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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 주요기능

기 능

요 구

사 항

회원

가입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은 필수 입력 

사항이다.

회원가입 시 중복 되지 않게 인증한다.

가입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관리자 및 

사용자가 조회 가능하다.

Table 1. 요구 사항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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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프로젝트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게시글에 수명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글이 삭제되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며, 기본적으로 닉네임을 사용하여 안전한 익명성을 보장한다. 
즉, 자동으로 게시글이 삭제되는 커뮤니티 웹 사이트로 사용자들의 일상, 관심사, 정보 공유 등을 게시글을 통해 공유하고 소통

할 수 있고, 커뮤니티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누적하여 게시글의 기본 수명을 연장 할 수도 있다.

키워드: 커뮤니티(Community), 게시글(Posts), 닉네임(nickname), 자동삭제(Automatic Delete), 보안성(Security), 
익명성(Anonymity), 게시글 수명(Life Posts)

I. Introduction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정보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통해 생산되고 복제, 저장되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자신의 정보보호나 익명성

을 추구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하려는 사용자에

겐 기존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글은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퍼지게 

되므로 불안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이 추가된 커뮤니티 

사이트 개발에 대하여 기술한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에게 중요한 것은 익명성과 정보보호이다. 사용자들은 익명성을 위하

여 닉네임을 사용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글을 등록할 때 글의 수명을 

설정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즉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게시글 자동 삭제 

기능을 통하여 안전하게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한다.

II. Preliminaries

현재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다. 예를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커뮤니티들은 사용자가 

게시한 글들이 자신이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저장되어

지고, Google에 검색을 할 경우 자신이 게시한 글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페이스북같은 경우 실명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말 못할 고민들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익명성을 보장시키는 닉네임과 게시글 자동 삭제를 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말 못할 이야기나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III. The Proposed Scheme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닉네임을 사용하여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

고, 게시글을 등록 시 사용자는 게시글의 수명을 설정함으로 정보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게시글의 수명을 1일로 설정하여 작성하거나 

댓글 작성 시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글의 수명을 2일로 설정할 수 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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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글 

등록

게시글 등록은 회원에 한에서만 가능하다.

게시글에 카테고리, 글 제목, 글 내용이 꼭 입력되어야 

한다.

게시글이 등록될 때 번호가 매겨져 순서대로 저장된다.

게시글을 등록 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해 게시 글 

수명을 설정할 수 있다.

게시글을 등록 할 경우 50마일리지 댓글을 등록 할 

경우 10마일리지 적립

게시글에 기간설정을 2일로 변경하면 500마일리지가 

차감된다.

게시글 등록 될 때 기간설정이 기본 값으로 1일이 

주어진다.

게시

글 

수정

게시글 수정 시 자신이 등록한 글만 수정 할 수 있다.

게시글이 수정되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수정 

정보가 갱신된다.

게시

글 

삭제

게시글 삭제 시 자신이 등록한 글만 삭제 할 수 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갱신된다.

게시글은 글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글 내용이 게시판 성격에 부적합하거나 타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글일 경우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 

가능하다.

게시

글 

추천

게시글 중복 추천 불가.

게시글 추천하고 취소할 수 있다.

각 카테고리마다 추천 수에 따라 최상위 글이 베스트 

글에 등록이 된다.

로그

인

ID/PW 찾기 기능은 ID 찾기는 닉네임, 이메일, PW 

찾기는 ID, 이메일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

회원

관리

회원의 정보를 등록, 수정, 검색, 삭제한다.(중복불가)

수정 가능한 정보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이다.

수정 결과는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갱신된다.

운영자 인증을 통하여 회원관리 메뉴에 들어갈 수 

있다.

관리자가 가입일자 및 이용내역, 활동내역을 참고하여 

임의로 탈퇴 시킬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구현된 결과 화면으로, 모든 카테고리 중에서 추천수

가 가장 많은 최상위 3개의 글을 보여주는 섹션이다. 각 게시글의 

남아 있는 수명을 확인할 수 있고, 댓글수와 조회수도 나타낸다.

Fig. 1. 메인화면(카테고리 중 최상위 3개 글)

 

게시글 작성 시에 이야기 게시글과 동영상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고, 

그림2에서와 같이 게시글 수명 설정을 위한 기간설정이 가능하다.

Fig. 2. 글 작성 화면 

 
기간설정에서 기본값은 1일이고, 1일 선택 시에는 마일리지 50이 

적립된다. 게시글 수명을 2일로 선택 시에는 500마일리지가 차감이 

되는데 마일리지는 게시글을 등록 할 경우 50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댓글을 등록 할 경우 10마일리지 적립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IV. Conclusions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커뮤니티 사이트는 닉네임 사용과 게시글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익명성과 정보보호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보기 편한 색상을 사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사이트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의 피로를 덜어주며, 사용하기 쉬운 UI를 바탕으로 사용자

가 게시글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향후, 게시글 수정 시에 게시글 기간설정이 가능하도록 추가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적립 방법을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가 즐겁게 본 커뮤니티 사이트

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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