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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기존에 구현한 사이트에 오픈소스 웹 에디터를 이식하여 사용자 입력의 편의성을 제공한

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오픈소스 웹 에디터 분석 

① FCKeditor(오픈소스) 

       - 사이트 주소 : http://ckedit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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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HTMLarea(오픈소스) 

       - 사이트 주소 : 페이지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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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keditor.com/
http://sourceforge.net/projects/imgmng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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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PAW web-based WYSIWYG editor control(오픈소스) 

       - 사이트 주소 : http://sourceforge.net/projects/spaw 

       - 예쁜 디자인 

       - 이미지 라이브러리 기능 

       - 이미지 업로드 지원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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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hypertextarea(오픈소스) 

       - 사이트 주소 : http://sourceforge.net/projects/hypertext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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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ourceforge.net/projects/spaw
http://sourceforge.net/projects/hypertext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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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RichText-editor(오픈소스) 

       - 사이트 주소 :  http://sourceforge.net/projects/rich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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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anyHTML(오픈 소스) 

      - 사이트 : http://sourceforge.net/projects/aynhtml/ 

      - 이미지 어보드 지원 

      - 이미지 저장소 지원 

      - 깔끔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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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ourceforge.net/projects/richtext/
http://sourceforge.net/projects/ay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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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XsDhtmlEditor(오픈소스) 

      - 사이트 : http://sourceforge.net/projects/xsdheditor/ 

      - 심플한 디자인 

      - 이미지 업로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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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ourceforge.net/projects/xsdh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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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bpEditor(오픈소스) 

       - 사이트 주소 : http://sourceforge.net/projects/bpeditor/ 

       - 정말 단순한 기능만 지원 

       - php 만 지원 

 

  

        

  

http://sourceforge.net/projects/bp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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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devedit(상용화된 제품 - 라이센스 구매) 

   

  

   ⑩ CHEditor (상용화된 제품 - 라이센스 구매 ) 

      - 사이트 : http://www.chcode.com 

      - 물론 PHP, JSP, ASP 다 지원 

      - 한글 지원 

      - 이미지 파일 업로드 지원 

      - 기타 등등 ... 

  

     

  

  

   ⑪ WebEditor(오픈소스) 

       - 사이트  : http://mytnt.co.kr/ 

       - 이미지 편집 기능 지원 

http://www.chcode.com/
http://myt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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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웹 에디터의 활용 

2.2 수행내용 

오픈 웹 에디터 중 Nicedit를 이용. 웹 사이트에 적용하였다. 

NicEdit 소개. http://nicedit.com/ 

NicEdit is a Lightweight, Cross Platform, Inline Content Editor to allow easy 
editing of web site content on the fly in the browser. 

NicEdit Javascript integrates into any site in seconds to make any 
element/div editable or convert standard textareas to rich text editing. 

NicEdit 사용법. 

NicEdit Javascript로 구현되어 있다.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필요. 

 

http://nice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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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호출. 

<script src="http://js.nicedit.com/nicEdit-latest.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bkLib.onDomLoaded(nicEditors.allTextAreas);</script> 

샘플 

1. <div id="sample"> 
2.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js.nicedit.com/nicEdit-latest.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3. //<![CDATA[ 
4.         bkLib.onDomLoaded(function() { nicEditors.allTextAreas() }); 
5.   //]]> 
6.   </script> 
7.   <h4> 
8.     First Textarea 
9.   </h4> 
10.   <textarea name="area1" cols="40"> 
11. </textarea><br /> 
12.   <h4> 
13.     Second Textarea 
14.   </h4> 
15.   <textarea name="area2" style="width: 100%;"> 
16.        Some Initial Content was in this textarea 
17. </textarea><br /> 
18.   <h4> 
19.     Third Textarea 
20.   </h4> 
21.   <textarea name="area3" style="width: 300px; height: 100px;"> 
22.        HTML content default in textarea 
23. </textarea> 
24. </div> 

샘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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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이트에 적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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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그 형태로 글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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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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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보여지는 형태.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해당사항 없음.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에디터의 디자인 수정 및 어떤 기능이 추가로 필요 할지 구상 

5 고충 및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