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rimMusic 
4조 -  김민철, 박상훈, 박우주 

자바기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2기 



1. 서비스 소개 

 

2. 프로젝트 개요 

 

3. 기술 상세 – 사용자 서비스 

 

4. 기술 상세 – 관리자 기능 



(1) 기획 의도 

 

(2) 팀 소개 

 

(3) 서비스 개요 

 

(4) 요구사항 정의 



누림 뮤직은 ‘생활 속의 여유를 즐기자.’ 라는 목적으로 개
설된 음반 판매 및 커뮤니티 활동 사이트입니다. 
 
 
누림이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라는 뜻
으로써 현대인의 삭막한 일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도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음반과 음악 관련 상품도 구매가 가능하고,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간의 교류도 가능합니다. 

참고 사이트 : 신나라 레코드, MCC1 



▶ 회원, 주문관리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아이
디/비번 찾기 
- 마이페이지 구현 
- 장바구니 페이지 구현 
- 결제 페이지 구현 

▶ 커뮤니티 관리 
 
- 상품 리뷰 페이지 구현 
- 토론광장 페이지 구현(투표) 
- 댓글 관리 

▶ 상품 관리 
 
- 상품 목록 페이지 구현 
- 상품 상세 페이지 구현 
- 상품 관리 페이지 구현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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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환경 

 

(2) 작업 일정 

 

(3) 시스템 구조 

 

(4) 데이터 베이스 구성 

 

(5) 테이블 명세 



▶ 공통 
 
- 운영체제  window 
- 소스코드 작성 도구 sublime text 3, Eclipse EE 
- 웹 서버   Apache Tomcat 8.0 
- 데이터베이스  MySQL Server 5.7 

▶ Frontend 
 
- Language  HTML5, CSS3, Javascript 
- Framework  Bootstrap, jQuery 

▶ Backend 
 
- Language  JAVA, JSP 
- Framework  MyBatis 





웹 프로그래밍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함  Web Programming(JSP)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자료를 제공함  

URL 요청 
request 

응답 
response 

1. 요청 
(browser ->server) 

2. 요청 수신 
(server) 

3. 요청 처리 
(JSP, Servlet, DB) 

4. 결과물 생성  
5. 응답  

(server->browser) 

DATABASE System 
자료의 입력,수정,삭제,조회  



 member : 회원테이블 
 

 document : 게시판 테이블 
 

 comment : 댓글 테이블 
 

 file : 첨부파일 테이블 
 

 product : 상품 테이블 
 

 pro_category : 상품 카테고리 
테이블 
 

 category : 카테고리 테이블 
 

 order : 주문 목록 테이블 
 

 basket : 장바구니 테이블 



















기술 상세 – 서비스 



▶ 상품 목록 페이지
에서 바로 상품을 구
매하거나 장바구니
에 담을 수 있다. 
(로그인시 가능) 

▶ 상품명이나 상품 
이미지 클릭 시 상품 
상세페이지로 이동
된다. 



▶ 장바구니에서는 상품 수량 조절이 가능하며, 원하는 상품만 체크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 (로그인 시) 마이 페이지에서
는 날짜 별 검색 기능을 통해 주
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 정보 수정/1:1 문의 내역 확
인/회원 탈퇴 기능이 있다. 



▶ 토론 광장 및 회원 리뷰 글목록 중에서 최신 리스트만 커뮤니티 메인에 노출시키고, 제목을 클
릭하면 해당 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원하는 동영상을 클릭
하면 왼쪽에 있는 큰 
영상으로 동영상 시청
이 가능하다. 

자세히 보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토론 광장 페이지로 
이동한다. 



부가 기능 – 서비스 



기술 상세 – 관리자 



▶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가입된 회원의 정보 수정, 신규 등록, 삭제 등의 회원 관리가 가능하다. 



▶ 신규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는 상품 이름, 가격, 이미지, 상품 소개 등을 작성하여 상품 등
록이 가능하다. 



▶ 신규 상품 수정/삭제 페이지에서는 상품 목록의 리스트들을 볼 수 있다. 

검색어를 입력
하여 상품을 검
색할 수 있다. 



▶ 상품 수정 페이지에서는 상품 등록 시 입력했던 데이터를 불러와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완
료 버튼을 클릭 시 상품의 데이터가 변경된다. 



검색하고자 하는 기간, 현재 진행상태, 상품명을 검색할 수 있다. 

삭제하고자 하는 주문상태를 체크하고 삭제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문내역이 삭제된다. 

필터를 선택하면 해
당 상품의 상태가 
변경된다. 



부가 기능 – 관리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