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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원격에서 접속한 사람들이 동시에 한 화면을 보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그

래밍용 웹 에디터입니다. 구성 방법은 Python Django를 이용한 웹서버를구축한 

후웹소켓으로 각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고 같은 웹 뷰를 통해 코딩을 동시에 진행

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구성: 

 

#예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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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기능 연구 / 개발 

1. Language 

1. 지원언어 

 

 

2. Highlight  

1. 선택영역 하이라이트(공용은 모두 같이 적용, 개인은 혼자만 적용)  

1. 개인당 얻는 색깔들로 드래그 영역 백그라운드 하이라이트(공용)  

2. 드래그 영역 백그라운드 하이라이트(개인용)  

3. 내가 현재 작업하는 줄 백그라운드 하이라이트(개인용) 

2. 언어마다 주요 기능 하이라이트  

1. 선택되는 언어마다 함수, 변수, 클래스 명 등을 다른 색으로 설정  

 

3. Invite Function  

1. E-mail로초대 

- 설정한 E-mail로 초대메일 보내기 -> 링크에서 접속  

2. 공유링크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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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창에 직접 공유링크 입력 후 접속  

3. 고유의 색깔로 접속자 이름, 색깔 표시  

 

 

4. Additional Function 

1. 하이라이트고정 

-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고정해 놓을 수 있는 기능  

2. 동일한 변수 보여주기  

- 설정한 변수를 선택하게 되면 같은 이름의 변수 뒤에 하이라이트  

3. 자동 Import  

- 모듈 사용시 자동 Import  

4. 동기화 

-TogetherJS오픈소스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동기화 적용 

5. 자동완성  

- 괄호(소, 중, 대) 입력시 자동 완성 후 괄호 가운데로 커서 이동  

 

 

2.1.2  User Interface 개발 

1. Main Window  

1. Cursor  

1. 개인당 얻는 색깔들로 현재위치 Cursor 표시(공용)  

2. 개인 Cursor색은 흰색  

3. 서로의 Cursor는 고유하므로 입력을 인터럽트 하지 않고 동시에 같

은 줄에 입력하게 되도 상대편의 커서 전까지 입력 가능  

 

2. Numb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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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이 내려갈 때 마다 Numbering  

 

 

3. Language  

1. 언어 선택 기능. 버튼 리스트 형태 

2. 언어마다 이미 작성돼 있는 템플릿 제공  

3. 언어가 새로 선택될때마다 기존의 코드들은 자동 주석 처리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언어 템플릿이 등장 

4. Language가 새로 선택될 때마다 콘솔창에 설정된 문구를 출력하고 

그 후 밑에서부터 실행되는 결과 출력 

 

4. Run 

1. 컴파일 기반의 언어는 컴파일을 선행한 후 동작함 

2. 버튼 형태  

3. 마우스를 올리면 Shortcut을 보여줌  

 

5.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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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튼 형태  

2. General  

1. Privacy, Public 상태 설정 가능  

2. Code Execution 설정 가능 (모두 가능, 주인만 가능)  

3. Editor 

1. Tab Spacing 설정 가능 (2, 4, 8 Spacing)  

2. Font Size 설정 가능 (10px ~ 18px)  

3. Key Bindings 설정 가능 (Standard, Vim, Emacs)  

4. Other 

1. PlayBack 기능  

2. 버튼 클릭시 새로운 웹창이 뜨면서 PlayBack 

1. Play, Pause 버튼  

2. 시작날짜-시간, 버튼 ->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3. Open Google Hangout 기능  

4. 버튼 클릭시 Google Hangout으로 실행  

1. Hangout 실행시 초대 메시지를 메일로 전송, 링크공유  

6. Pad Title  

1. Pad의 Title명 설정 

 

2. Console 

1. Clear 버튼  

- 콘솔 창에 있던 모든 내용 지우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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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프로그램 실행 화면 

 

1. Python Django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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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al Time Collaborative Code Editor사이트 접속 

 

3. 사용자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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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out화면(에디터 설명화면) 

 

5. 로그인 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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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de Editor 화면 

 

7. 코드 입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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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o Do List 포함 실행화면 

 

9.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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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 설정 화면

 

11. To Do List 응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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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밑에 위치한 이메일 초대 화면 

 

13. Invite 클릭시 Outlook 계정 접속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링크로 친구초대 메시지 

송신가능함을 보여주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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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eal Time Collaborative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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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Main page, Login page UI 

모든 웹페이지에는 BootStrap과 jQuery를 이용하였습니다. 홈렌더링페이지와 로그

인 페이지의 디자인을 하였고 모든 Url들이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발하

였습니다. 

 

 

3.1.2 TO DO LIST Function 

앞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완성된 일의 진행상태를 나타낼수 있는 리스트

를 추가했습니다. 단순히 코딩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각각의 Task들에는 

제목과 그것에대한 설명 그리고 마감일자까지 입력하게 하여 추가버튼을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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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 세션으로 넘어가고 위에 기재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블록을 만들었습

니다. 해야할 일들을 열거한 후 현재 하고있는일을 사용자가 직접 가운데 세션으

로 넘겨주고 그것이 완성되면 완성된 일 세션으로 넘겨주는 식의 방식으로 구현

하였습니다. 

 

3.1.3 Inviting Function 

초대기능을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형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친구에게 이메일

링크를 보내주고 링크를 타고 들어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우측 

input에는 항상 새 창이 뜰때 그 주소의 URL을 jQuery를 사용해 최신화 시켜주

며 상대방의 이메일계정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내지도록 하였습니다. 

 

3.1.4 Chatting Function 

Code Collaboration을 진행할 때 사용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채팅방을 구축

하였습니다. JavaScript의 Ajax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채팅창에서 send버튼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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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되면 Ajax에서 post값을 읽어 이를 post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getMessage 함수를 구현하여 0.5초마다 message를 읽어 들여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합니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회원가입 PageUI 

- Main page, Login page와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Page의 UI를 BootStrap과 jQuery

를 이용하여 디자인 한다. 

4.1.2  회원가입 시 E-mail 검증 

- 국민대학생 개개인만의 부여된 @kookmin.ac.kr E-mail 도메인을 통해 검증을 거

쳐 계정을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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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게시판 

게시판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달 수 있도록 구현한다.단

순히 코드 에디터를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코딩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

을 게시판에 남겨 다같이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StackOverFlow와 비슷한 형식의 게시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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