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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현재 많은 개발자가 Git Hub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작업한 모든 기록이 저장

되어 소스를 관리하기에 편하고 기능추가가 쉬우므로 다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이점에 착안하여 디자인분야에서도 Git Hub처럼 버

전 관리가 가능한 디자인 전용 오픈 소스 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한다.  

디지털공방은 오픈 디자인 사이트에서 배포되는 디자인 파일들이 배포되기 전까지의 모든 디자

인파일을 단계별로 관리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개념으로 다

른 사람이 공유한 디자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디지털공방은 생성, 제작, 배포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성단계에서 디자이너들은 공방 목

적에 맞는 이름, 설명, 단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함께 지정할 동료 디자이너를 초대

할 수 있다. 제작단계에서는 지정된 단계에 해당하는 파일을 올릴 수 있으며, 이전 단계의 파일

을 지정하여 연결 관계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때 디자인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데이터베이

스화하고 버전 관리 개념을 추가하여 디자인의 첫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 

할 수 있게 한다. 게시판을 통해 필요한 파일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며, 파일별로 

댓글을 통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배포단계에서는 제작 단계에서 나온 파일 중 배포하고

자 하는 파일들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오픈 디자인 사이트에 배포할 수 있다.  

다소 사용하기 어려운 Git Hub 와는 달리,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이러한 모든 기능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모든 작업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어떠한 분야의 디자인이더라도 중간산출물과 과정을 공유 할 수 있게 하는 것

을 최종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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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웹 사이트의 디자인은 Bootstrap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며 PHP, JavaScript를 사용하여 DB제어, 이벤

트 핸들링 등의 기능적인 면을 제어한다. 

 

 

상단 

메뉴 

- Bootstrap의 Navigation bar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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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한 항목을 나타낸다. 

 

 

메인 

페이지 

- 디자인 공방, 제작 과정, 내용 등을 검색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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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들과 공방생성버

튼이 표시된다.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가입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이디는 이메일 형식이고 각각의 SNS의 API를 이용하여 로그인 연동도 제공한

다. 

- 회원 가입한 사용자일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회원정보와 로그인 시 입력

한 정보를 검사한다. 

 

 

 

회원가

입 

-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근무지로 

구성되어 있다. 

- 아이디는 이메일을 사용한다. 

- 닉네임은 한글, 영문자, 숫자만 가능하며 8자리 이하로 입력할 수 있다. 

-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기호가 혼합된 8자리 이상이어야 한다. 

- 모든 항목은 각각 적합한 형식인지 검사하여 형식이 맞지 않으면 Ajax를 사용하

여 경고 창을 보여준다. 

- 회원가입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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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생성 

- 로그인된 회원에 한해 공방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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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을 설정한다. 

- 생성된 공방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공방 

제작 

-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의 목록과 해당 공방의 제작 과정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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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새로운 공방을 

생성할 수 있다. 

 

공방 

배포 

- 공방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중간에 중단됐을 경우 타인에게 오픈할 결과물

들과 메인 페이지에서 보일 섬네일을 선택하여 배포한다. 

- 오픈할 결과물들의 선택은 다중 선택을 위한 Checkbox, 섬네일은 단일 선택을 

위한 Radio type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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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내용 

1. 소스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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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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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_member : 디지털공방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회원정보 DB 

 

 

 

 

 

 

 

 

 

 

dg_workshop : 회원이 만든 공방(프로젝트) 정보 DB 

 

 

 

 

 

 

 

 

 

 

  

dg_member_invite : 공방 마스터 회원이 dg_member 테이블에 있는 회원을 초대하고  

                   수락 또는 거절한 정보 DB 

 

no 회원 넘버 

email Email 형식의 회원 id 

nickname 회원의 닉네임 

password 회원의 비밀번호 

birth 회원가입 날짜 

last 마지막 접속 날짜 

company 회원의 회사 이름 

no 공방 넘버 

name 공방 이름 

description 공방 설명 

private 공개 설정 

type 프로젝트 유형 

master 공방 생성자 

fromdate 공방 시작일 

todate 공방 종료일 

member_cnt 공방 멤버 수 

process_cnt 공방 단계 수 

member_no 초대 받은 회원의 넘버. 

workshop_no 초대장을 보낸 해당 공방의 넘버 

accepted 초대 받은 회원의 수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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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_workshop_process : 공방의 단계와 해당 단계의 이름 DB 

 

dg_workshop_member : 해당 공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순위 DB 

 

 dg_write : 해당 공방에서 공방 구성원이 쓴 글 DB 

 

  

 

 

 

 

workshop_no 공방 넘버 

process_no 해당 공방의 단계  

name 해당 단계의 이름 

workshop_no 공방 넘버 

member_no 회원 넘버 

write_no 글 넘버 

workshop_no 공방 넘버 

member_no 글 작성자의 회원 넘버 

process_no 글을 해당 공방의 어느 

단계에 작성했는지 

알려주는 단계 넘버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1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디지털 공방 

팀 명 100 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6-04-06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 15 1차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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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_file_list : 글의 내용과 작성 시 첨부한 이미지 파일의 정보 DB 

  
file_no 이미지 파일 넘버 

workshop_no 공방 넘버 

parent_no 부모 파일 넘버 

prev 이전 단계 파일 넘버 

upload_date 업로드 날짜 

file_type 파일 타입 

file_size 파일 사이즈 

title 글의 제목 

description 글의 내용 

upload_filename 업로드 파일 이름 

file_ver 파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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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메인 페이지 ‘새로운 공방’ 기능 수정 

메인 페이지의 ‘새로운 공방’에서 보이는 공방의 목록 중 사용자가 보고 싶은 공방을 클

릭하면 기존에 해당 공방의 모든 작업을 보여줬던 기능을 사용자가 보고 싶은 정보를 선

택하여 볼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3.1.1.1 이점 

      - 사용자가 관심 있는 공방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해당 공방에서 단계별 진행의 결과물을 볼 수 있다. 

3.1.1.2 향후 계획 

- 사용자가 해당 공방에서 임의의 결과물을 가져와 따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가 가져와 따로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 별도로 버전 관리를 시작한다. 

3.1.2 AWS Service  

현재 호스팅 전용 제공 업체에서 호스팅을 받아 하나의 웹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파일, 소스 파일 등의 모든 자료를 저장하던 구조를 AWS Service 중 Route 53, S3 스토리

지, EC2 서버, RDS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용하여 옮긴다. 

3.1.2.1 이점 

- ELB 로드밸런싱을 이용하여 하나의 서버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용자의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유동적으로 서버의 개수를 조정한다. 

- S3 스토리지 내에 모든 자료 및 소스 파일이 저장되므로 Cloud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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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동적으로 생성된 서버에 쉽게 분배할 수 있다. 

- 서버는 연산하고 데이터의 저장은 별도로 이루어져 유연성이 높다. 

- 웹사이트의 수정 및 성능 향상이 쉽다. 

   3.1.2.2 향후 계획 

         - AWS Student로 등록하여 크레딧을 받아 EC2 서버, S3 스토리지, RDS  

         데이터베이스, Route 53, Cloud Front 를 이용한다. 

- 각 서비스에 대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PI 를 적용하여 테스트한다. 

-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성능 테스트를 하며 웹사이트의 

수정, 보완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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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기능추가 

1. 생성 

- 인기공방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보이게 한다 

 

2. 제작 

- 자유게시판을 만든다. 

-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파일 업로드에 보안을 강화한다. 

- 외부 사용자가 공방의 제작 목록, 또는 제작 목록 글의 수정 내역을 눌러 원하는 

버전의 파일을 선택하여, 자신의 공방 프로젝트로 fork 할 수 있다. 

- 각 게시물 별로 댓글을 달 수 있게 하고, Request 형식의 게시판 기능을 추가한다. 

 

3. 배포 

- 배포할 제작 탭에서 업로드 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보여준다 

- 배포할 결과물을 선택하여 배포한다 

- 파일 선택 후 배포를 할 경우 배포한 시간을 기준으로 메인 화면에 공개된다 

- 배포가 완료될 경우 구성원들에게 프로젝트 종료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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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5.1 파일 처리 

제작과정에서 다양한 확장자의 파일들을 업로드 가능하게 하여 계획했었으나 파일별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디자인 공방의 특성상 큰 용량의 파일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제작하여 

모바일에서도 큰 데이터 부담 없이 공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