

 마크업 기반이라는 점은 기존 웹 개발자들이 쉽게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점

진적 향상이라는 설계원칙에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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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5, CSS3 지원. 

jQuery Mobile 은 최신 엡표준 기술인 html5와 css3의 향상된 기능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jQuery Mobile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문서는 html5 문서 타입으로 선언되고 html5의 data-* 속

성을 기반으로 UI를 정의한다. 또한 css3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더욱 향상된 스

타일을 제공한다. 

 

- 접근성 향상. 

jQuery Mible은 점근성 향상을 위해 WAI-ARIA와 같은 W3C의 접근성 권고를 따르며 키워드

뿐만 아니라 스크린 리더와 같은 기기로도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양한 테마. 

jQury Mobile 은 특정 모바일 기기의 테마를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선하고 새로운 테마

를 많이 선보임으로써 다양한 횐경에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정식버젼부터 제공된 테마롤러(ThemeRoller) 도구를 활용하면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그

들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최적화한 테마를 더욱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 높은 브랜드 경험

을 선사할 수 있다. 

 

- 모바일에 최적화된 기능. 

모바일 웹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리스트, 

버튼, 아이콘, 폼 등 모바일 친화적인 각종 UI 컨트롤이 제공되며, 애니메인션 효과와 자동 네비

게이션, Ajax 통신, 터치 이벤트 반응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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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PhoneGap과 Node.js의 장단점 

 1. PhoneGap 개발 방식 및 지원 API 

  

   1) HTML5, CSS, Javascript로 사용자 앱을 개발한다. 

2) PhoneG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패키징 

3) 웹킷(WebKit)이 제공되는 브라우저가 탑재된 웹 컴포넌트(WebView) 기반으로 실행된다. 

 

< PhoneGap 개발 절차 > 

 

2. PhoneGap의 장단점 
 

PhoneGap은 스마트폰 고유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플랫폼이며, 오픈 소스로 이루어진 하

이브리드 앱 개발 도구이다. 웹 형태의 콘텐츠를 앱 형태로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소스로 모든 앱을 개발할 수 있다. (one-source multi-user) 

 

1) 장점 

- 브라우저로 매번 URL을 입력하여 접근하는 불편함이 없다. 

- iOS, Android, Blackberry, Window Phone, Palm WebOS, Bada, Symbian과 같은 많은 

 스마트폰 플랫폼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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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ve App처럼 스마트폰의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Native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PhoneGap API 종류 > 

2) 단점 

- 웹 베이스로 코드가 동작되기 때문에 Native App보다 속도가 느리다. 

- Native고유의 기능을 사용해야만 구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ex: Android의 Background Service) 

- 네트워크 데이터를 소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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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de.js의 장단점 
 

Node.js는 서버 환경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 대규모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

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는 비동식 방식(비동기식 : 멀티스레드 프로그래

밍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일을 처리하고 있다가 요청이 올 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으로 처리하고, server side에서 동작이 가능한 javascript이며, MAC OS, Linux, FreeBSD같은 

Unix기반의 시스템에서만 구동되지만 v0.6x부터는 window에서도 구동이 가능해졌다. 

 

                 
< Node.js architecture stack > 

 

1) 장점 

- 속도중심이 아닌 간단한 응답중심에 강하다. 

- 플랫폼에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Javascript를 사용하여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2) 단점  

-  C, C++보다 느리다. 

- 비동기 처리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위한 코드들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 단일 스레드, 즉 단일 문맥만으로 처리하게 때문에 Computation-intensive한 작업은 처

리할 수 없다. 따라서 백 그라운드 태스트 큐를 사용해야 하고 이것으로 인해 생기는 

지연시간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Let it see 

팀 명 Let it se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10-25 

 

캡스톤 디자인 I Page 17 of 3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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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ontentProvider를 이용한 Query 및 정보 교환 
 

Node.js 는 서버 환경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 대규모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는 비동식 방식(비동기식 :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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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Server 수행내용 

(1) 로그인 

 

 

(2) 갤러리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Let it see 

팀 명 Let it se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10-25 

 

캡스톤 디자인 I Page 19 of 3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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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wipe 이벤트 

 

 

(4) 접속 

-접속한 사용자 정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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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한 사용자에게 방 정보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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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lient 수행내용 

(1)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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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갤러리 

version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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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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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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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ipe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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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버 / 클라이언트 실행 흐름 

2.3.1 Server 

 1. 로그인 

- 서버는 facebook측에 요청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facebook 계정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치

고, 사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값을 Return한다. 

- 계정 인증 시 : 사용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방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 방은 특정한 URL

을 갖는다. 

- 계정 비 인증 시 : 사용자에게 다른 아이디를 입력할 것을 요청한다. 

 

2. 갤러리 

- 사용자가 자신의 앨범에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이미지를 서버가 전송 받는다. 

 

3. Swipe 이벤트 

-  사용자는 Swipe 이벤트를 발생 시키며 다른 이미지를 볼 때 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

터 그 이미지를 전송 받는다. 

4. 접속 

- 이미지를 같이 보고자 하는 사용자가 Let it see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특정한 방에 참

여를 하면, 그 사용자를 방 리스트에 추가를 한다. 

- 사용자가 Let it see 어플을 사용하면서 이미지를 보거나 넘기거나 하는 이벤트를 모두 감

지해서 서버는 방 리스트에 속해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브로드캐스팅 해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Let it see 

팀 명 Let it se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10-25 

 

캡스톤 디자인 I Page 29 of 3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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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Client 

1. 로그인 

 

- 사용자는 자신의 facebook 계정을 입력하고 Let it see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한다. 

 

 

2. 갤러리 접근 

 

- 로그인 후, 사용자는 갤러리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앨범에 어떤 이미지기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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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선택 

 

-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를 볼 수 있다. 

 

 

4. Swipe 이벤트 

 

- 사용자는 앨범에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Swipe을 하면서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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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속 

 

-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이미지를 공유하고 싶은 사용자는 PC나 태블릿

PC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Let it See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그리고 현재 사용자의 

facebook ID로 생성된 방에 참여를 해서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다 

 

 

 

3 향후 추진계획 

3.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날짜 내용 

11 월 22 일 테스트 및 안정화 

 

 

 



 

 

제 4 장 

 

결과보고서 
 

 

 

4.1 결과보고서 

4.2 결과보고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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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 디자인 Ⅱ  

종합설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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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1)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없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공유 가능하다.  

2)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 

3) 이미지를 버튼 한번의 클릭으로 Facebook 앨범에 업로드 할 수 있다. 

 

1.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프로젝트 추진 배경 

최근에 사용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신의 지인들과 공유하

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다소 귀찮고, USB 케이블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구애 받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스마트 기기의 작은 화면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 모두를 

해소하기 위해 “Let it see” 프로젝트를 고안하게 되었다.  

 

1.2.2 프로젝트 필요성 

1)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작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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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크다면? 

 

 

 

 

 

2) 회의할 때 이미지를 통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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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내용 

1.3.1 사진 같이 보기 

작은 스마트 기기에 있는 이미지를 웹으로 통신하여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웹으로 보여지므로 개개인의 스마트 기기나 PC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1.3.2 쉬운 사진 이동 

기존 스마트기기에서 사진을 PC화면으로 옮길 때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번거롭지만, ‘Let 

it see’를 이용하면 직접적으로 쉽게 사진을 웹을 통해 PC화면으로 볼 수 있다 

 

1.3.3 사진 위에 그리기 

스마트기기에서 간편하게 터치로 사진을 꾸밀 수 있으며 PC화면에서 볼 수 있다. 

PC에서 자유롭게 선을 그리는데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터치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

리하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의 큰 장점인 '내 손안의 태블릿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 기기

에서 이미지를 발표할 경우 설명하면서 글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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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HTTP Request and Response 

content encoding 

http://www.yahoo.com/index.html 같은 파일을 요구할 때, 브라우저는 웹 서버에 요청하고, 

통신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Browser: 이봐, 내게 /index.html 을 줘! 

            2. Server: 좋아, 어디 보자 index.html 가 어디 있더라... 

            3. Server: 찾았어! 여기 너의 응답코드 (200 OK)야, 그리고 너에게 파일을 보낼게. 

            4. Browser: 100KB? 어... 기다리고 있어... 좋아. 다 받았어. 

 

물론. 실제 header와 protocol은 더 형식적이다. (HTTP head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동이 되면, 파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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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JQuery Mobile init Event 

실행 순서 

pagebeforecreate -> pagecreate -> pageinit 순으로 호출된다. 

 

jQuery Mobile 은 웹앱에서 페이지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초기화 이벤트를 제공한다. 

페이지 초기화 이벤트는 pagebeforecreate, pagecreate, pageinit 이 있다. 이 이벤트들은 페이지 

로드 이벤트인 pagebeforeload 와 pageload 이벤트 사이에서 발생한다.  

 

pagebeforecreate 이벤트: jQuery 컴포넌트가 초기화 되기 전에 발생한다.  

예문) 

$( '#aboutPage' ).live( 'pagebeforecreate',function(event){ 

  alert( 'This page was just inserted into the dom!' ); 

}); 

 

pagecreate 이벤트: 페이지가 DOM 에 통합되면 발생하는데 주로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를 

생성하거나 코드가 핸들러에 작성된다.  

예문) 

$( '#aboutPage' ).live( 'pagecreate',function(event){ 

  ( ":jqmData(role='sweet-plugin')" ).sweetPlugin(); 

}); 

 

pageinit 이벤트: 페이지의 모든 컴포넌트가 초기화가 되었을 때 발생한다. pageinit 는 페이지가 

직접 로드되어 있는지 또는 콘텐츠가 Ajax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일부로서 다른 페이지로 

열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DOM ready()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문) 

$( '#aboutPage' ).live( 'pageinit',function(event){ 

  alert( 'This page was just enhanced by jQuery Mobi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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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Canvas 2D 

캔버스 요소란 그래픽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영역이다. SVG는 벡터 기반 그래픽이지만 Canvas 

는 비트맵 이미지 이다.  

캔버스 요소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canvas id=’canvas1’ width=’300’ height=’200’></canvas> 

 

위와 같이 요소를 선언하며 id, width, height 에 값을 준다. id 를 이용해 캔버스 요소를 가져 와

서 요소로부터 getContext(‘2d’); 를 호출해 컨텍스트를 얻어온다. 이로부터 그리기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다. 

캔버스에서는 단순히 백터 그래픽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도 표현할 수 있다.  

drawImage는 이미지를 캔버스에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Java Script에

서 이미지 객체를 생성한 다음 실제 이미지가 존재하는 경로를 설정한다.  

var dragon = new Image(); 

dragon.src = 'images/chinese_dragon.png'; 

이미지가 준비되었으면 drawImage()를 호출해서 캔버스에 이미지를 그리면 된다.  

drawImage()는 3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3개의 인자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위치만 x, y로 

지정할 수 있고 5개의 인자를 사용하면 출력할 이미지의 넓이와 높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으로 9개의 인자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일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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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Server 수행내용 

(1) 클라이언트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로그인 

 

 

 

(2)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미지 전송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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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미지 전송 완료되면 브라우저에 이미지 변경 

 

 

 

 

(4)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가 방에 접속하면 그 정보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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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웹 페이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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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lient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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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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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ipe 이벤트 

vers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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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서버 / 클라이언트 실행 흐름 

3.1.1 Server 

 1. 로그인 

- 서버는 facebook측에 요청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facebook 계정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치

고, 사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값을 Return한다. 

- 계정 인증 시 : 사용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방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 방은 특정한 URL

을 갖는다. 

- 계정 비 인증 시 : 사용자에게 다른 아이디를 입력할 것을 요청한다. 

 

2. 갤러리 

- 사용자가 자신의 앨범에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이미지를 서버가 전송 받는다. 

 

3. Swipe 이벤트 

-  사용자는 Swipe 이벤트를 발생 시키며 다른 이미지를 볼 때 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

터 그 이미지를 전송 받는다. 

4. 접속 

- 이미지를 같이 보고자 하는 사용자가 Let it see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특정한 방에 참

여를 하면, 그 사용자를 방 리스트에 추가를 한다. 

- 사용자가 Let it see 어플을 사용하면서 이미지를 보거나 넘기거나 하는 이벤트를 모두 감

지해서 서버는 방 리스트에 속해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브로드캐스팅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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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Client 

1. 로그인 

 

- 사용자는 자신의 facebook 계정을 입력하고 Let it see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한다. 

 

 

2. 갤러리 접근 

 

- 로그인 후, 사용자는 갤러리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앨범에 어떤 이미지기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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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선택 

 

- 특정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를 볼 수 있다. 

 

 

4. Swipe 이벤트 

 

- 사용자는 앨범에서 특정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 Swipe을 하면서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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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속 

 

-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이미지를 공유하고 싶은 사용자는 PC나 태블릿

PC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Let it See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그리고 현재 사용자의 

facebook ID로 생성된 방에 참여를 해서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다 

 

 

 

  



 

 

제 5 장 

 

프로젝트 수행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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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한규학 :   

최근 스마트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SNS 와 같은 매체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기초 과학분야, 건설, 미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 일을 할 

때 이미지를 이용한 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은 이미지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기에는 다소 작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른다. 그런 면에서 Letitsee 는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이미지를 공유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화면을 통해 이미지를 공유하며 원활한 협업을 진행 할 수 

게 해준다. 

 이 외에도 Letitsee 에서는 그리기 기능을 제공해 준다. 폰 화면을 통해 그린 그림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들이 이미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때 특정 위치를 정확히 지칭 할 수 있어 혼동 없이 의사소통 할 수 있고, 이미지 위에 

추가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주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Letitsee 는 이미지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눌 때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의의는 현재 모바일 개발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앱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Phonegap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웹 기술을 

이용해 빠르게 클라이언트 코트를 개발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서버 사이드는 javascript 

프레임워크인 node.js 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서버의 코드 구현을 단순화 하면서도 모든 기능을 

구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재운: 

1 학기에 이어 새로운 주제로 2 학기 졸업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한 우분투 리눅스 서버 구축과 

폰갭을 이용한 스마트폰 웹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 개발자에게 유용한 것들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만 2 학기에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있을것이라 생각했던것과 달리 과목별 많은 프로젝트와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다소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쉽고 수고 많이 해준 조장에게도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모든 조원들 하나같이 수고했고 다들 사회에 나가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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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예슬: 

 

-프로젝트 경험 후 소감 

 우연히 아이폰 전용 앱인 "Photo Beam"을 접했을 때, 처음으로 왜 안드로이드에는 이러한 획기

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없을까,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도전 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와 하이브리드 앱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웹 앱

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캡스톤디자인2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평소 생각한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이행할 수 있었고, 평

소 몰랐던 지식과 기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 스마트 기기의 이미지를 하이브리드 앱 기술을 이용하여 큰 PC화면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됐을 때, 모바일 웹 앱에 대한 장점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하이브리드 앱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웹 앱 개발에 대한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Let it see"에 대한 프로젝트 경험은 앞으로 제가 IT분야로 진출했

을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프로젝트 역할 : Client 구현 

Client를 구현하기 위해 처음 PhoneGap과 HTML5, JavaScript, jQueryMobile에 대한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최소 Client소스를 제공 및 Client에대한 구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미영: 

캡스톤 디자인I을 끝내고 다시 캡스톤 디자인II를 시작했다.하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처음 했던 졸

업프로젝트보다 많이 관심을 갖지는 못한 것 같아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이번 프로젝

트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사진을 간단하게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

이 큰 스크린이나 모니터에서 함깨 볼 수 있는 어플을 만들려는 아이디어였다. 항상 느끼는 것이

지만 어플은 누군가가 쓰려고 할 때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만들려고 하면 너무나도 

손이 가면서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다 보니 팀원들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뜻 깊

은 시간이었다. 어플을 다 만들지 못했어도 졸업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것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왕지혜: 

실생활에서 느꼈던 작은 화면의 답답함을 토론하던 중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나, 업무에서도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프로젝트를 하며 공모전에 참가하는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었고, 유독 짧게 느껴진 4 학년 마지막 학기에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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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선: 

짧은 기간에 새로운 주제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 바쁜 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모전에 참가하여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서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끝마쳐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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