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tivity Together(AT)는 ‘세상을 경험하라’는 
모토로 아웃도어, 스포츠, 문화 등의 다양하고 흥
미로운 액티비티를 새로운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AT의 기획의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도전
적인 여가문화를 소개, 현대인의 삭막하고 단절된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가&여행 문화를 혁신하고자 시작된 스타트업
‘프립(Frip)’의 실제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였습
니다. 
  
이용자들은 전문 호스트에 의해 제공되는 액티비
티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도전하기 
어려운 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카야킹, 오리엔
티어링 등 유니크한 액티비티 등을 쉽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www.frip.co.kr 











1depth 2depth 3depth 4depth 기능 내용 비고 

Activity 
Together 

Header 홈버튼    홈페이지 이름(홈으로 이동)   

About Activity together 소개 

  FAQ   공지사항 및 FAQ 조회   

  검색 Activity 검색 및 조회   

    회원가입 정보 입력 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로그아웃 로그인 ID, PW 입력   

    ID/PW 찾기 이름과 핸드폰번호로 ID 찾기/이메일로 새로운 PW 발송   

로그아웃 로그아웃 

  
Activity 
상세 페이지 

상세 정보   해당 Activity의 상세 정보 및 개최 장소(구글맵연동) 조회   

  Q&A 해당 Activity의 Q&A 게시판 
로그인한 회원만 작성 가
능  

    Review   해당 Activity의 후기 조회   

결제 결제 User의 정보 확인 및 결제 수단 결정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 가
능 

결제 확인 결제한 Acitivity의 이름, 날짜, 가격 확인 

  마이페이지  회원 정보 조회   회원의 기본 정보 조회 

  회원 정보 수정   회원의 정보 수정 

    내 신청 정보   회원이 신청한 Activity 조회 및 환불 신청, 후기 CRUD 

    회원 탈퇴 PW 한 번 더 입력 후 탈퇴 

  메인페이지 
추천 Activity(슬라이
드형) 

  로그인 시 회원의 관심분야에 따라 Activity 추천   

    카테고리   카테고리 별 Activity 조회   

  Footer 회사 소개 회사 소개   

 관리자  
 페이지 

Activity 관리  전체 조회 및 Activity 이름 검색 조회, 생성, 수정, 삭제 

  
관리자만 접근 가능  
  
  

  회원 관리   전체 조회 및 이름 검색 조회, 회원 탈퇴 

  등급 관리   등급 CRUD 및 회원 등급 조정 

  게시글 관리 Q&A 게시판 질문 전제 조회 및 미답변 질문 조회, 답변 작성 

  후기 게시판   전체 조회 및 삭제 

    FAQ 게시판   FAQ CRUD 

  결제내역관리   환불 및 송금 처리 

  매출내역조회   
매출 전체 조회 및 기간별/회원별 조회, 매출/수익 누계 조
회 





운영체제 Windows7 

소스코드 작성 도구 Sublime Text 3, Eclipse EE 

그래픽 제작 도구 Adobe Photoshop CC 2015 

웹 서버 Apache  

데이터베이스  MySQL Server 5.7 

형상관리 도구 SubVersion (네이버 개발자 사이트) 

Language HTML5, CSS3, Javascript 

Framework Twitter Bootstrap 3, jQuery 

Language JAVA, JSP 

Framework MyBatis 



전체 작업기간 : 16주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팀 구성                         

요구사항 명세                         

프로젝트 기획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
스 설계및 구현 

백엔드 프로그래밍                         

테스트 및 디버그                         



DATABASE 
System 

자료의 입력,수정,삭제,
조회 

Web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자료
를 제공함 

Hybrid App 

Web 기반의 API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사

용자에게 제공 

웹 표준 + HTML5 

웹 프로그래밍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브라우

저를 통해 제공함 



user_grade : 회원등급을 위한 테이블  

activity: 액티비티 기본정보를 위한 테이블  

user : 회원을 위한 테이블  

th_info : 액티비티 회차정보를 위한 테이블  

faq : FAQ를 위한 테이블  

review : 참여후기를 위한 테이블  

question: 액티비티에 관한 질문을 위한 테이블  

payment : 결제정보를 위한 테이블  

answer : 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한 테이블  



테이블 정의서 기능명 회원정보 담당자 박희원, 김연주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회원번호 int(11) NOT NULL PRI 자동증가 

2 email 회원 이메일 varchar(150) NOT NULL   ID 기능 

3 name 회원명 varchar(50) NOT NULL     

4 password 비밀번호 varchar(150) NOT NULL     

5 tel 연락처 varchar(50) NOT NULL     

6 profile_img 프로필 사진 varchar(255) NULL     

7 interest1 관심분야1 varchar(50) NULL   
1-3개의 관심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액
티비티를 자동으로 추천받음. 

8 interest2 관심분야2 varchar(50) NULL   

9 interest3 관심분야3 varchar(50) NULL   

10 user_grade_id 회원등급 번호 int(11) NOT NULL MUL 
총 이용금액에 따라 등급이 부여됨. 

11 total_sales 회원별 결제액 int(50) NOT NULL   

12 reg_date 가입일 datetime NOT NULL     

테이블 정의서 기능명 회원정보 담당자 박희원, 김연주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회원등급 번호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2 grade 회원등급명 varchar(10) NOT NULL     

3 min_sales 최소금액 int(11) NOT NULL   등급 충족의 최소 금액 

4 max_sales 최대금액 int(11) NOT NULL   등급 충족의 최대 금액 

user 테이블  

user_grade 테이블  



activity 테이블  

payment 테이블  

테이블 정의서 기능명 액티비티 기본정보 담당자 박용준, 노경구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액티비티 번호 int(11) NOT NULL PRI 자동증가 

2 activity_name 액티비티명 varchar(45) NOT NULL     

3 host_name 호스트명 varchar(45) NOT NULL     

4 host_img 호스트 사진 varchar(225) NOT NULL     

5 host_history 호스트 이력 varchar(225) NOT NULL     

6 category 카테고리 varchar(50) NOT NULL   액티비티 기본 분류(메인화면 카테고리) 

7 interest 관심분야 varchar(45) NOT NULL   액티비티 상세 분류(회원 관심분야) 

테이블 정의서 기능명 회원 결제정보 담당자 임수진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결제번호 int(11) NOT NULL PRI 자동증가 

2 order_date 결제일 datetime NOT NULL     

3 method 결제방법 varchar(20) NOT NULL     

4 status 신청상태 varchar(20) NOT NULL   
결제완료 > 마감 > 참가완료 > 송금완료 

/ 환불진행중 > 환불완료 
/ 취소진행중 > 취소완료 

5 user_name 회원명 varchar(45) NOT NULL     

6 user_id 회원번호 int(11) NULL MUL   

7 th_info_id 액티비티 회차번호 int(11) NOT NULL MUL   



th_info 테이블  

테이블 정의서 기능명 액티비티 상세정보 담당자 박용준, 노경구 

번호 물리적필드명 논리적필드명 데이터유형 Null 키유형 기타 

1 id 액티비티 회차번호 int(11) NOT NULL PRI 자동증가 

2 status 액티비티 상태 varchar(20) NOT NULL   진행중 > 마감 > 완료 / 취소 

3 count 참가인원 int(11) NOT NULL   회원 결제/환불에 따라 실시간 변화 

4 max_count 최대인원 int(11) NOT NULL     

5 price 참가비 int(11) NOT NULL     

6 content 액티비티 소개 longtext NOT NULL     

7 area 집결지 지역분류 varchar(50) NOT NULL     

8 url 집결지 주소 varchar(255) NOT NULL   
당초 구글맵 API에 들어갈 URL이었으나 geocoder를 
활용하게 되면서 변경 

9 location 집결지명 varchar(50) NOT NULL     

10 detail 세부일정 longtext NOT NULL     

11 prep 준비물 varchar(255) NOT NULL     

12 main_img 커버사진 varchar(255) NOT NULL     

13 sub_img1 활동사진1 varchar(255) NOT NULL   

활동사진은 최소 1장 필수 
최대 3장까지 등록 가능 

14 sub_img2 활동사진2 varchar(255) NULL   

15 sub_img3 활동사진3 varchar(255) NULL   

16 th 회차 int(11) NOT NULL   액티비티명과 함께 출력 

17 reg_date 등록일 datetime NOT NULL   등록일 

18 start_date 개최일 datetime NOT NULL   액티비티가 개최되는 날 

19 end_date 마감일 datetime NOT NULL   신청이 마감되는 날 

20 activity_id 액티비티 기본정보 번호 int(11) NOT NULL MUL 
같은 호스트에 의해 다시 개최되는 같은 액티비티의 경
우 같은 기본정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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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별 추천 액티비티 리스트를 가져오는 쿼리. 

세션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 추천 액티비티 리스트 조회. 







코드 상세 설명 

1. new_status에는 업데이트 되는 상태명을 
저장, msg에는 처리 후 보여질 메시지를 저장. 
 
 
 
 
 
2. payment의 상태가 참가완료인 경우, 송금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송금완료로 변경. 회원
의 총 구매금액이 업데이트 됨. 
 
 
 
 
 
3. payment의 상태가 환불진행중인 경우, 환
불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환불완료로 변경. 결
제한 액티비티의 현재 참여 인원 수를 -1처리. 
 
 
 
 

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