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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배경 및 목표

개발 배경

1. 디자인의 트렌드가 다품종 소량생
산화로 변화하면서, 디자인 소스의 공
유는 작품 제작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디자이너들의 대부분은 초창기 오
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래
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디자인을 오
픈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3. 기존 디자인 공유 사이트들은 디자
인의 디자인을 제작 과정에 대한 공유
가 불가능하며 실시간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이 제공되는 플랫폼을 제작한다
면 디자인 공유 활성화를 이끌 수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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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능 소개

개발 목표

1. 디자인의 작품 공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작
품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중간
과정까지 모두 공유
(Process Share)

2. 여러 디자이너가 실시간으로 협업
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여 디
자인 공유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동
기 부여
(Realtime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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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오픈하는것에대한부정적인이유는?

공유의필요성을못느낌 타인과의저작권분쟁

내디자인을남이 쓰는게싫다 경험해본적이없어 잘모르겠다

Node.js를 사용한 실시간 분산 협업 디자인 환경 제공

Node.js 와 Socket.io를 이용하여 HTML5 Websocket 환경 하에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평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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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방에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통신 절차

1. 디지털 공방에 최초로 접속을 하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큰 생성
2. Node.js 서버는 매 통신마다 토큰이 유효한지 검사
3. 클라이언트가 특정 기능을 발생시킬 경우, Javascript의 event handler를 통해 서버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명령어를 전송
4. 서버는 토큰이 유효한지 검사한 후, 명령어에 대한 작업을 처리 후 전송. 실시간 협업일 경우 broadcast함
5. 결과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화면에 표시

디자이너들의 생산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기능

왼쪽부터 댓글, 채팅, 투표, 별점, 수정 내역 조회 기능입니다.
모든 기능은 실시간으로 공방 작업자들에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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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디자인 파일의 디지털화 및 DB화가 가
능해지며, 디자이너는 모든 과정이 저장
되어 있으므로 이 자체를 온라인 포트
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공유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생산성이 향상될거라
기대합니다.

이후 실제 디자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타테스를 거쳐 지속적인 피드백 을
받아 UI와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