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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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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 웹사이트가 발달함에 따라 병원관련 
정보도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지면서 병원 방문 없이도 예약 
이나 건강정보 등 유용한 정보와 
기능을 웹 상에서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요구가 생겨났습니다.  

• 일류 병원은 웹 사이트의 발전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힘입어, 위치안내, 
진료예약 등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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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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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지 

• 마이페이지,회
원관리 

 

• HTML5, CSS, 
JavaScript, Java, 
JSP 

윤지수 

• 진료예약, 
멀티게시판 

 

• HTML5, CSS, 
JavaScript, Java, 
JSP 

김정웅 

• 회원가입, 
로그인, 의료진 

 

• HTML5, CSS, 
JavaScript, Java, 
JSP 

남기은 

• 관리자예약,의
료진 안내 

 

• HTML5, CSS, 
JavaScript, Java, 
JSP 

 

박재형 

• 멀티게시판, 
덧글 

 

• HTML5, CSS, 
JavaScript, Java,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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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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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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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1depth 2depth 3depth 4depth 기능 내용 비고 

일류병원 

사용자 
병원안내 병원소개  병원소개 기능   

  의료진 안내 의료진 스케줄확인 기능   

  위치안내 병원 위치(다음맵 연동)   

    주차안내 안내 기능   

  진료예약 예약신청 메인 예약신청 진료예약 기능   

   나눔소통 건강정보 건강정보 상세 게시판 기능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게시판 기능   

  마이페이지 비밀번호 재확인 회원정보수정 비밀번호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예약관리 예약내역 확인 기능   

    회원탈퇴 한번 더 확인하기   

일류병원 
관리자 

병원안내관리 병원소개 관리 병원소개 수정기능   

    위치안내 관리 위치안내 수정기능   

    주차안내 관리 주차안내 수정기능   

  게시판 관리 공지게시판 목록 공지게시판 상세 게시판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건강정보 목록 건강정보 상세 게시판 등록, 수정, 삭제 기능   

  의료진 관리 의료진 목록 의료진 상세 의료진 등록, 수정, 삭제   

  회원관리 회원목록 보기 회원 정보 수정, 삭제 기능   

  예약관리 예약관리 예약 등록,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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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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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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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Windows, Mac OS 

소스코드 작성 도구 Sublime Text 3, Eclipse EE 

웹 서버 Apache tomcat 8.0 

데이터베이스  MySQL Server 

형상관리 도구 SubVersion (네이버 개발자 사이트) 

 공통 

Language HTML5, CSS3, Javascript 

Framework Twitter Bootstrap 3, jQuery 

 Frontend 

Language JSP, Java 

Framework MVC model2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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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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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작업 기간 - 17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
차 

11주
차 

12주
차 

13주
차 

14주
차 

15주
차 

16주
차 

17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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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 URL 접속을 하여 
사용자가   특정 내용을 
웹 서버에 요청합니다. 

2.  웹 서버가 URL이 
가리키는 웹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3. 웹 프로그램은 
DATABASE에 내용을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웹 서버는 JSP의 실행 
결과를 브라우저에게 전달 
합니다. 이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지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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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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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1) 

관리자 

14 

admin 

Description 관리자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관리자 일련번호 

2 admin_id varchar(50) NOT NULL     관리자 아이디 

3 admin_pw varchar(255) NOT NULL     관리자 비밀번호 

4 admin_name varchar(50) NOT NULL     관리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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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2) 

댓글 

15 

TableName comment 

Description 댓글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댓글 일련번호 

2 writer_name varchar(50) NOT NULL     작성자 

3 content text NOT NULL     댓글 내용 

4 reg_date datetime NOT NULL     작성 일자 

5 edit_date datetime NOT NULL     수정 일자 

6 ip_address varchar(15) NOT NULL     IP 주소 

7 document_id int(11) NOT NULL MUL   게시글 일련번호 

8 member_id int(11) NULL MUL   회원 일련번호 

9 admin_id int(11) NULL MUL   관리자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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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3) 

의료진 

16 

TableName doc 

Description 의사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의사번호 

2 dname varchar(50) NOT NULL     의사 이름 

3 career1 varchar(255) NULL     경력1 

4 career2 varchar(255) NULL     경력2 

5 career3 varchar(255) NULL     경력3 

6 birthdate datetime NOT NULL     생년월일 

7 major varchar(50) NOT NULL     전공 

8 tel varchar(13) NOT NULL     연락처 

9 email varchar(150) NOT NULL     이메일 

10 postcode char(5) NOT NULL     우편번호 

11 addr1 varchar(255) NOT NULL     주소 

12 addr2 varchar(255) NOT NULL     상세주소 

13 reg_date datetime NOT NULL     등록 일자 

14 edit_date datetime NOT NULL     수정 일자 

15 gender char(1) NOT NULL     성별 

16 subject_id int(11) NOT NULL MUL   진료과목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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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4) 

게시글 

17 

TableName document 

Description 게시글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게시글 일련번호 

2 category varchar(50) NOT NULL     카테고리 

3 ip_address varchar(15) NOT NULL     IP 주소 

4 title varchar(255) NOT NULL     제목 

5 content text NOT NULL     내용 

6 reg_date datetime NOT NULL     등록 일자 

7 edit_date datetime NOT NULL     수정 일자 

8 hit int(11) NOT NULL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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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5) 

파일 

18 

TableName file 

Description 파일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파일 일련번호 

2 origin_name varchar(255) NOT NULL     원본 이름 

3 file_dir varchar(255) NOT NULL     파일 경로 

4 file_name varchar(255) NOT NULL     파일 이름 

5 content_type varchar(50) NOT NULL     파일 형식 

6 file_size int(11) NOT NULL     파일 크기 

7 reg_date datetime NOT NULL     등록 일자 

8 edit_date datetime NOT NULL     수정 일자 

9 document_id int(11) NULL MUL   게시글 일련번호 

10 intro_id int(11) NULL MUL   병원소개 일련번호 

11 park_id int(11) NULL MUL   병원주차 일련번호 

12 loc_id int(11) NULL MUL   병원위치 일련번호 

13 doc_id int(11) NULL MUL   의사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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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6) 

병원소개 

 

 

 

 

 

병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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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intro 

Description 병원소개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병원소개 일련번호 

2 title varchar(255) NULL     병원소개 제목 

3 content text NULL     병원소개 내용 

TableName loc 

Description 병원위치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lan double NOT NULL     위도 

2 lng double NOT NULL     경도 

3 loc_info text NOT NULL     오시는 길 

4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병원위치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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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7) 

회원 

20 

TableName member 

Description 회원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회원 일련번호 

2 user_name varchar(50) NOT NULL     회원 이름 

3 user_id varchar(50) NOT NULL     회원 아이디 

4 user_pw varchar(255) NOT NULL     회원 비밀번호 

5 birthdate datetime NOT NULL     생년월일 

6 tel varchar(13) NOT NULL     연락처 

7 email varchar(150) NOT NULL     이메일 

8 postcode char(5) NULL     우편번호 

9 addr1 varchar(150) NULL     주소 

10 addr2 varchar(150) NULL     상세주소 

11 reg_date datetime NOT NULL     등록 일자 

12 edit_date datetime NOT NULL     수정 일자 

13 gender char(1) NOT NULL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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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8) 

주차 

 

 

 

 

 

진료과목 

21 

TableName park 

Description 주차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주차테이블 일련번호 

2 title varchar(255) NULL     주차안내 제목 

3 content text NULL     주차안내 내용 

TableName subject 

Description 진료과목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진료과목 일련번호 

2 subject varchar(20) NOT NULL     진료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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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9) 

예약 

22 

TableName reservation 

Description 예약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예약 일련번호 

2 name varchar(20) NOT NULL     예약자 성명 

3 birthdate datetime NOT NULL     예약자 생년월일 

4 tel varchar(13) NOT NULL     예약자 연락처 

5 res_date datetime NOT NULL     예약 일자 

6 reg_date datetime NOT NULL     등록 일자 

7 edit_date datetime NOT NULL     수정 일자 

8 subject_id int(11) NOT NULL MUL   진료과목 일련번호 

9 doc_id int(11) NOT NULL MUL   의사 일련번호 

10 member_id int(11) NULL MUL   회원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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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 (10) 

스케줄 

23 

TableName schedule 

Description 의료진 스케줄 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스케줄 일련번호 

2 day varchar(10) NOT NULL     요일 

3 morning varchar(10) NULL     오전 

4 afternoon varchar(10) NULL     오후 

5 doc_id int(11) NOT NULL MUL   의료진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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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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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상세 – 사용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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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멀티 기능 상세 코드 

26 

1 

2 

3 

Description 

1. 게시판 카테고리의 값을 받아 
조회할  게시판을 확인하고 
view에 전달합니다. 

2.  조회할 게시판의 정보에 대한 
Beans를 생성해서 담습니다. 

3. 카테고리의 값에 따라 
보여주는 view의 이름을 
다르게 설정하여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4. 컨트롤러에서 보낸 카테고리 
값을 통해 분기 처리하여 
게시판의 상세보기 이미지를 
다르게 보여줍니다.   

4 

“DocumentList 컨트롤러” 

“document_read.jsp”-view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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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게시판-멀티 기능 (1) 

27 

1. 카테고리로 게시판을 
분류하여 하나의 테이 
블에서 건강게시판과 
공지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게시판은 건강목록, 
공지사항 두 개이지만 
게시판의 목록을 
보여주는 컨트롤러는 한 
개이고 view는 분기 
처리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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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게시판-멀티 기능 (2) 

28 

1. 상세 페이지는 한 개 
이지만 분기 처리하여 
보여주는 건강정보와 
공지게시판의  모습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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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기능 시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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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 상세 코드(1)-view페이지 

30 

1 Ajax로 컨트롤러에 전송 

2 컨트롤러에서 받은 값을 담음 

3 휴일 

4 일요일이나 휴일이라면 달력에서 선택하지 못하도록 정의한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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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 상세 코드 (2)-컨트롤러 

31 

1 

2 

3 

4 

View페이지에서 ajax로 전송된 의사번호를 
통해 해당의사의 스케쥴을 받아온다.  

해당의사의 휴무인 스케쥴을 가져온다. 

휴무인 스케쥴을 저장한다. 

저장한 스케쥴을 JSON에 담아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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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예약 

32 

Description 

1. 진료과목을 선택하면 이를 
담당하는 의사가 나타납니다. 
 

2. 선택한 담당의의 스케쥴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진료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오늘부터 한 달까지 나타냅니다. 
 

3. 날짜를 선택하면 예약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예약정보확인에서는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를 가져와서 담겨있고 
회원이 선택을 할 때마다 선택한 
값이 실시간으로 담겨지게 되어 
회원이 자신이 선택한 값을 한번에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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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상세 – 관리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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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관리-스케쥴기능 상세 코드 

34 

1 “add_doc.jsp”에서 값을 보낸다. 

2 “AddDoc컨트롤러에서 값을 받아 담음” 

3 Sql문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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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의료진관리- 스케쥴 기능 

35 

1. 의료진을 등록/수정할 
시에 의료진의 스케쥴도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진의 스케쥴 등록 
시 예약가능일자가 
달라집니다. 

등록/수정 

 등록/수정 완료 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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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변경 및 예약기능 시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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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관리-상세코드 

37 

휴일을 담은 변수를 
통해 달력에서 선택 
불가능.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 
하였을 때 예약이 가능 
한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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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약관리 

38 

1. Datetimepicker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예약을 등록/수정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검색을 하여 회원의 
정보를 등록할 때 담을 
수 있습니다. 

3. 담당의에 스케쥴에 따라 
예약가능일자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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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예약기능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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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감사합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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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