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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uery blob pdf

Blob은 이진 큰 개체를 지지하며 큰 이진 객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말했듯이 이미지 및 비디오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진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는 개체입니다. HTML5에서 JavaScript는 파일 API 정의에 정의된 이러한 파일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Blob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과 URL을 통해 Blob 개체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습니다. 데이터 생성 Blob 개체는
새 연산자와 Blob 개체를 생성하여 만들어집니다. 현재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테이블을 전송하고 두 번째 인수는 선택을 전송합니다. var blobObj = 새로운 Blob 개체 (테이블, 옵션); 첫 번째 인수 테이블 테이블의 요소는 ArrayBuffer, ArrayBufferView, Blob 및 DOMString 중 하나여야 하며 다른 종류의 혼합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 옵션은 줄 끊기 문자를 지정하는 콘텐츠 및 속성에 대한 MIME
문자열인 텍스트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개체입니다. 엔딩 속성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은 투명하고 기본이며, 투명하게 사용하여 원래 줄 브레이크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사용 중인 운영 체제에 맞게 줄 나누기 문자를 변경합니다. 기본 값은 투명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HTML 문서 파일을 구성하는 예입니다. 바르 html코드 = ['안녕하세요, 세계!']; var htmlBlob = 새로운 Blob (html코드, {유형 : '텍스트 /
html'}); 이 구성된 Blob 데이터는 화면에 표시되거나 서버로 전송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속성 Blob 개체에는 개체에 포함된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라는 속성.log과 MIME &amp; d; !doctype = html=&gt; 개체 유형을 표시하는 형식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htmlBlob.size); 54 콘솔.log (htmlBlob.type); 텍스트/html 메서드 Blob 개체 메서드는 개체의 데이터를 원하는 크기로 줄
이는 유일한 투명도()입니다. 이 메서드에 대한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var newBlob = blobObj.slide ([시작[시작[, 종료 [, contentType]); 시작 바이트 위치(기본 0), 음수 값이 파일 의 끝에서 시작 점으로 주어집니다. 등) 모즈슬리스 나 웹킷과 같은 제조업체의 사양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lob URL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lob 개체는 다양한 용도를 갖습니다. URL을 통해 액세스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습니다. Blob 개체를 만든 후 가상 URL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방울에 URL뿐만 아니라 드롭을 상속하는 파일 개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역 개체인 URL의 CreateObjectURL 메서드를 호출하고 Blob 또는 File 개체를 전달하여 첫 번째 인수와 함께 URL을 만들 수 있습니다. URL은 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Blob:550e8400-e29b-41d4-a716-44665440000#aboutABBA를 이해
하기 위해 HTML 문서로 가져올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HTML 코드를 입력한 후 HTML 문서 만들기를 클릭하여 단추 아래의 Blob URL에 대한 링크를 확인합니다. 이 URL이 실제로 서버에 있는 URL이 아니라는 사실 외에도 일반 파일처럼 나머지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소스 보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브라우저 지원 .php &amp; 텍스트 영역 &gt;IE 10 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 지원, iOS 7 사파리, 안드로이드용 크롬, CanIuse.com. (크롬 28.0.1500.95에서만 테스트) // 업로드 blob을 로드 자바 스크립트 기능.php uploadBlob ()) {// var blob을 테스트하기 위해 여기에 blob을 만들려면 ([나는 blob입니다);); //var blob = AudioBlobFromWebAudio@// 예: 예를 들어, 예를 들어, VAR 리더 = 새로운 파일 리더 (); // 이 기능은 readAsDataURL이 리더를 반환하는 즉시 활성화됩
니다.onload = 기능 (이벤트){ var fd = 새로운 양식 데이터 (); fd.append ('이름', '테스트.txt'); fd.append (데이터,event.target.결과); $.ajax (&amp;lt;/텍스트 영역&amp;gt; 'POST', URL: '업로드.php', 데이터: fd, 프로세스데이터: 거짓, 콘텐츠유형: false}.log.php). }; 독자의 독서를 켭니다 ... reader.readAsDataURL (Blob). } 업로드.php: &amp; lt;? 풀 = = = 원시 = 바이너리 = 데이터 = = = = = 포스트 =
어레이 = $data =substr ($_POST['데이터'], 스트포스($_post['데이터',=)= += 1);= 디코딩= $decodeddata=base64_decode($data); 인쇄 = 출력 = = 원시 = 데이터, = 에코 = ($decodeddata);= $filename =테스트.txt ;= 쓰기 = 출력 = = = 파일 = $fp =fopen ($filename), 'wb'$fp $decodeddata $fp); Blob의 2019년 2월자바스크립트BlobJavaScript(바이너리 대형 개체, Blythe)는 이미지, 사운드 및 비디
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조작하여 데이터(Byte) 및 MIME 유형의 크기를 파악하거나 데이터를 전송 및 다운로드를 위한 작은 Blob 개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일 개체는 이름과 lastModifiedDate 속성이 있는 Blob 개체이기도 합니다. Blob GenerationBlob 생성자가 새 Blob 개체를 반환합니다. arrayBlob 생성자의 첫 번째 인수는 배열 버퍼버퍼, ArrayBufferView, Blob(파일), DOMString 개체 또는
이러한 개체의 혼합물이 있는 배열입니다.새 Blob([새 배열 버퍼(data)], {유형: '비디오/mp4'}); 새로운 Blob 개체(새 Uint8Array(데이터), {유형: '이미지/png'}); 새로운 Blob 개체 (['&amp;div&amp;div&gt;Hello Blob!&amp;&amp;&amp;&amp;&amp;;&amp;;'], {유형: '텍스트/html', 엔딩: '네이티브'}); 옵션 옵션을 사용하면 MIME 유형의 데이터, 기본값이 .ends가 투명하고 네이티브를 포함하는 문자열 처리
를 결정할 수 있고 기본 값이 투명하다는 유형 및 엔딩.typ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Blob 개체: 다음 Blob 개체는 약 43KB의 PNG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MIME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 빈 문자열()이 할당됩니다.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스 메서드Blob 개체지정 바이트 범위에 데이터를 포함 하는 새로운 Blob 개체를 만드는 데 사용 됩니다. 10MB.const Blob = 새 Blob() 보다 큰 Blob 개체의 작은 부
분에 유용합니다. 새 Blob blob.슬라이드 개체(시작, 끝, 유형). 시작 범위는 시작 범위(바이트, 번호), 끝은 엔드 레인지(바이트, 번호)이며, 수식은 새로운 Blob 오브젝트의 MIME 유형(String)을 지정합니다.///blob 오브젝트(blob)에서, 첫 번째 1 KB의 Blob jpg(block) 개체가 원주 청크 =blob.slide(0, 0, 1024, '이미지/jpeg') 다음 예제에서는 10개의 세그먼트에 표시된 바와 같이 Blob 개체(약 43KB의 PNG 이
미지로 생성됨)를 세그먼트로 분류하고 array.const 조각 = []에 순서대로 각 블록을 저장합니다. 슬라이스의 구성 전화 수 = 10; const chunkSize = Math.ceil (blob.size / numberOfSlices); 에 대한 (내가 = 0; i &lt; numberOfSlices; i += 1) { const startByte = chunkSize * i; chunks.push (blob.슬라이스 (startByte, startByte + chunkSize, blob.type) ); } 콘솔.log (청크); // is as follows.. 이렇게 조각낸
Blob 객체들(Chunks)은 필요에 의해 간단하게 다시 합칠 수 있습니다.const mergedBlob = new Blob( chunks, { type: blob.type } ); document.getElementById('merged-image').src = window. URL.createObjectURL(mergedBlob); document.getElementById('chunk-image').src = window. URL.createObjectURL(chunk[0]); // Revoke Blob URL.. 아래 이미지는 위 코드의 결과로 왼쪽 이미지는
#merged-image 요소, 오른쪽 이미지는 #chunk-image 요소입니다.오른쪽 이미지가 약 1/10로 잘려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분리(조각)하는 용도는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합니다.위 코드의 마지막을 보면 URL.createObjectURL()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Blob 객체를 가리키는 URL을 생성하여 DOM에서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 Blob numberofslices;= i= +=1) {=
const= startbyte=chunkSize *= i;= chunks.push(= blob.slice(= startbyte,= startbyte= += chunksize,= blob.type= )= );= }= console.log(chunks);= this= is= as= follows.. = 이렇게= 조각낸= blob= 객체들(chunks)은= 필요에= 의해= 간단하게= 다시= 합칠= 수= 있습니다.const= mergedblob=new blob(= chunks,= {= type:= blob.type= }= );= document.getelementbyid('merged-
image').src=window. URL.createObjectURL(mergedBlob); document.getelementbyid('chunk-image').src=window. URL.createObjectURL(chunk[0]); revoke= blob= url.. = 아래= 이미지는= 위= 코드의= 결과로= 왼쪽= 이미지는= #merged-image= 요소,= 오른쪽= 이미지는= #chunk-image= 요소입니다.오른쪽= 이미지가= 약= 1/10로= 잘려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미지를= 시각
적으로= 분리(조각)하는= 용도는=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합니다.위= 코드의= 마지막을= 보면= url.createobjecturl()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blob= 객체를= 가리키는= url을= 생성하여= dom에서=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blob=&gt;&lt;/ numberOfSlices; i += 1) { const startByte = chunkSize * i; chunks.push( blob.slice( startByte, startByte + chunkSize, blob.type ) ); }
console.log(chunks); // This is as follows.. 이렇게 조각낸 Blob 객체들(Chunks)은 필요에 의해 간단하게 다시 합칠 수 있습니다.const mergedBlob = new Blob( chunks, { type: blob.type } ); document.getElementById('merged-image').src = window. URL.createObjectURL(mergedBlob); document.getElementById('chunk-image').src = window. URL.createObjectURL(chunk[0]); // Revoke
Blob URL.. 아래 이미지는 위 코드의 결과로 왼쪽 이미지는 #merged-image 요소, 오른쪽 이미지는 #chunk-image 요소입니다.오른쪽 이미지가 약 1/10로 잘려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분리(조각)하는 용도는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합니다.위 코드의 마지막을 보면 URL.createObjectURL()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Blob 객체를 가리키는 URL을 생성하여 DOM에서 참조
할 수 있게 합니다. Blob &gt; &gt;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Blob URL 을 사용하여 URL 개체의 정적 메서드로 URL 개체를 회수하여 Blob.createObjectURL.createObjeclURL() 개체를 가리키는 URL을 만들 수 있습니다.blob 개체를 나타내는 URL을 포함하여 다음 DOMString을 만듭니다: 이 Blob 개체 URL은 생성된 창(브라우저)의 문서에서만 유효합니다. URL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이외의
보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URL.blob: alt=Blob URL 이미지&gt; recallObjectURL.revokeObjectURL() 릴리스(폐기) URL.createObjectURL() 그렇지 않으면 기존 URL이 유효하도록 지정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GC.///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DOM으로 만든 URL을 연결한 후 이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blob URL 컨스트 블롤링 =창 만들기. URL.createObjectURL (Blob). DOM 업데
이트 후 Blob URL을 리콜합니다. 창. URL.revokeObjectURL (blobUrl). 브라우저 지원 개체가 브라우저.const BlobSupport = 새 Blob 크기(['ä'])에서 지원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울 AJAX Blob 수용체 예제 는 약속을 반환로드XHR 기능을 구하고, 요청 된 Blob 개체를 수락하고, 이미지 태그 src.function loadXHR (url)에서 URL로 관련시 (@ 새로운 약속
(확인, 거부) =&gt; { 시도 { const xhr = 새로운 XMLHttpRequest (GET, url); xhr.open (GET, url); xhr.open (GET, url); xhr.open =xhr.type= xhr.type= xhr.open=xhr.type= xhr.type= xhr.type= xhr.type= xhr.type= xhr.type= xhr.type=xhr.xhr.type= xhr.type= xhr.type= xhr.=xhr./xhr.open=xhr.type= xhr.xhr.open=xhr.type= xhr.gt= xhr.type= xhr.gt; { 거부 ('네트워크 오류: ${event}'); };
xhr.onload = () =&gt; {경우 (xhr.status ====200) {해상도 (xhr.response); } 다른 {거부 ('XHR 로드 오류: ${xhr.stateText}'); } }; xhr.send()} } }} }; xhr.send()} } loadXHR (' .then (blob =&gt; { const URL = 창. URL.createObjectURL (blob) 문서.getElementById ('이미지').src = URL; URL을 반환? }) .then (URL =&gt; {// DOM.. process.nextTick() =&gt; { 창 업데이트 후. URL.revokeObjectURL
(url). }); }); / EC%86%8D%EC%84%B1 //firejune.com/1788/%EC%9E%90%EB%B0%94%EC%8A%A4%ED%8%AC%EB%A6%BD%ED%ED%ED%ED%ED%8A%B8% EC%97%90%EC%84%9C%N%9D %98+BLOB+%EA%B 0%9D%EC%B2%B4 //blog.naber.com i/PostView.nhn?blogId=horajjan &amp;logNo=220976788530 나는 기능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AJAX와 스프링을 통
해 바이너리 파일, 하지만 서버는 1.5 MB의 용량이 있는 파일 다운로드 할 때 3MB로 팽창 하는 문제가 있었다. 파일이 끊어졌고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XML 응답 유형을 blob로 설정해야 하며, JQuery AJAX는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 JavaScriptHttpRequest XML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var xhr = 새로운 XMLHttpRequest (); xhr.onreadysttechange = 기능(){ 경우
(이.readyState == 4 &amp; 이.상태 == 200){ var 파일 이름 = 및 var 디스포즈 = xhr.getResponseHeader ('콘텐츠 사용 가능'); available.indexOf ('속성') !== -1) { var 파일나메레덱스 =/파일 이름[^]=**2|[2|]];;;;/// var 일치 = filenameRegex.exec (배포). 일치[1]) 파일 이름 = 일치[1].교체(/]/g, ''']] 이.응답) var a = document.createElement (a) var URL = URL.createObjectURL (이.응답) a.href = URL;
a.download = 파일 이름, 파일 이름, 파일 이름, 문서 filename.body.appendChild(들) a.click ();; 창. URL.revokeObjectURL (url). } xhr.open ('POST', '/파일다운로드Url'); xhr.responseType = 'Blob'; // !! 필수!! xhr.send (formData). 매개 변수와 formData 구성 부분이 배경 부분을 생략한 부분은 JSP, Spring: URL입력 및 파일은 즉시 참조 질문을 참조하여 다운로드됩니다 | 댓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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