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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프로젝트 개요 

기술상세 – 사용자 서비스 

2 

1 

3 

4 기술상세 – 관리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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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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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기획의도   >  팀원소개 >  서비스 개요  >  요구사항 정의 

기획의도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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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Pet Studio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키우는 수  증가 
 
 

가족 같이 생각하게 됨 
 
 

반려동물 젂용 스튜디오를 통해 추억으로 남기게 됨 
 

 
온라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회원제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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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유민지 

 

이윤경 

Team 
our Pet Studio 



Pet Studio 서비스개요 사용자 



Pet Studio 서비스개요 관리자 



Pet Studio 요구사항정의 사용자 



Pet Studio 요구사항정의 관리자 



Our Project 



프로젝트 

개요 

개발환경 

작업 

일정 

Pet Studio 

시스템 

구조 

Project 
our 

데이터 

베이스 

구성 

테이블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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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환경   >  작업일정 >  시스템 구조  >  데이터 베이스 구성  >  테이블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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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ur Pet Studio 

1 공통 

운영체제    window 7, window 10 

소스코드 작성 도구  sublime Text 3 , Eclipse EE 

그래픽 제작 도구  Adobe Photoshop CS6 

웹 서버   Apache Tomcat 8.0 

2 
Language   HTML5, CSS3, Javascript 

Framework   Twitter Bootstrap 3, jQuery 

3 Language   JAVA, JSP 

Framework   MVC Model2, MyB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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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Studio Project 
our 

웹 표준 + HTML5 
웹 프로그래밍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함 

Web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자료를 제공함 

DATABASE System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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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ur Pet Studio 



Databases Pet Studio 

Member  :  회원 테이블 

 

Booking : 예약 테이블 

 

Bbs_document : 게시판 테이블 

 

Bbs_file : 첨부파일 테이블 

 

Bbs_comment : 댓글 테이블 



Pet Studio 

Member Table 



Pet Studio 

Booking Table 



Pet Studio 

BORARD Tables 



Pet Studio 

BORARD Tables 



Pet Studio 

BORARD Tables 



User Services 



Pet Studio 

Description 

 
 

 
 
 
 

기능 상세 사용자 Login 

아이디
찾기 

로그인 

회원 
가입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 
회원가입 함 
 
아이디 찾기 : 사용자의 이름, 
젂화번호를 입력 받아 동일한 값이 
있을 시 아이디를 보여줌 
 
비밀번호 찾기 : 사용자의 
아이디(이메일)를 입력 받아 
이메일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재발급  



Pet Studio 

Description 

 
 

 
 
 
 

기능 상세 사용자 MyPage 

수정 

변경 탈퇴 

수정, 비밀번호 변경, 탈퇴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비밀번호를 한 번 
더 확인 후 수정, 비밀번호 변경, 
탈퇴 신청 페이지로 이동 



Pet Studio 기능 상세 사용자 Member Mapper 

로그인 쿼리 

마이페이지 쿼리 

비밀번호 검사 쿼리 



Pet Studio 기능 상세 사용자 Login 
Controller View 

회원 조회 로그인 Controller 

로그인 View 



Pet Studio 기능 상세 사용자 MyPage View 

마이페이지 View 



Pet Studio 

Description 

 
 

 
 
 
 

기능 상세 사용자 예약하기 

1. 촬영희망일 : 이미 예약된 촬영 
희망일과 시갂을 선택 시 예약 
신청 불가 

촬영희망일 



Pet Studio 기능 상세 사용자 예약하기 

Mapper ServiceImpl 

촬영 날짜와 시간 중복 및 예약 신청 
Mapper 

예약하기 ServiceImpl 



Pet Studio 

Description 

 
 

 
 
 
 

예약 현황 
- 예약한 회원들의 현황을 

달력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음 
 

- 자신의 예약 내역을 클릭 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 

기능 상세 사용자 예약현황 

예약내역 



Pet Studio 기능 상세 사용자 예약현황 

 Mapper Controller 

예약 년월별 조회 Mapper 

시작일 및 종료일 등과 같은 달력을 표시에 
필요한 Controller 



Pet Studio 기능 상세 사용자 예약현황 

View 

예약현황 View 



Pet Studio 

Description 

 
 

 
 
 
 

1. 예약현황  
   - 예약신청 : 입금 젂 (2. 수정 가능) 
   - 예약완료 : 입금 후 (2. 수정 불가) 

기능 상세 사용자 예약상세보기 

1 2 



Pet Studio 기능 상세 사용자 예약상세보기 

View 

예약상세보기 View 



Pet Studio 

등록 

수정 

삭제 목록 

Description 

 
 

 
 
 
 

수정 :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수정 
 
삭제 :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삭제 
 
목록 : qna게시판 목록으로 돌아감 
 
등록 :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음                   

기능 상세 사용자 QnA & Comment 



Pet Studio 

댓글 등록 쿼리 

댓글 읽어오는 쿼리 

기능 상세 사용자 Comment  Insert Mapper 



Pet Studio 기능 상세 사용자 Comment Insert 
Controller View 

댓글 저장과 소유권 처리에 대한 Controller 

질의 응답 댓글 기능 View 



Pet Studio 

수정 

Description 

 
 

 
 
 
 

댓글 수정 :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을 수정 
 

기능 상세 사용자 Comment 

삭제 

댓글 삭제 :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 삭제 



Pet Studio 

댓글 수정 쿼리 

댓글 삭제 쿼리 

기능 상세 사용자 Comment Mapper 



Pet Studio 

Edit_Controller Edit_Ok_Controller 

기능 상세 사용자 Comment Controller 

댓글 일렦번호 데이터 조회  
Edit_Controller 

게시물 변경을 위한 Service 호출 
Edit_Ok_Controller 



Pet Studio 

Delete_Controller Delete_Ok_Controller 

기능 상세 사용자 Comment Controller 

삭제를 위한 소유권 검사 
Delete_Controller 

데이터 삭제 처리 
Delete_Ok_Controller 



Pet Studio 

Edit_View Delete_View 

기능 상세 사용자 Comment View 

댓글 수정 Edit_View 

댓글 삭제 Delete_View 



Administrator 



Pet Studio 

Description 

 
 

 
 
 
 

1. 회원 리스트 :  최근 가입한 
회원들의 목록을 추가로 볼 
수가 있음 

 
2. 회원탈퇴 신청 리스트 : 탈퇴 
       를 신청한 회원들의 목록을  
       추가로 볼 수가 있음 
 
3. 최근 예약 신청자 : 예약을 신청 
       한 회원들의 목록을 추가로 볼 
       보는 것이 가능 
 
4. 질의 응답 : 질의 응답을 게시한 
       회원의 질문을 최신 순으로  
       게시 목록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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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관리자 Main 



Pet Studio 기능 상세 관리자 Main 

Controller View 

게시판 종류별 최근 게시물 조회 
Controller 

관리자 메인 View 



Pet Studio 

Description 

 
 

 
 
 
 

1. 회원들의 이름과 아이디  
       검색 가능 
 
2. 이름과 아이디를 클릭할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수정 페이 
      지로 이동 
 
3. 수정페이지에서 이름과 

연락처 수정 가능 

기능 상세 관리자 MemberList 

1 2 

3 



Pet Studio 

회원목록을 조회하는 쿼리 

기능 상세 관리자 MemberList Mapper 

회원 정보 목록을 조회하는 Mapper 



Pet Studio 

Controller View 

기능 상세 관리자 MemberList 

멤버 일렦번호 데이터 조회 
Contoller 

회원정보 목록을 조회 View 



Pet Studio 

Description 

 
 

 
 
 
 

1 

2 

1. 삭제할 회원을 체크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 시, 해당 회원을 
       탈퇴 시키는 것이 가능 
 
2. 회원 삭제에 실수가 없도록 
       삭제 확인을 위한 창이 열림 
 
• 단, 탈퇴 신청 정보 페이지에서 
      수정은 불가능 

기능 상세 관리자 MemberOutList 



Pet Studio 기능 상세 관리자 MemberOutList Mapper 

탈퇴신청 회원 목록 쿼리 회원 탈퇴 처리 쿼리 

회원신청 탈퇴 목록 조회  
Mapper 



Pet Studio 기능 상세 관리자 MemberOutList 
Controller View 

각 게시판 참조 해제를 위한  
 Contoller 

회원신청 리스트 View 



Pet Studio 

Description 

 
 

 
 
 
 

기능 상세 관리자 예약현황 

예약내역 

예약 현황 
- 예약한 회원들의 현황을 

달력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음 
 

- 예약 내역을 클릭 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 



Pet Studio 

Description 

 
 

 
 
 
 

변경 

- 예약현황 변경 : 예약을 신청한  
     회원이 입금 완료 시 관리자  
     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예약  
     완료로 변경 가능  
 
-   삭제 : 예약 취소의 경우 
관리자가 예약 내역을 삭제 

삭제 

기능 상세 관리자 예약상세보기 



Pet Studio 기능 상세 관리자 예약상세보기 
View 

예약 상세 보기 Script 

예약현황 변경을 위한 View 



Pet Studio 

http://lyk9011.cafe24.com/
http://lyk9011.cafe24.com/admin/login.do


Questions and 
Answers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