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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원격에서 접속한 사람들이 동시에 한 화면을 보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그래밍용 웹 에디

터입니다. 구성 방법은 Python Django를 이용한 웹 서버를 구한 후 웹 소켓으로 각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고 같은 웹 뷰를 통해 코딩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구성: 

 

#예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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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으로서 수 많은 프로그래밍 수업과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이 과정 속에서 코딩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궁금증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멘

토나 조교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당시 하나의 함수 문제가 아닌 프로그래

밍 전체에 대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적인 플로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시간이 오

래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Coderpad와 Etherpad 등 다양한 협업 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협업 툴의 가장 큰 

문제는 동기화입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같은 라인을 건드리게 될 때 순서가 뒤죽박

죽으로 되어 오류를 야기합니다. 한글자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코딩의 특성상 이러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툴은 유료로 사용하려면 일정 비

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로 배포되었지만 사용하는 서버를 고정

함으로써 일정 트래픽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과 멘티/조교간의 즉각적인 협업과 피드백을 할 수 있

는 툴을 만들면 상당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필요성 

 

학생을 위한 툴, 적절한 동기화 알고리즘을 통해 확실한 협업 가능,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등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학생, 더 나아가 세상 모든 프로그래머들에게 효율

적인 툴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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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과 실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협업 및 피드백이 동시에 가능

한 프로그래밍 웹 에디터를 개발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1 Editor 

 

Editor는 User가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는 웹상의 IDE입니다. User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에

디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에디터의 전체적 틀은 C9에서 제공하는 ACE를 사용하였습니

다. 에디터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언어선택 : HackerEarth에서 제공하는 HackerEarth API를 사용하여 선택된 언어에 따른 

Compile과 Run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언어는 C, C++, C#, Clojure, CSS, Haskell, Java, 

JavaScript, Object-C, Perl, PHP, Python, R, Ruby, Rust, Scala 총 16개의 언어로써, 언어선택 및 

코딩 후 선택된 언어에 따라 서버로 보내게 되어 서버 내에서 언어를 인식합니다. 코드는 

json 파일 형식으로 바뀌어 HackerEarth 서버로 보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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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ile 과 Run 

 

 

<compile> 

 

 

<run> 

 

HackerEarth에서는 단순히 Complie기능과 Run기능을 제공합니다. 작성된 소스코드와 선택된 언

어에 따라서 이를 HackerEarth로 보내는 것은 Collaboration Code Editor 서버에서 수행됩니다. 

Collaboration Code Editor 서버에서는 소스코드를 Json파일로 바꾸어줍니다. 또한 언어를 선택하

는 것마다 다른 value 값을 주어서 HackerEarth API로 전송할 때 언어마다 다른 컴파일러로 컴파

일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코드가 json 파일 형식으로 변환되면 언어 value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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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erEarth의 API address로 이 모든 것을 post 하게 되고 그에 맞는 결과 값을 다시 json파일로 

get하는 구조로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Eclipse, Visual Studio 같은 IDE를 설치하지 않고 

웹 상에서 Complie과 Run이 가능합니다. 

 

3. Coloring과 Numbering : CSS와 JavaScript jQuery를 사용하여 Coloring과 Numbering을 구현했

습니다. HackerEarth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컴파일러 별 언어의 함수의 값을 JavaScript파

일로 받아 Static 폴더에 넣어 그 함수의 키워드를 뽑아내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의 

값을 CSS에서 수정하여 각각의 언어별 함수마다 색을 다르도록 구현했습니다. 자동 색 변경은 

jQuery를 이용하여 space 또는 enter를 입력할 때 마다 그 키워드 값을 읽어서 css로 색을 입히

도록 구현했습니다. 넘버링은 개행시 자동으로 번호를 붙이도록 jQuery를 이용하여 구현했습니다. 

넘버링은 무제한 가능합니다. 

또한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에디터에 작성한 코드를 로컬로 다운로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

다. 

 

 

1-2 Synchronization 

 

 
Fire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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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hatting Function 

 

 

 

기존 Coderpad에는 채팅이 구현되어있지 않아 Code Collaboration을 진행할 때 사용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팅 방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Coderpad보다 훨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Codeedit 페이지에 채팅 창을 하나 더 구현하여 사용자들이 Code Collaboration을 진행하

면서 서로의 의견을 묻거나 모르는 부분을 알려줄 때 이 채팅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현은 JavaScript의 Ajax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채팅 창에서 send버튼을 누르게 되면 Ajax

에서 post값을 읽어 이를 post전송하도록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getMessage 함수를 구현하여 

0.5초마다 message를 읽어 들여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것입니다.  

채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되어있는 모든 사용자와의 채팅 

기존의 StackOverFlow와 같은 게시판은 실시간이 아니므로 자신이 코딩 중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이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채팅 창에서는 

로그인 되어있는 모든 사용자와 채팅을 하며 실시간으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물어

볼 수 있고 답변 또한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팀 내 채팅 방식 

팀원끼리 현재 진행중인 Collaboration에 대해서 자유롭게 채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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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nvite Function 

 

 
 

Email을 중심으로 친구들에게 초대 메세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현재의 URL을 우측 Input박스의 

디폴트 값으로 넣어줌으로써 좌측 친구의 이메일만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 후 본인의 등록된 계

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된 상태여야 합니다. 

 

 

1-5 TODO List 

 
 

To do list Function 앞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완성된 일의 진행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기존의 상용화된 프로그램(코더패드, 이더패드 등)을 보았을 때에는 단순히 코딩에

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을 시각화하여 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각각의 Task 들에는 제목과 그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감일자까지 입력하게 할 것이며 입력 후 추가버튼을 누르면 해야 할 일 세션으로 

넘어가고 위에 기재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블록을 사용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한 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사용자가 직접 가운데 세션으로 넘겨주고 그것이 완성되면 완성된 일 세션

으로 넘겨주는 식의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블록은 삭제버튼을 만들어 삭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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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위치는 Code Editor 아래에 첨부할 것이며 상시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였습니다. 또

한 Drag 의 기능을 추가하여 3 개(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 완성된 일)의 카테고리에 각각의 

task 들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1-6  UI 개발 

 

 

<Main page> 

<sign in / sign up page> 

<code editor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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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의 UI는 웹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입니다. 웹 페이지의 UI가 없다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기 쉬우며, 또한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힘들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웹 페이지는 BootStrap과 jQuery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홈 렌더링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회원가입 성공 후 페이지 LiveChat 등의 UI를 모두 제작하였고 

모든 url들이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사 웹 페이지들과는 

달리 깔끔한 오렌지색 배경으로 모두 통일하여 고객들과 사용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이 없도록 구축하였습니다. 

 

1-7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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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Python Django, html 을 연동하여 게시판을 구성하였고, oracle 서버를 이용하여 DB구축 후 

Django서버를 구동하고 웹 페이지를 구성함으로써 기본적인 기능의 게시판은 구현이 되었습니다. 

허나 UI, User DB와의 연결 등이 미완성상태이기 때문에 추후개발목표이며 시연결과물에 첨부하

지 않았습니다. 

 

 

 

 

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Python 언어를 이용해 Django 서버를 구축하여 웹과 연동합니다 (완료) 

2.  TogetherJS 를 이용한 동기화, 트랙킹, 폼 수정, 오디오, 채팅 구현합니다 (변경) 

변경사항-> Together JS 의 서버 의존도가 높아 FireBase 를 이용한 동기화로 변경하였습니다. 

 

3.  ShareJS 를 이용한 동시 수정 가능하게 하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사용(변경) 

변경사항-> Share JS 의 사용면에서 에러 및 어려움이 많아 FireBase 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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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AWS 웹 서버에 Django Framework를 설치하여 서버를 구성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정보와 채팅 

기록을 SQLite에 저장하여 이를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웹 페이지는 

BootStrap3, jQuery, CSS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UI들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더 깔끔한 디자인이 가능했습니다. 주요기능 중 컴파일 기능은 Hackerearth에서 제공

하는 API를 사용하여 웹에서 컴파일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동기화 기능은 Firebase에서 제

공하는 Collabo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했습니다. 

 

 

2.2.4  활용/개발된 기술 

저희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Python Django 서버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 HackerEarth API를 

이용한 Compiler 와 Run구현 , FireBase를 이용한 실시간 동기화, CSS, Bootstrap, jquery 을 이용

한 HTML 구성, Jquery, JavaScript를 활용한 채팅구현, mysql, sqlite, oracle 등을 활용한 DB 구축, 

Outlook 을 이용하여 유저 초대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한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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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국민대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웹 페이지로써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베이

스를 가지고 있게 하여 DB를 매년 동기화 하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민대학교 학생들

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해결방안 -> 유저들의 가입으로 코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추후 국민대학교생이라면 가지고 있

는 kookmin.ac.kr 의 계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2. 게시판을 통하여 코더들, 조교 등의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DB관리측면

에서 게시판을 oracle로 따로 구현하여 관리하는 점에서 기존 User DB(sqlite3)와 충돌로 

어려움을 겪었고, DB , Django, html 연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시간이 지연되어 미완

성입니다. 

 

해결방안 -> 추후 캡스톤에 이어서 개발을 하여 학생, 조교들간에 정보공유, 어려움 해결 등 소통

을 위한 페이지로써 완성해나갈 예정입니다.  

 

 

2.2.6  결과물 목록 

1. 메인페이지 (CSS, bootstrap,jqurey 를 활용한 html) 

2. 로그인(sqlite를 활용한 DB구축) 

3. 에디터(3-1 hackerEarth 를 활용한 Compile, Run  기술문서 : 유 

3-2 Firebase 서버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에디터에 동기화 및 하이라이트 

기술문서 : 유) 

4. 채팅( jquery, javascript 를 활용한 채팅구현) 

5. Todo list 

6. User 초대(Outlook 을 연동한 유저 초대)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3.1 기대효과 

1. 협업 프로그래밍 툴로써 빠른 개발 가능 

2.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오류에 대한 수정 용이 

3. 교육의 목적으로써 즉각적인 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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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료 오픈 소스로써 다양한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 가능 

 

2.3.2  활용방안 

 

1.  신속한 피드백의 이점을 이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 

2.  단기간 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협업 프로그래밍 에디터로 활용 가능 

 
 

3 자기평가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으로서 수 많은 프로그래밍 수업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 수업, 과제

에 따라 언어도 다르며, 혼자서 코딩하기에는 벅찬 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에 선정 후 다양한 과에 조교로 나서는 컴퓨터공학부 학우들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

음에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 모두를 봐줄 수 없는 점이 안타깝고 배우는 학생들은 

더 배우고 싶어도 조교 수가 한정적이어서 순서에 다다를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기에 급급합니

다. 이러한 와중에 저희가 만든 실시간 협업 코드 에디터를 사용하여 코딩을 한다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코드 에디터 창을 보며 채팅을 활용하여 서로 즉시 질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하며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Eclipse, 

Visual Studio 와 같은 1인 툴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함께 보고 코딩할 수 있어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수업만을 보더라도 Python을 다루기 위하

여 Pycharm, C언어를 다루기 위하여 Visual Studio,  Java 를 다루기 위해 Eclipse 등등 여러 IDE들

을 사용합니다. 허나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협업 코드 에디터의 경우 클릭 한번으로 16개의 다양

한 언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에디터는 존재하지만 하이라이팅 기능을 제

공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에디터는 자체적으로 하이라이팅 기능을 구현하여, 같은 방에 참여하고 

있는 타 유저들이 어느 부분을 코딩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수정하는지 10가지 중에 랜덤으로 

부여 받은 색깔로 하이라이팅이 되며 그에 따라 각 유저 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코딩 시 To Do List를 통하여 여러 업무를 처리하거나, 순차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을 

때 순서대로 선정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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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로 웹 상에서 Compile, Run 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IDE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위의 장점들을 포함하여 저희가 만든 실시간 협업 코드 에디터를 사용한다면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코딩수업이 증가하고 있는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측면에

서도 교육, 분할 업무 등 그 가능성은 더욱 더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합니다. 

 

 

4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웹 페이지 HackerEarth https://www.hackerearth.com/ 

2 웹 페이지 Firebase https://www.fire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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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1. 국민대학교 실시간 협업 코드 에디터 웹 사이트에 접속한다. 

 

 

2. SIGN IN 페이지로 이동한 후 sign up을 통하여 계정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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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코드에디터에 접속한다. 

 

 

4. 스크롤 하단에 유저 초대를 이용하여 여러 유저들을 방으로 초대한다. 

 

 

 

5. 초대된 유저들과 함께 언어선택 후 코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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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팅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7. To Do List를 활용하여 업무를 포함, 코딩 관련 정보 등 기입이 가능하다. 

 

 

 

 

8. Live Chat을 이용하여 코딩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화면상의 채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