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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에서는 ‘모듈형 스마트 패션 플랫폼 연구센터’ 에서 진행하는 ‘오픈 소스 디자

인 버전 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오픈 소스 디자인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이 공유한 디자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개념

이다. 오픈 소스 디자인 버전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오픈 디자인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GitHub와 같이 파일의 버전 별로 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디자인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

가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자본주의의 디자인  

 

자본주의와 정보화시대에서는 수 많은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통해 비즈

니스 모델이 형성되어왔다. 하지만 거대자본의 지식의 사유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했다. 

 

1.2.2 오픈디자인 

 

오픈디자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던 계기는 2005년 미국에서 시작된 

Creative Commons License(CCL) 이다.  CC 라이선스의 취지 역시 ‘자신의 창작물에 대

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개념으로, 미국을 시작

으로 5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각 나라의 법에 맞게 라이선스를 개정했으며, CCL 4.0부터

는 국제적인 라이선스로의 변화를 시작했다.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진 CC 라이선스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라이선스로 창작물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 

도입된 CCKorea의 경우 http://cckorea.org 에서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한

다. 

 

1.2.3 디지털공방 

 

기존 오픈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한 디자인 공유사이트는 프로토타입이나 최종결과물만 공

유하였다. 디지털공방은 여기에 기존에 없던 제작 과정의 DB화와 버전 관리 개념을 추가

하여 디자인의 첫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로 인해 어떠한 분야의 디자인이더라도 중간산출물과 과정을 공

유 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DB화 하여서 저장 및 수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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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기존 디자인 오픈 사이트의 한계 

 

 

 

 

 

 

 

  

1 Thingiverse (http://www.thingiverse.com) 

 

3D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STL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STL 파일에 한정됐다. 

2 Behence (http://www.behence.net)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및 팔로우가 가능하다. 

 

업로드 유저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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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GitHub처럼 버전 관리가 가능한 디자인 전용 오픈 소스 사이트를 제작한다. 

2. 전공자와 비전공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디자인 프로젝트를 생성, 참여할 수 있다. 

3.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 중 구성원들끼리 작업 단계의 히스토리를 보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4. 다소 사용하기 어려운 GitHub와는 달리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모든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5. 참여한 프로젝트의 작업 과정의 산출물들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다. 

6.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 

 

 

2.2 연구/개발 내용 

- 웹 사이트의 디자인은 Bootstrap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며 PHP, JavaScript를 사

용하여 DB제어, 이벤트 핸들링 등의 기능적인 면을 제어한다. 

 

 

 

상단 메뉴 

- Bootstrap의 Navigation bar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 로고, 오픈 디자인에 대한 설명, 디자인 프로젝트(이하 공방), 

로그인, 회원가입을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메인 페이지 

- 디자인 공방, 제작 과정, 내용 등을 검색하기 위한 기능을 제

공한다. 

- 디자인 공방 중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인기 공방’, ‘최근 올라온 

공방’의 섬네일, 공방 이름을 보여주고 클릭 시 해당 공방의 

상세 내용을 보여준다. 

- 로그인된 회원일 경우 사용자의 프로필, 참여 중인 공방의 목

록들과 공방생성버튼이 표시된다.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가입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이디는 이메일 형식이고 각각의 SNS의 API를 이용하여 로

그인 연동도 제공한다. 

- 회원 가입한 사용자일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회원정보

와 로그인 시 입력한 정보를 검사한다. 

 -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비밀번호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수행계획서 

프로젝트 명 디지털 공방 

팀 명 100 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6-04-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7 / 17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회원가입 

확인, 근무지로 구성되어 있다. 

- 아이디는 이메일을 사용한다. 

- 닉네임은 한글, 영문자, 숫자만 가능하며 8자리 이하로 입력할 

수 있다. 

-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기호가 혼합된 8자리 이상이어야 한

다. 

- 모든 항목들은 각각 적합한 형식인지 검사하여 형식이 맞지 

않으면 Ajax를 사용하여 경고 창을 보여준다. 

- 회원가입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공방 생성 

- 로그인된 회원에 한해 공방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생성할 공방의 이름, 공개 여부 설정, 공방 설명, 유형, 단계, 

함께할 구성원, 기간을 설정한다. 

- 생성된 공방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공방 제작 

-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의 목록과 해당 공방의 제작 과정을 보

여준다. 

- 공방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작업 결과물을 올릴 수 있다. 

- 작업에 대한 코멘트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 

- 파일별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작업 단계별로 게시판 형식을 통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앨범 형식을 통해 작업의 히스토리도 볼 수 있다. 

- 단. 공방을 생성한 사용자만 제작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방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사용자도 제작과정의 작품을 골라

서 새로운 공방을 생성할 수 있다. 

 

 

공방 배포 

- 공방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중간에 중단됐을 경우 타인에

게 오픈할 결과물들과 메인 페이지에서 보일 섬네일을 선택하

여 배포한다. 

- 오픈할 결과물들의 선택은 다중 선택을 위한 Checkbox, 섬네

일은 단일 선택을 위한 Radio type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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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 업로드가 많으므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서버 스토리지 

용량을 50GB 단위로 동적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 동시접속자가 많더라도 응답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시스템 메모리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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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 디지털 공방은 AWS 서버를 사용한다. (1차 중간발표 후) 

- 컴퓨팅은 Amazon EC2(클라우드 상의 가상 서버)를 사용하고 Auto Scaling 서비스를 이용한다. 

- 스토리지는 Amazon S3(클라우드 상의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를 사용한다.  

- 콘텐츠 전송은 Amazon CloudFront 서비스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 네트워킹은 Amazon Route53과 Elastic Load Balancing을 이용한다. 

- 데이터베이스는 Amazon RDS 중 MySQL을 사용한다. 

- 서버 OS는 CentOS를 사용하고 Apache2, PHP5, MySQL-Server, phpMyAdmin을 설치한다.  

- AWS 서버 위에 php, HTML, JavaScript, Bootstrap, three.js로 만든 웹페이지를 업로드 한다.  

- 사용자들은 이 웹페이지를 통해 서버에 글과 자료를 업로드 하고 다운로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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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오픈소스의 개념을 디자인영역으로 확장한다. 

2.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상에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유도한다. 

3. 디자이너들이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에서 관리 할 수 있다. 

4. 웹페이지의 쉬운 접근성을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작품 홍보에 도움을 준다. 

5. 디자인버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규모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을 준다. 

6. 다른 사람의 공개된 디자인을 자유롭게 수정하여 다양한 디자인 작품이 나오도록 한다. 

7. 다른 사람의 디자인에 접근하기 쉬우므로 일반인들의 디자인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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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개발 환경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운영체제 환경 Windows 운영체제 환경 Windows, Mac, 

Linux, 

서버 운영체제 CentOs  

개발 환경 구

축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 및 

라이브러리) 

IE 10 이상, 

Chrome v44이상, 

Firefox v44 이상, 

사파리 v9.01 이상

을 권장함  

(이하 버전에서는 

일부 기능 제한) 

서버 환경 AWS 

개발 언어 JavaScript, 

PHP,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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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아날로그 작품 올리기 

   현실적 제한 요소 : 디자이너의 작품이 아날로그로 제작된 경우 온라인으로 작품을 올릴 수 

없다. 

   해결 방안 : 디자이너가 직접 디지털로 변환해야 한다. 

 

3.2.2  영상 파일 업로드 

   현실적 제한 요소 : 영상 파일의 경우 대용량 파일이 많으므로 영상이 많이 올라오면 설정한 

트래픽을 초과한다. 

   해결 방안 : 영상의 경우는 직접 업로드를 막고 youtube 와 개인 클라우드로 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한다. 

 

3.2.3  Adobe 사 프로그램의 확장자 업로드    

   현실적 제한 요소 : 포토샵과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의 확장자를 웹페이지 상에서 미리 보기 

위해선 Adobe 사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해결 방안 : 업로드 시 제작자가 대표 이미지를 jpg 혹은 png 확장자로 따로 만들어서 원본 

파일과 함께 올린다. 

 

3.2.4  디자인 저작권 관련 문제 

   현실적 제한 요소 : 디자인의 경우 표절 문제가 모호하다. 

   해결 방안 : 미리 보기 이미지는 워터마크를 입히고 원본 파일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자의 

로그를 기록한다. 

 

3.2.5  디자인 오픈 관련 문제 

   현실적 제한 요소 :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디자인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많이 개방적이

지 않다. 

   해결 방안 : 국민대 디자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사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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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 추후 수정 

이름 역할 

김현우 

- Front-End & Back-End 시스템 구현(메인,생성, 제작,배포 page) 

- 프로젝트 총괄 

- DB 설계 및 구현 

- 문서 초안 작성 및 최종 검토 

김경동 
- Front-End 시스템 구현 (생성, 배포 page) 

- 문서 수정 및 보완 

김수연 
- Front-End 시스템 구현 (제작 page) 

- 문서 수정 및 보완 

김형준 

- DB 설계 

- Back-End 시스템 구현 (제작 page) 

- 문서 수정 및 보완 

박세희 
- Back-End 시스템 구현 (메인, 생성 page) 

- 문서 수정 및 보완 

황주현 
- Front-End 시스템 구현(생성 page) 

- 문서 수정 및 보완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Front-End 개발 30 

Back-End 개발 30 

디자인 DB 화 작업 20 

문서 작업 20 

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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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아이디어 구상        

요구 사항 분석 및 

정보수집        

관련분야연구 

스마트 패션 공부        

웨어러블 컴퓨팅 공부        

공유 경제 공부        

JSP 공부        

AWS & Apache 공부        

설계 
시스템 설계        

UI 설계        

구현 

DB 모델링        

DB 서버 구축        

회원 가입 및 인증 

확인 
       

에러 메시지 전송, 

확인 
       

단계별 파일 추가 

구현 
       

Backend 구현        

Frontend 구현        

AWS 서버 적용        

테스트 & 

수정 

시스템 테스트 & 

수정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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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요구 사항 분석 

임시 웹 페이지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수행 계획 발표 자료 

3. 임시 웹 페이지 

4. 요구사항 분석서 

2016-02-01 2016-03-10 

설계 완료 

Front-End 설계 완료 

Back-End 설계 완료 

디자인 데이터 DB 화 설계 완료 

산출물 : 

1. Front-End 설계도 및 설계서 

2. Back-End 설계도 및 설계서 

3. 디자인 데이터 DB 설계서 

2016-03-11 2016-03-16 

1 차 중간 보고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 구현 

공방 생성, 제작, 배포 기능 구현 

디자인 데이터 DB 구현 

산출물 :  

1. Web Client 

2. 디자인 DB 

3.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016-03-17 2016-04-06 

2 차 중간 보고 

공방 생성, 제작, 배포 기능 보완 

공방의 좋아요 기능 구현 

제작 탭의 제작 과정의 앨범 형식의 히스토그램 

구현 

버전관리 기능 체계화 

DB 최적화 

산출물 : 

1. Web Client 기능 구현 완료 

2. 디자인 DB 최적화 완료 

3.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016-04-08 2016-05-17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 

프로젝트 결과물 

2016-05-17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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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현우 
Web Server 기능 구현 

디자인 데이터 DB 구현 및 최적화 
2016-02-01 2016-05-21 20 

김경동 Web Client UI, UX 디자인 제작 2016-02-01 2016-05-21 20 

김수연 Web Client UI, UX 디자인 제작 2016-02-01 2016-05-21 20 

김형준 
디자인 데이터 DB 화 설계 

Web Server 기능 구현 
2016-02-01 2016-05-21 20 

박세희 Web Server 기능 구현 2016-02-01 2016-05-21 30 

황주현 Web Client UI, UX 디자인 제작 2016-02-01 2016-05-21 30 

 

 

 

  

테스트 

프로그램 테스트, 평가, 보완 

산출물 :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2016-05-21 2016-05-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016-05-22 

 

2016-05-2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수행계획서 

프로젝트 명 디지털 공방 

팀 명 100 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6-04-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17 / 17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웹페이지 Three.js http://threejs.org - - - 

2 웹페이지 w3schools http://w3schools.com - - - 

3 웹페이지 Thingiverse http://thingiverse.com - - - 

4 웹페이지 Behance http://behance.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