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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많은 사람들이 화학 제품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사람들은 화학 제품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천연물에 관점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모바일 천연 염색 서비스

를 개발한다. 제시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로컬 서버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천연 염색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천연 염색 관련 정보를 사용자의 이동 전화에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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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건강과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사람들은 건강과 환경 보호 제품을 추구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섬유 염색을위한 인공 화학 물질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학 물질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화학 물질에 대해 매우 불편하며 천연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천연 염색을 위한 적절한 응용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천연 염색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천연 염색 서비스를 개발한다.

II. 모바일 천연 염색 서비스

모바일 천연 염색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로컬 서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로컬 서버

는 PHP 파일, MySQL 데이터베이스 및 로컬 스토리지가 포함되어 

있다. PHP 파일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

고 저장소는 모든 이미지를 저장한다. 

그림 1은 로컬 서버의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가 PHP 로컬 서버, PHP 로컬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PHP 로컬 서버가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 응답한다.

이 전체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및 로컬 서버 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에는 4 가지 주요 모듈이 있다 : 염료, 색상, 계획 

및 제품. 로컬 서버의 각 모듈에는 두 개의 PHP 파일이 있는데 

하나는 목록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서버는 PHP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선택한 다음 필요한 정보를 클라이

언트에 반환한다. 클라이언트의 모듈에 이미지 정보가 필요한 경우 

Server에서 반환 한 정보에는 이미지 저장 경로가 포함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스토리지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Fig. 1. 모바일 천연 염색 서비스 구성

클라이언트 (안드로이드)가 로컬 서버에서 목록을 요청하면 로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목록을 선택하고 클라이언트에 목록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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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id, name ... 포함). 클라이언트가 로컬 서버의 정보를 요청하면 

로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정보를 JSON 형식으

로 클라이언트에 반환한다. 로컬 서버에서 반환 된 JSON 형식 데이터

에는 이미지의 저장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정보를 요청하면 클라이언트는 저장소 경로를 기반으로 저장소에서 

이미지를 요청하고 저장소는 이미지를 클라이언트로 반환한다.

ER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천연 염색 및 패션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천연 염료, 단색 및 염색 천에 대한 수집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천연 염색 단색 정보의 

연동을 위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형태 학적 발효 염료를 기반으로 천연 

염료와 연결되는 색상 및 제품 정보를 위한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을 설계한다. 그리고 천연 염색 고체 색상과 제품의 연동을 위한 

서버를 개발한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천연 염료, 단색, 색채 및 패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천연 염색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 서비스는 언제든지 천연 염색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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