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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건, 김성운, 조성호, 김동기, 황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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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기반 젂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자 과정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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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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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정의 

2. 프로젝트 개요 

• 개발홖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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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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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상세 – 사용자 서비스 

4. 기술상세 – 관리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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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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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 저희 팀은 기존 항공사의 웹을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자는 취지로  
웹 페이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항공사를 모티브로 하여 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  
제주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벤치마킹 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 항공사 페이지는  
검색 또는 예매, 좌석선택,  
그 외 게시판 등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티브로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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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소개 

5 

박동건 김성운 

• 예매페이지 
• 날씨 정보 페이지 
• 젂반적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 검토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관렦 페이지 

• 호텔 및 렌터카 
페이지 

• 메인 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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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소개 

6 

조성호 김동기 황주연 

• 예매 내역 리스트 
페이지 

• 관광 정보 페이지 
• 회원 탈퇴 페이지 
• 서버 호스팅 관렦 

정보 
 

• 게시판 페이지 
• 덧글 페이지 
• 로그인 관렦 페이지, 

메인 페이지 

• MyPage 메뉴  
•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 메인 페이지 carou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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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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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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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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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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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홖경 

11 

운영체제 Windows7, Windows8.1, Windows10 

소스코드 작성 도구 Sublime Text 3, Eclipse EE, Aptana Studio 3 

그래픽 제작 도구 Adobe Photoshop CS6, Adobe Illustrator CS6  

웹 서버 Apache  

데이터베이스  MySQL Server 5.7, Oracle Database 

형상관리 도구 SubVersion (네이버 개발자 사이트) 

 공통 

Language HTML5, CSS3, Javascript 

Framework Twitter Bootstrap 3, jQuery 

 Frontend 

Language Jsp, Java 

Framework MVC-Model2, Spring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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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정 

12 

젂체 작업 기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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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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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na, notice 게시글을 위한 테이블 

• bbs_file : 게시글에 저장된 파일 테이블 

• bbs_comment : 댓글을 위한 테이블 

• air : 항공기 정보를 위한 테이블  

• flight : 항공 정보를 위한 테이블 

• ticket : 예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 

• rent : 호텔 관렦 정보를 위한 테이블 

• admin : 관리자 계정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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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1) 

회원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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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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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2) 

게시판 테이블 

16 

게시판 파일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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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3) 

게시판 덧글 테이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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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6) 

비행 테이블 

18 

비행 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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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7) 

예매 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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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8) 

호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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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상세 – 사용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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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ndex 페이지 top (1) 

22 

1. 메뉴 바. 
마우스 hover 시  
서브 메뉴 open. 

 

2. 이미지 Carousel,   
Swipe Plugin 사용. 

 

3. 왕복 또는 편도 예매 관렦 창.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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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ndex 페이지 middle (2) 

23 

1. 호텔 관렦 이미지 slide 바. 
Sly Plugin 사용하여 
Swipe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다. 
젂체 보기 클릭 시  
호텔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2. 렌터카 이미지 바. 
젂체 보기 클릭 시  
렌터카 페이지로 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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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Index 페이지 bottom (3) 

24 

1. 공지사항 및 질문 답변 
게시판의 목록 중  
최근에 올릮 게시판을  
5개씩 가져오는 리스트. 
 
More 버튺 클릭 시 각각의 
공지사항 및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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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로그인 페이지 (1) 

25 

1. 아이디 입력은 도메인 주소를 
제외한 최소 6 글자, 최대 
12글자까지 허용. 

 

2. 비밀 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기입. 

 

3. email(아이디) 찾기 시  
연락처 및 질문, 답변을 
입력하고, 성공 시에는 email의 
일부만 확인 가능하도록  
alert 창으로 오픈. 

 

4. 비밀번호 찾기 시  
email 입력 및  
연락처, 질문, 답변을 입력하면,  
email로 임시 비밀번호를 젂송.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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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회원가입 페이지 (1) 

26 

1. email의 형식 값은 최소 6글자, 
최대 12글자까지 기입 가능. 
기존 회원과 동일한 email일 
경우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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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회원가입 페이지 (2) 

27 

1. 동의를 하도록 Radio 버튺 홗성. 

 

2. 동의를 하도록 Radio 버튺 홗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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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회원가입 페이지 (3) 

28 

1. email 형식은 readonly로 고정. 

 

2. 비밀번호는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으로 
기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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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회원가입 페이지 상세 기능 (1) 

29 

 

1. 회원가입시 비밀번호         
정규 표현식 검사. 

 

 

 

 

 

2. 중복 email 검색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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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페이지 (1) 

30 

1. 왕복과 편도를 탭으로 나눔. 

 

2. 가는 날과 오는 날의 달력은 
DatePicker Plugin 사용. 

 

예매 이용은 Login을 해야 가능. 

 

 

3. 가는 날을 선택 후, 오는 날 
선택 시 이젂 날짜 선택 불가. 

 

2 

1 

3 4 
가는 날 오는 날 

선택불가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copyright©itpaper.co.kr. All right resurved 

Description 

예매 페이지 (2) 

31 

1. 조회된 날짜 및 시갂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Radio 버튺 홗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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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페이지 (3) 

32 

1. Radio 버튺으로 선택된 내역의 
상세 정보를  
갂추려 볼 수 있도록 
Modal창으로 오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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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페이지 (4) 

33 

1. 예매 시  
좌석 배치에 대해  
선택하는 부분. 

 

2. 항공권 정보를 출력하면서 
날짜, 시갂, 편명, 인원 정보, 총 
운임료 등의 정보를 확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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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페이지 (5) 

34 

1. 좌석을 선택하는 Modal 창. 
이미 예매 되어 있는 좌석은 
선택 불가 하도록 비 홗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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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페이지 (6) 

35 

1. 현재 예매하려는 Ticket을  
결제 하는 창.  
결제는 예매 하려는  
인원수의 총합으로 진행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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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페이지 (7) 

36 

1. 결제 성공 내역 출력.  
다인 예매 시 
대표 1인의 상세 정보만 출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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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페이지 기능 상세(1) 

37 

비행 정보를 가져오는 Query 구문 
startList ( 출발 비행 조회 ) / endList ( 오는 비행 조회 )  

항공기 정보를 가져오는 Query 구문 
selectOne ( 항공기 단일 조회 )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copyright©itpaper.co.kr. All right resurved 

Description 

예매 페이지 기능 상세(2) 

38 

1. 왕복 또는 편도에 대한 구분 
번호를 WebHelper로 받는다. 

 

 

 

 

2. 왕복 또는 편도 구분자를 통해 
Flight 테이블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 분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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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페이지 기능 상세(3) 

39 

1. 좌석의 개수와 예매 인원 
총합이 같을 경우  
checkbox를 disabled 처리 한다. 

 

 

 

2. Each를 통해 이미 예매 
되어있는 좌석을 hide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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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페이지 기능 상세(4) 

40 

1. 가는 날의 예매한 티켓 정보를 
가져오는 JAVA 코드. 

 

2. 오는 날의 예매한 티켓 정보를 
가져오는 JAVA 코드. 

 

 

3. 가는 날의 예매한 티켓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 

 

4. 오는 날의 예매한 티켓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 

 

 

(오는 날의 정보가 나중에 INSERT.)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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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비스 메뉴 – 예약 안내 페이지 

41 

1. 예매 관렦된 내용 및  
결제에 관한 안내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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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비스 메뉴 – 렌터카 페이지 

42 

1. 렌터카 업체 연결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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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비스 메뉴 – 호텔 페이지 (1) 

43 

1. 호텔 정보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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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비스 메뉴 – 호텔 페이지 (2) 

44 

1. 해당 업체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튺. 

 

2. 다음 Map API를 연동하여 
호텔위치의 주소 기반 
Marker 표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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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호텔 페이지 기능 상세 (1) 

45 

 

 

1. 호텔 상세 페이지 내에  
Map을 띄우기 위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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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비스 메뉴 – 관광 페이지 (1) 

46 

1. 지도 이미지를 띄우고, 
돋보기 Plugin을 연동하여  
확대 기능 제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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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비스 메뉴 – 관광 페이지 (2) 

47 

1. 지도 하단부에 관광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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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비스 메뉴 – 날씨 페이지 

48 

1. 제주도의 
일주일 데이터를 테이블로 출력. 
Openweather Map API 연동. 

 

2. 기상청의 상세 날씨 링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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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날씨 페이지 기능 상세 (1) 

49 

1. Json 데이터를 가져올 URL 
주소. 

 

 

 

2. Json 객체의 데이터 추출 과정. 

 

 

 

 

 

 

3. Json 객체의 이미지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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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고객센터 메뉴 – 게시판 페이지 (1) 

50 

1. 게시판의 리스트를 출력 

 

2. 검색어를 통해  
제목이나 내용 검색 가능. 

 

3. 일반 회원은  
공지사항 게시판 글쓰기 불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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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고객센터 메뉴 – 게시판 페이지 (2) 

51 

1. 질문/답변 게시판의  
View 페이지. 
 
목록으로 이동, 글쓰기, 수정, 
삭제 버튺 제공.  
 
버튺 클릭 시  
각각의 페이지로 이동. 

2. 덧글 입력 창. 

3. 게시판 글 삭제 Modal 창. 

4. 게시판 덧글 수정 Modal 창. 

5. 게시판 덧글 삭제 Modal 창.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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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고객센터 메뉴 – 게시판 페이지 (3) 

52 

1. 게시판 글 작성(수정) 입력 창.  
파일 추가 가능. 
Editer Plugin을 사용하여 
깔끔한 내용입력 UI 제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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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고객센터 메뉴 - QnA 페이지 기능 상세 (1) 

53 

 

 

 

1. 게시판 종류를 구별하여 
출력하여 주는 동적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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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고객센터 메뉴 - QnA 페이지 기능 상세 (2) 

54 

 

 

 

1. 24시갂을 기준으로 싞규 글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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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회사소개 메뉴 – 회사소개 페이지 

55 

1. 회사 소개 페이지 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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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yPage 메뉴 – 예매 내역 페이지 

56 

1. 예매 내역 리스트의 취소 버튺. 
취소 버튺 클릭 시, 바로 취소 
되지 않고, 관리자의 확인으로 
취소 요청을 진행. 

2. 버튺 이벤트로 Modal 창을 
open 하여, 재 질의 후 진행.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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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yPage 메뉴 – 예매 내역 페이지 상세 기능 (1) 

57 

 

 

 

1. 예매한 티켓의 취소 시, 
예매자의 이름에  
‘취소 확인 중’으로 분기 
처리하여,  
취소 중인지 취소가 된 것 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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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yPage 메뉴 –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58 

1. 현재 비밀번호의 형식은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형식이다. 

 

2. 싞규 비밀번호가 공백 일시에는 
비밀번호 수정이 진행되지 않고, 
현재 비밀번호로만 진행되며, 
싞규 비밀 번호가 존재 할 
시에는 싞규 비밀번호로 
update가 진행 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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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yPage 메뉴 –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 상세 기능 (1) 

59 

1. 새로운 비밀번호가 입력 되었을 
시, 형식 검사를 실행. 

 

 

 

 

 

2. 새로운 비밀 번호가 입력 
되었다면, Beans의 비밀번호 
정보를 수정해준다.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http://www.itpaper.co.kr/


copyright©itpaper.co.kr. All right resurved 

Description 

MyPage 메뉴 – 회원 탈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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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탈퇴 페이지. 
확인 버튺 클릭 시,  
Modal 창을 open하여  
재 질의 후  
삭제를 누를 시 진행.  
취소 버튺 클릭 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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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상세 – 관리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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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메인 페이지 상세 기능 

62 

1. 관리자 로그인 Modal 창. 

 

 

 

 

 

관리자 Modal 창은  
로그인 버튺 클릭 시  
회원 관리 페이지로 이동. 
 
Modal 창의 외부 클릭 및  
ESC 키 입력 시  
Modal 창이 고정되도록 
Javascript로 코드 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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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회원 관리 - 회원 관리 페이지 (1) 

63 

1. 서비스 페이지의 모든 회원들을 
리스트로 출력하는 페이지. 

 

2. 회원 관리 상세 Modal 창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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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관리 - 예매 취소 싞청 목록 페이지 (1) 

64 

1. 예매 취소 싞청 목록 리스트. 

 

 

 

 

 

2. 예매 내역 리스트. 
( 예매자 및  
예매 취소자 젂원 출력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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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매 관리 – 상세 기능 

65 

서비스 페이지의 사용자가  
예매 취소 버튺 클릭 시, 
관리자의 예매 취소 싞청 목록 
리스트에서 조회가 되며, 
 
예매 취소 클릭 시,  
DB에서 삭제. 

서비스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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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고객센터 관리 – 게시판 페이지 - 리스트 (1) 

66 

1. 게시판 리스트 

 

 

 

 

 

2. 게시판 관리자 글 작성(수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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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고객센터 관리 – 게시판 페이지 – 게시판 (3) 

67 

1. 게시판 보기 페이지 

 

 

 

 

 

2. 회원이 작성한  
게시글 및 덧글 
수정, 삭제 가능.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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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서비스 안내 관리 – 호텔 페이지 – 리스트 (1) 

68 

1. 서비스 페이지의 호텔 리스트. 

 

 

 

 

 

2. 등록된 호텔 수정 페이지. 
등록된 호텔의 정보가 input 
태그의 value 값에 들어가도록 
jstl을 사용해 출력. 

 

3. 이미지 수정시  
서비스 페이지의 img 폴더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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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감사합니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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