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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 김미형, 백종원 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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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자 과정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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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소개 

• 기획의도 

• 팀원 소개 

• 서비스 개요 

• 요구사항 정의 

2. 프로젝트 개요 

• 개발환경 

• 작업일정 

• 시스템 구조 

• 데이터베이스 구성 

• 테이블 명세 

3. 기술상세 – 사용자 서비스 

4. 기술상세 – 관리자 기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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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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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서울시, 구청 
관련 민원이나 궁금한 상황을 게시판과 
전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120다산 
콜 센터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상담예약 
게시판과 오늘의 정보게시판의 
캘린더의  카테고리의  주요 기능을 
직접 사이트에 구현해 보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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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5 

배철 

• 총괄/기획 

• DB 설계 및 
관리자 페이지 
구현 

• JAVA(JSP), 
HTML5, CSS, 
MySQL, 
JavaScript, 
Bootstrap 

김미형 

• 기획/프론트 
디자인 코딩 및 
QA 진행 

• JAVA(JSP), 
HTML5, CSS, 
MySQL, 
JavaScript, 
Bootstrap 

백종원 

• 관리자 디자인 
코딩 및 
게시판 디자인 
코딩 및 서비스 
레이어 개발 

• JAVA(JSP), 
HTML5, CSS, 
MySQL, 
JavaScript, 
Bootstrap 

조혜정 

• 회원 가입 / 
게시판 디자인 
코딩 및 서비스 
레이어 개발 

• JAVA(JSP), 
HTML5, CSS, 
MySQL, 
JavaScript, 
Boot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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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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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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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서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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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서비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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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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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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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환경 

12 

운영체제 Windows 7,8,10 

소스코드 작성 도구 Sublime Text 3, Eclipse EE, STS 

그래픽 제작 도구 Adobe Photoshop CS 5 

웹 서버 Apache(Tomcat) 

데이터베이스  MySQL Server 5.7 

형상관리 도구 SubVersion (네이버 개발자 사이트) 

 공통 

Language HTML5, CSS3, Javascript 

Framework Twitter Bootstrap 3, jQuery 

 Frontend 

Language JAVA(JSP) 

Framework Spring 4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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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정 

13 

전체 작업 기간 - 12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팀 구성                         

요구사항 명세                         

프로젝트 기획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설계및 
구현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백엔드 프로그래밍                         

테스트 및 디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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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 

14 

DATABASE 
System 

자료의 
입력,수정,삭제,조회 

Web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자료를 제공함 

웹 표준 + HTML5 

웹 프로그래밍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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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성 

• member : 회원을위한 테이블 

• bbs_default_doc : 게시판 테이블 

• bbs_default_file : 게시판 파일 업로드 테이블 

• bbs_default_comment :  게시판 댓글 테이블 

• Stats : 방문 통계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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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1)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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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2) 

게시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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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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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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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4)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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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상세 – 사용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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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메인 화면 + 기능 설명 

21 

1. 부트 스트랩을 이용한  
반응형 디자인으로,  
PC / 모바일 등  
접속 기기에 따라  
자동으로 디자인 변경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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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메인 화면(2) + 기술 설명 

22 

1. 통계 테이블에서 추출한  
금일 접속자 수 및  
등록 상담 건수 노출 

2. 해당 영역 클릭 시  
상담예약 게시판으로 이동 

3. 게시판별 간략 내용을 노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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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오늘의 정보 게시판 + 기능 설명 

23 

1. 좌측 캘린더 클릭시  
이벤트 기간에 따른  
게시글 노출 
(처음 접속시에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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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통합 검색 기능 설명 

24 

1. 검색어 입력 시  
통합 검색 창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 조회 가능 

2. 각 게시판 버튼 클릭 시  
해당 게시판 별로 리스트가 
출력되도록 구현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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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상담예약 게시판 + 기능 설명 

25 

1. 회원전용 게시판으로  
비회원시 접근 및 작성 불가 

2. 로그인한 회원 기본정보 
삽입되어 출력 

3. ‘예약구분’에서 방문 선택 시  
예약일시, 방문 구(지역), 
방문장소 입력항목 노출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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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상담예약 게시판 + 기능 설명 

26 

1. 회원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만 노출 됨 

2. 게시글 마다 상태가 노출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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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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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DefaultDocumentMapper.xml  
                                             -  게시판 리스트 검색 쿼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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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28 

  

< BBSDefaultDocumentMapper.xml  
-  상담예약 게시판 당일 등록 건수 검색 쿼리문 > 

< main.jsp 
 -  메인 페이지 상담 건수 노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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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상세 – 관리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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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관리자 회원리스트 기능 상세 

30 

1. 가입일 및 개월 기준으로 
회원리스트산출이 가능함 

2. 회원의 SMS, Email 수신 
희망여부 구분으로  
회원리스트 산출이 가능함 

3.  그 외 다양한 검색 조건에 따라 
회원리스트 조회가 가능함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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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31 

  
meberMapper.xml  
 – 회원 리스트  검색 쿼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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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관리자 게시판리스트 기능 상세 

32 

1. 한 페이지에서  
게시판 리스트 전체를  
볼 수 있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 

2. 게시판 별로  
리스트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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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관리자 게시판별리스트 기능 상세 

33 

1. 한 페이지에서  
수정 , 삭제 기능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구현 

2. 날짜, 검색 조건에 따라  
검색 가능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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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관리자 자유게시판View 기능 상세 

34 

1. View 페이지에서  
답글 작성이 가능 하도록 구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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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관리자 상담예약리스트 기능 상세 

35 

1. 상담예약신청건의 상태를 
회원이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View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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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관리자 상담예약리스트 기능 상세 

36 

1. 상담예약 리스트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태만 선택해서 
검색가능 할 수 있게 함. 
(단, 해당 값은 배열로 전달되기 
떄문에 컨트롤영역에 데이터 
조회 및 뷰페이지 전달 값을 
다르게 처리해줘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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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37 

  

<appointController.java – appointList() :  
상태 항목 체크박스의   처리 방식 > 

For문과 Switch문을 
이용하여 전달값처리  

배열을 List 컬렉션으로 
전달해서 반복문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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