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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소리의 프로젝트의 개요

오픈 소스 디자인이란?

오픈소스 디자인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이

공유한 디자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개념을 의미

한다.



1.오소리의 프로젝트의 목표

• 본 프로젝트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공유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픈

소스 디자인’사이트의 모바일 버전을 구현한다. 

• 기존의 웹 사이트는 모바일 상에서 보기에 불편한점이 많았기 때문에 UI와 웹

사이트의 기존 UI와 기능을 모바일에서 최적화하여 구현하였다.

• 디자인을 모듈화하여 일반인들이 디자인 모듈을 통해 쉽게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 



-웹사이트 모바일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Behance Thingiverse

기존 사이트의 한계
업로드 유저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 한정된다.
디자인 협업 공간이 없다.

pinterest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디자인의 첫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게시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로 인해 어떠한 분야의 디자인이더라도 중간산출물과 과

정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다.



3. 시스템기능 및 구조



4. 구현

회원가입/로그인



4. 구현

디자인 화면



4. 구현

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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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페이지

4.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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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현

디자이너 페이지



좋아요 기능

4. 구현



댓글 기능

4. 구현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의 메뉴로 접근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관심을 표현한 디자

인 ,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또 사용자가 등

록한 디자인을 볼 수 있다.

마이페이지

4. 구현



5.기대효과

-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디자인 설계 흐름을
알 수 있음

-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홍보 효과

- 쉽고 빠른 피드백 지향

- 디자이너와 비전공 디자이너 간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제작 가능성



5.향후계획

지속적인 피드백 ,UI 개선,기능 개선

베타테스트 진행

디자인과 학생들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UI를 사용하기 쉽도록 개선하
며 필요한 기능이 있을 경우 새로 제작을 한다.

실제 디자인 관련 수업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한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