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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기존에 구현한 사이트의 로딩이 느린 점을 개선하며, 사용자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게시글 작성 시 WYSIWYG Editor를 이용하도록 하게 한다. 또 기존의 불편했던 

상세페이지의 UI를 개선한다. 

2 수행 내용 및 최종결과 

2.1 수행내용 및 최종 결과 

1)사이트 로딩 속도 저하 해결 

작품이 많이 올라온 공방의 경우 디자인 작업의 특성상 이미지 파일들이 고용량이기 때문

에 한번에 로드 되는 것이 속도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업로드를 시작할 경우, 이

미지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resize된 Thumbnail Image를 생성하여 그것으로 작품을 

보이게 하고, 자세히 보기를 할 경우 원본 고화질 데이터를 Load 하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특성상 이 작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Node.js 서버를 통해 Image를 업

로드하고, callback function으로 사용자에게 결과를 emit할 때에는 thumbnail image 

address로 전달한다. 

 

Thumbnail image를 만들 경우 위와 같이 사진의 용량이 1/3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

이트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유저의 입장에서도 빠른 속도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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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이 고화질 이미지이며, 위쪽이 Thumbnail Image 이다. 이미지가 깨지지 않도록 

resize 했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차이는 극히 적다. 

2) 게시글 작성시 WYSIWYG Editor를 이용하도록 변경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설명 부분이 단순한 textarea 였기 때문에 글자를 굵게 하거나 이탤

릭체, 또는 폰트 크기를 조절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부

분을 개선하여 워드 작업을 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의 설명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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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탭에 글씨의 굵기와 기울임, 밑줄, 정렬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과 Ordered list, 

Unordered list를 만들 수 있는 기능, 글씨 크기와 폰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일반적으

로 가장 많이 쓰이는 6개의 Header 크기를 제공하는 Font format 기능, 소스코드와 같이 

Indentation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Indent 기능, 설명에 사진이 필요할 경우 별도

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이미지 업로드 기능, 외부 이미지 삽입 기능, 하이퍼링크 기능, 글씨 

색 조절 기능 등을 삽입하였다. 이미지 업로드 기능의 경우 기존의 Ajax로 처리를 할 경우 

Node.js 서버의 포트와(9000) 웹 서버의 포트(80)가 다르기 때문에 크로스 도메인 정책에 

의해 차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Node.js를 경유하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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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페이지 UI 개선 

기존 상세페이지 UI는 제목과 설정 메뉴가 상단, 설명이 중단, 댓글이 하단에 있게 되어 

설명이 긴 작품의 경우 댓글을 보기가 매우 불편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세로로 된 배치는 사용자가 보기에 매우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댓글의 말풍선 

이미지가 댓글의 가독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UI를 다음과 같이 개

선하였다. 

 기존의 상,중,하단 식 배치에서 대표이미지와 설명을 좌측, 나머지 기능을 우측으

로 이동 

 댓글의 말풍선 이미지를 제거 

개선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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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미지와 설명을 좌측에 두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우측에 설정과 댓글 기능

을 이동시켜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환경과 유사한 UI를 제공하였다. 

3 공모전 진행 사항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정보과학회에 논문을 제출하여 Accept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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