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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 도서관은 방대한 정보가 있는 데 반해 
그 정보를 쉽게 찾아 보기 어렵다. 

• 최근 도서관 어플리케이션 등이 
개발되어 집에서도 도서관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 ‘마루아라 도서관’은 도서의 
대출,반납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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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5 

  - 회원이 개인의 도서대출 현황 확인 가능 

  - 도서관 보유도서의 정보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게시판 구축 

  
  - 도서관 이용정보 및 오시는 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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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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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은 

기획 / 디자인 

프롞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재혁 표성현 임찿린 임예진 

Member Document Book 

        JSP,SPRING 기반의 웹 사이트 제작 
MVC2 패턴 구현 
RESTFul API 구현 
Spring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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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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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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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비스 1) 

1depth 2depth 3depth 4depth 5depth 6depth 기능 내용 

메인 

페이지 

도서관안내 

도서관 소개       (텍스트)중랑구 소개,  도서관 소개, 연혁 

오시는길 
      지도 API 기능 

      (텍스트)교통안내, 주차요금안내 

자료검색 

통합자료검색 

도서검색 도서목록 도서정보 

(열거형 리스트 - 사진, 텍스트 )셀렉터 선택( 도서명, 출판사, 저자, 키워드 

검색 ) 

상세정보 , 관심도서담기, 관심도서보기,  

상세검색 도서목록 도서정보 

(열거형 리스트 - 사진, 텍스트  

상세검색-ISBN, 도서번호, 출판사, 저자, 도서명, 장르, 키워드  

상세정보, 관심도서담기, 관심도서보기,  

젂체도서목록 도서정보   상세정보, 관심도서담기, 관심도서보기  

신간자료 
신간자료 

도서목록 
도서정보 

  
(열거형 리스트 - 사진, 텍스트 )셀렉터, DB(입고일), 입고일 검색,체크박스를 

통해 관심도서 담기,관심도서보기 

  상세정보 , 관심도서담기, 관심도서보기 

대출베스트 
대출베스트 

도서목록 
도서정보 

  
(열거형 리스트 - 사진, 텍스트 )셀렉터, 월간베스트, DB(대출카운트, 날짜, 

장르) 체크박스를 통해 관심도서 담기,관심도서보기 

  상세정보, 관심도서보기, 관심도서담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관리자만 작성가능)  번호,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제목, 내용, 첨부파일 

      
댓글 작성,수정,삭제 
 

게시판 
      

(회원,관리자 작성가능) 번호,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검색(제목, 작성자, 

내용) 

      댓글 작성,수정,삭제 

QNA 
    

(회원,관리자 작성가능) 번호,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검색(제목, 작성자, 

내용) 

    
댓글 작성,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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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비스 2) 

10 

1depth 2depth 3depth 4depth 5depth 기능 내용 

메인 

페이지 

나의 도서관 

내서재 

관심도서보기   (리스트 텍스트) DB (나의 대출 도서목록, 반납날짜, 대출기간, 대출날짜) 

대출현황   (리스트 텍스트) DB (나의 대출 도서목록, 반납날짜, 대출기간, 대출날짜) 

반납현황   (리스트 텍스트) DB (나의 대출 도서목록, 반납날짜, 대출기간, 대출날짜) 

마이페이지 
개인정보수정   [고정값] 이름, 아이디,생년월일, [수정값] 비밀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회원탈퇴   [고정값]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시 회원탈퇴 (대출도서 미 반납시 회원탈퇴불가) 

이용안내 

도서관 이용시간     텍스트 

회원가입안내     텍스트, 회원가입 하러가기 버튼(회원가입페이지로 이동) 

자료이용안내     텍스트 

회원가입 약관 동의 이메일 인증 

  회원가입버튼(회원정보 입력 페이지 이동) 

  [필수]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주소, 패스워드 

  아이디 중복검사 버튼(중복확인 안내) 

  주소 검색버튼(우편번호 검색) 

  가입완료버튼(메인 페이지 이동) 

로그인 

로그인 

    아이디 입력창 

    패스워드 입력창 

    확인버튼(틀린경우의 수 출력) 

    아이디 찾기 버튼, 비밀번호 찾기 버튼 

아이디 찾기 

필수값 
(이름, 

핸드폰번호 ) 

입력화면 

이메일 인증  이메일로 아이디 정보 젂송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인증  이메일로 변경된 임시 비밀번호 젂송 

도서관멤버쉽 

도서관 서비스현장     텍스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텍스트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텍스트 

이메일 
수집거부정챀     텍스트 

저작권정챀     텍스트 

도서관 이용약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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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관리자) 

1depth 2depth 3depth 4depth 5depth 기능 내용 비고 

메인 

페이지 
(관리자) 

회원관리 

젂체회원 

정보 
회원 검색 회원 신상 열람 

회원(이름, 아이디, 연락처, 주소, 메일) text   

회원별 도서 대출, 반납 현황확인   

연체자 

리스트 
  

회원 신상 열람 연체도서정보, 대출일, 반납일, 연체일수 확인   

탈퇴자 

리스트 
  

  탈퇴 확인   

도서관리 도서 목록 

도서추가 도서 상세 입력내역 
필수값(도서사진, 도서명, 작가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입고일, 
도서위치) 입력완료 버튼 후    

  도서 상세 페이지이동   

도서수정 도서 상세 입력내역 
필수값(도서사진, 도서명, 작가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입고일, 
도서위치) 수정완료 버튼 후    

  도서 상세 페이지이동   

도서삭제   도서 삭제 버튼 후 - 삭제확인 팝업창 후 - 도서목록 페이지 이동   

도서 대출현황 
  

(리스트 텍스트) (도서 별 대출목록, 반납날짜, 대출기간, 

대출날짜) 대출한 회원아이디   

도서 연체현황 
  

(리스트 텍스트) (도서 별 연체목록, 반납날짜, 대출기간, 

대출날짜) 대출한 회원아이디   

커뮤니티 

관리 

공지사항 

관리 
글 목록 

글읽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날짜, 글삭제 
사용자 : 읽기 젂용 /  

관리자 : 읽기, 수정, 

쓰기, 삭제 

글삭제 글삭제 버튼 

글쓰기 공지사항 글쓰기(관리자만 가능) 

글수정 텍스트 입력창(기본값 받아옴) 

게시판 관리 글 목록 

글읽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날짜, 글삭제 박스   

글삭제 글삭제 버튼(글삭제 박스로 일괄삭제)/글삭제 시(팝업 창 알림)   

글쓰기 게시판 관련 Text   

글수정 텍스트 입력창(기본값 받아옴)   

QNA관리 글 목록 

글읽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날짜 ,글삭제 박스   

글삭제 글삭제 버튼 (글삭제 박스로 일괄삭제) / 글삭제 시 (팝업 창 알림)   

글쓰기 게시판 관련 Text   

글수정 텍스트 입력창(기본값 받아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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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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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홖경 

운영체제 Windows7, Window10 

소스코드 작성 도구 Sublime Text 3, Eclipse EE , STS(Spring Tool Suite) 

그래픽 제작 도구 Adobe Photoshop CS6 

웹 서버 Apache Tomcat 8.0  

데이터베이스  MySQL Server 5.7 

형상관리 도구 SubVersion (네이버 개발자 사이트) 

13 

 공통 

Language HTML5, CSS3, Javascript 

Framework Twitter Bootstrap 3, jQuery 

 Frontend 

Language JAVA (JSP) 

Framework Spring Framework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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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정 

젂체 작업 기간 - 12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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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구성                         

요구사항 명세                         

프로젝트 기획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설계및 
구현 

프롞트엔드 프로그래밍                         

백엔드 프로그래밍                         

테스트 및 디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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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성 

• member : 회원 테이블 

• document : 커뮤니티(공지사항, 게시판, 
Q&A) 테이블 

• document_file : 게시물 내의 파일 
테이블 

• comment : 게시물 내의 댓글 테이블 

• Book : 도서 테이블 

• Bookfile : 도서 내의 도서사진 테이블  

• book_rent : 대출도서 테이블 

• grenre : 도서 장르 테이블 

• Interestbook : 관심도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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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member) 

테이블 이름 member 

기능설명 회원정보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회원번호 int NOT NULL PK AUTO_INCREMENT 

2 user_id ID varchar(30) NOT NULL     

3 user_pw PASSWORD varchar(150) NOT NULL     

4 user_name 회원명 varchar(50) NOT NULL     

5 email 이메일 varchar(150) NOT NULL     

6 birthdate 생년월일 Datetime NOT NULL     

7 tel1 젂화번호 varchar(20) NOT NULL     

8 tel2 비상연락망 varchar(20) NULL     

9 postcode 우편번호 varchar(10) NOT NULL     

10 addr1 주소 varchar(150) NOT NULL     

11 addr2 상세주소 varchar(150) NOT NULL     

12 reg_date 가입일시 Datetime NOT NULL     

13 edit_date 정보변경일시 Datetime NULL     

14 out_date 탈퇴일시 Datetime NULL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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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document / document_file) 

테이블 이름 document 

기능설명 멀티게시판 (공지사항/게시판/Q&A)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게시물번호 int NOT NULL PK AUTO_INCREMENT 

2 doc_type 게시판형태 int NOT NULL   1=notice / 2=article / 3=Q&A 

3 member_id 회원번호 int NULL FK REFERENCES member(id) 

4 subject 제목 varchar(150) NOT NULL     

5 content 내용 text NOT NULL     

6 ip_address 아이피주소 varchar(20) NULL     

7 hit 조회수 int NULL     

8 reg_date 등록일시 Datetime NOT NULL     

9 edit_date 변경일시 Datetime NULL     

17 

테이블 이름 document_file 

기능설명 게시물 내의 파일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파일번호 int NOT NULL PK AUTO_INCREMENT 

2 document_id 게시물번호 int NOT NULL FK REFERENCES document(id) 

3 file_dir 파일디렉토리 varchar(255) NOT NULL     

4 file_name 파일이름 varchar(255) NOT NULL     

5 file_size 파일크기 int NOT NULL     

6 file_type 파일유형 varchar(50) NOT NULL     

7 orgin_name 원본명 varchar(255) NOT NULL     

8 reg_date 등록일시 Datetime NOT NULL     

9 edit_date 변경일시 Datetim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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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comment) 

18 

테이블 이름 comment 

기능설명 게시물 내의 댓글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댓글번호 int NOT NULL PK AUTO_INCREMENT 

2 document_id 게시물번호 int NOT NULL FK REFERENCES document(id) 

3 member_id 회원번호 int NOT NULL FK REFERENCES member(id) 

4 content 글내용 text NOT NULL     

5 reg_date 작성일시 datetime NOT NULL     

6 edit_date 수정일시 datetim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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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book_rent / interestbook) 

19 

테이블 이름 book_rent 

기능설명 도서 대출/반납/연체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대출번호 int NOT NULL PK AUTO_INCREMENT 

2 book_id 도서번호 int NOT NULL FK REFERENCES book(id) 

3 member_id 회원번호 int NOT NULL FK REFERENCES member(id) 

4 loan_date 대출일 Datetime NOT NULL     

5 returndue_date 반납예정일 Datetime NOT NULL     

6 return_date 반납일 Datetime NULL     

테이블 이름 interestbook 

기능설명 관심도서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관심도서 번호 int NOT NULL PK AUTO_INCREMENT 

2 member_id 회원번호 int NOT NULL FK REFERENCES member(id) 

3 book_id 도서번호 int NULL FK REFERENCES bo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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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book) 

20 

테이블 이름 book 

기능설명 도서정보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도서번호 int NOT NULL PK AUTO_INCREMENT 

2 genre_id 장르번호 int NOT NULL FK REFERENCES genre(id) 

3 mian_id 고유번호 int NOT NULL     

4 book_name 도서명 varchar(150) NOT NULL     

5 book_img 도서이미지 varchar(255) NULL   

6 book_author 저자 varchar(50) NULL     

7 book_company 출판사 varchar(50) NULL     

8 book_isbn ISBN int NULL     

9 book_location 도서위치 varchar(50) NULL     

10 book_having 소장권수 int NULL     

11 book_detail 상세설명 text NULL     

12 book_year 발행년도 Datatime NULL     

13 reg_date 등록일시 Datatime NOT NULL     

14 edit_date 변경일시 Datatime NULL     

15 prevloan_count 
지난 달  
대출 횟수 int NOT NULL     

16 loan_count 대출 횟수 int NOT NULL     

17 is_book 챀의 유무 int NOT NULL   DEFAUL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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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genre / bookfile) 

21 

   

테이블 이름 genre 

기능설명 장르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장르 분류번호 int NOT NULL PK AUTO_INCREMENT 

2 genre_name 장르 이름 varchar(50) NOT NULL     

3 is_genre 장르 유무 int NOT NULL     

테이블 이름 bookfile 

기능설명 도서의 사진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파일번호 int NOT NULL PK AUTO_INCREMENT 

2 book_id 도서번호 int NOT NULL FK REFERENCES book(id) 

3 file_dir 파일디렉토리 varchar(255) NOT NULL     

4 file_name 파일이름 varchar(255) NOT NULL     

5 file_size 파일크기 int NOT NULL     

6 file_type 파일유형 varchar(50) NOT NULL     

7 orgin_name 원본명 varchar(255) NOT NULL     

8 reg_date 등록일시 Datetime NOT NULL     

9 edit_date 변경일시 Datetim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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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상세 – 사용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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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main 상단) 

23 

1. Twitter Bootrap3 을 이용한 
메인 화면 구성 

2. 개발자로서, 디자인 보다 
개발에 집중 할 수 있는 
효율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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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main 하단) 

24 

1. 커뮤니티 리스트 

2. 대출 BEST BOOK 리스트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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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main) 

25 

[ main 에 커뮤니티 List를 가져오는 쿼리 (document mapper) ] 

[ 쿼리를 사용하는 Main.java Contro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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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main) 

26 

[ Controller에서 받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main.jsp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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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통합 도서 검색) 

27 

1. 통합검색을 통해 원하는 챀의 
정보와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다. 

2. 원하는 키워드를 상세하게 
검색 할 수 있다. 

3. 새로 등록된 도서목록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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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통합 도서 검색) 

28 

[ 검색 된 도서의 목록을 가져오는 쿼리 (book mapp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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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페이지 기능 상세 (통합 도서 검색) 

29 

[ 쿼리를 사용해서 검색 된 게시물을 가져오는 TotSearch.java Contro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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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통합 도서 검색) 

30 

[ Controller에서 받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02-total_search.jsp 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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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comment) 

31 

1. 댓글 작성 Form 

2. 저장 확인 시 페이지 이동 
없이 댓글 작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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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comment) 

32 

3. 수정 시 Modal Form 생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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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comment) 

33 

4. 수정 확인 시 페이지 이동 없이 
댓글 수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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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comment) 

34 

[  댓글을 저장하는 쿼리 (comment mapper) ] 

[  저장된 댓글을 읽어오는 쿼리 (comment map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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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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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리를 사용하는 CommentAdd.java Contro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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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comment) 

36 

[ JSONObject에 Comment 정보를 입력해주는 Controll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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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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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출력하는 templ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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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상세 – 관리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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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도서 대출)  

39 

1. 도서 대출, 반납/ 회원정보 

(대출 시  회원의 정보를 검색한다.) 

2. 커뮤니티 리스트  

1 

2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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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도서 대출)  

40 

3. 일치하는 회원 정보 

4. 회원 별 대출 도서 현황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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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도서 대출)  

41 

5. 도서번호 입력 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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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도서 대출)  

42 

[ 동적 쿼리를 이용해 회원 List를 가져오는 쿼리 (member mapp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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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기능 상세 (도서 대출)  

43 

[ 대출중인 책인지 검사하는 Controller 
  (01-main_loanBook.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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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도서 반납)  

44 

1. 도서번호 입력 시, 해당 도서를 
대출 한 회원 정보로 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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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웹 페이지 기능 상세 (도서 반납)  

45 

2. 대출 한 회원 정보 

3. 반납확인 시 도서 반납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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