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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1학기에 구현했던 오픈디자인 사이트의 유지 보수 및 기능 추가.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구현 된 사이트의 문제점. 

 1학기에 구현 한 사이트는 개발 기간에 맞춰 기능이 구현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

였다. 현재 사용자가 디자인 소스를 업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 한 장에 간략한 설

명뿐이다. 이는 서비스 실사용자가 디자이너라는 점에서 표현의 한계가 있다. 이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1.2.2. 게시판 변화의 필요성.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을 게시할 때 디자인 소개 글 자체를 이미지로 작업하거나 블러

그 형태로 길게 나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사이트에는 그러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제한적인 업로드 방법밖에 없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오픈소스 웹 에디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입력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오픈소스 웹 에디터 분석 

1)FCkeditor(오픈소스) 

      - IE 의 Editor Object 를 이용하여 제작 

       - jsp, php, asp, 에 대응하는 이미지 업로드 및, 브라우징 기능 

       - 미리 정의된 3 가지 형태의 툴바 형태 제공(Default, Basic) 

       - 간편하게 기존 소스에 추가가능 

       - 테이블 편집 기능 지원 

       - 타 사이트 내용 copy&paste 시 이미지 경로 변경 필요 

       - 다양한 언어 지원(한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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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TMLarea(오픈소스) 

       - 이미지 업로드 지원하지 않음 (이미지 링크 지원) 

       - 풀스크린 편집 지원 

       - 영문 메뉴만 지원 

       - 타 사이트 내용 copy&paste 시 이미지 경로 변경 필요 없음 

       - php image Editor 지원(http://sourceforge.net/projects/imgmngedt/) 

 

3) SPAW web-based WYSIWYG editor control(오픈소스)  

     - 이미지 라이브러리 기능 

       - 이미지 업로드 지원 안함 

       - 타사이트 내용 copy&paste 시 이미 경로 변경 필요 없음 

 

http://sourceforge.net/projects/imgmng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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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ypertextarea(오픈소스) 

       -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웹 에디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 

       - 이미지 업로드 지원 안함 

       - 타 사이트 내용 copy&paste 시 이미지 경로 변경 필요없음. 

       - 자바스크립트의 에러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5)RichText-editor(오픈소스) 

       - 브라우저 언어설정이 한글인 경우 문제있음(한글지원 커스터마이징 필요) 

       - 이미지 업로드 지원 안함(이미지 링크 지원함) 

       - 타 사이트 내용  copy&paste 시 이미지 경로 변경 필요 없음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오픈디자인 개선 

팀 명 100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6-SEP-20 

 

캡스톤 디자인 I Page 7 of 15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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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오픈소스 웹 에디터 이식 

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 로딩 화면이 1 초 이하여야 한다. 

한 화면에 보여져야 하는 최대 이미지 개수가 20 개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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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 디지털 공방은 AWS 서버를 사용한다. (1차 중간발표 후) 

- 컴퓨팅은 Amazon EC2(클라우드 상의 가상 서버)를 사용하고 Auto Scaling 

서비스를 이용한다. 

- 스토리지는 Amazon S3(클라우드 상의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를 사용한다. 

- 콘텐츠 전송은 Amazon CloudFront 서비스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 네트워킹은 Amazon Route53과 Elastic Load Balancing을 이용한다. 

- 데이터베이스는 Amazon RDS 중 MySQL을 사용한다. 

- 서버 OS는 CentOS를 사용하고 Apache2, PHP5, MySQL-Server, phpMyAdmin을 

설치한다. 

- AWS 서버 위에 php, HTML, JavaScript, Bootstrap, three.js 로 만든 웹페이지를 

업로드 한다. 

- 사용자들은 이 웹페이지를 통해 서버에 글과 자료를 업로드 하고 다운로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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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웹 에디터  블러그 형태의 view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사용자 입력의 다양성 제공 

2. 블러그 형태의 view 제공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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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해당 사항 없음. 

 

3.2.2  소프트웨어 

재한 요소 : 상용화된 DB의 요금 문제. 해결 방안 : 오픈 DB프로그램 사용(MySQL) 

 

3.2.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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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 현우 - 웹 에디터 구현 

김 경동 - 웹 에디터 구현 

황 주현 - 보고서 제작 

김 형준 - 외부 보고서 준비 

김 수연 - 외부 보고서 준비 

박 세희 - 사이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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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이미지 관리 30 

View 수정 20 

프론트엔드 수정 30 

웹 에디트 구현 60 

  

  

  

합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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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 월 10 월 11 월 비고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 2016-09-22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09-01 2016-10-20 

1 차 중간 보고 

검색 기능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9-01 2016-10-20 

2 차 중간 보고 

이미지 리사이징 완료. 페이징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016-10-20 2016-11-1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웹 사이트 
2016-11-10 2016-11-24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테스트 보고서 
2016-11-10 2016-11-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 보고서 
2016-11-10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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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 현우 기능 추가 2016-09-01 2016-11-24 30 

김 경동 기능 추가 2016-09-01 2016-11-24 30 

김 수연 DB 튜닝 2016-09-01 2016-11-24 30 

김 형준 DB 튜닝 2016-09-01 2016-11-24 30 

박 세희 DB 튜닝 2016-09-01 2016-11-24 30 

황 주현 기능 추가 2016-09-01 2016-11-24 3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개발 환경 등 비 인적 자원의 투입 계획을 명시한다.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4 대 레노버 2016-09-01 2016-11-24  

서버 PC AWS 2016-09-01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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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웹페이지 W3schools http://w3schools.com    

2 웹페이지 Behance http://behance.net    

 

http://w3schools.com/
http://behanc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