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수 이장희 임혜정 최영은

프론트엔드(ReactJS,AngularJS)개발을위한자바(JAVA)웹개발자양성과정
2019-03-12 ~ 2019-08-02  (800시간 / 100일)

최종발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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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Hotel
❏ 일반사용자

주제및목적

❏ 관리자

● 숙박예약

● 룸서비스주문

● 리뷰및문의사항작성

● 숙박예약내역확인

● 룸서비스주문내역확인

● DB내용직접관리

● DB 로그확인



개발환경



역할분담

김혜수

DB 설계및관리
소개페이지
주문페이지
메인페이지

이장희

관리자페이지
문의게시판
리뷰게시판

임혜정

UI 설계
예약페이지
메인페이지

최영은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소셜로그인



ROAD MAP

7/1 7/9 7/22 8/16/25

- 주제선정
- 주요기능선정
- DB 구성
- ERD 작성
- MOCK UP 제작

- 메인페이지구현
- 관리자페이지구현
- 주문기능구현
- 리뷰게시판구현

- 로그인 / 회원가입구현
- 문의게시판구현
- 소개페이지구현
- 예약기능구현

- 부가기능구현
- Vue, ReactJS, AngularJS 를이
용한페이지추가

- 최종테스트



DB



Main Page



Main Page
비로그인시 메뉴구성 로그인 / 비예약시 메뉴구성

상단이벤트배너

이미지 슬라이드

3초마다 자동 스크롤

Mouseover시 정지.

1 2

로그인시 메뉴구성 로그인 / 예약 / 관리자 메뉴구성3 4

빠른예약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조건 설정 후

원하는 객실 리스트 검색 가능

로그인 & 가입버튼

로그인 & 가입 버튼을 배치하여

회원가입 유도



Main Page

로그인 / 예약시

로그인 / 비예약시

비로그인시중간배너 하단고객후기

카드형 스크롤 슬라이드로

모바일 / 웹 편리하게 이용 가능

클릭시 리뷰게시판으로 이동



JOIN IN
이용약관동의 회원가입폼 아이디중복체크

:: ajax를 이용한 아이디 중복체크 기능



JOIN IN

회원가입유효성검사체크

비밀번호 / 비밀번호확인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

암호화 되어 DB에 저장



JOIN IN

가입완료



SIGN IN

아이디/비밀번호 검사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DB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않을 경우 메세지 출력



SIGN IN

카카오로그인

카카오계정 보유시

기존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로그인 가능



SIGN IN

아이디찾기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입력해서

일치하면 아이디 찾기 가능



SIGN IN

비밀번호찾기

사용자의 아이디와 이메일주소를 입력해서 일치하면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전송.

임의의 난수를 발생시켜 임시비밀번호를 생성 및 발송.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Mypage - book

예약내역없을때페이지

나의예약내역

예약내역상세보기

예약취소



Mypage - RoomService

예약내역없을때페이지

나의주문내역

주문내역상세보기

주문취소



Mypage - EditInfo

나의정보수정

- 프로필 사진변경(미리보기 기능)

- 휴지통 아이콘 클릭시 삭제

(기본 이미지로 변경)

-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프로필 사진 변경 가능



Mypage - qna

문의하기

마이페이지에서 문의하기 메뉴

로그인/비로그인 시 둘다 가능함



Mypage - withdrawal

회원탈퇴

아이디 / 비밀번호가 로그인 되어있는

사용자와 일치하는지 검사 후 탈퇴처리



BOOKING

STEP

페이지 세션값이 있을 시

해당 STEP 페이지로 이동 가능.

HOTEL List

<c:forEach> 문으로 DB에 저장된 호텔 지점 리스트 출력.

CheckIn & CheckOut

제이쿼리의 datePicker 로 구현.

체크인 날짜보다 체크아웃 날짜가 더 크도록.

체크인과 체크아웃 날짜가 같지 않도록.

HeadCount Button

버튼 클릭시 인원 수 증감.

1명 미만, 6명 초과 불가.

STEP 1
호텔검색



BOOKING

ReSetting Button

세션을 가지고 전 페이지로 돌아간다.

Room List

SQL로 설정한 조건에 맞는 객실 리스트 출력

STEP 2
객실선택



BOOKING

About Room POP-UP

출력된 객실리스트 중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시

해당 객실의 room_num 으로 정보를 불러와

정보 출력 팝업 생성



BOOKING

Add Bed

인원이 3명 이상시에만 침대 추가 메뉴 표시.

최대 2개까지 가능.

Breakfast Count

인원 수만큼 조식인원 신청 가능.

STEP 3
옵션선택



BOOKING

Non-Member Information

비회원 예약 시 예약확인에 필요한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STEP 4
예약확인 (비회원)



BOOKING
Login 상태

예약 정보 표시

비 Login 상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1 2

Login 상태

1

비 Login 상태

2

STEP 4
예약확인 (회원)



BOOKING

STEP 4
예약확인

Reservation Information

세션에 저장된 예약 정보 출력.

요청 사항 없을시 “요청사항 없음”으로 표시.



BOOKING



Room service
모바일 태블릿 PC

Room service | Menu

당일예약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룸서비스

모바일, 태블릿, PC 환경 모두 편하게 이용 가능

장바구니 버튼 고정으로 언제든 장바구니 접근 가능

1 2 3



Room service
빈장바구니 담긴장바구니1 2

선택메뉴 삭제

(      1 이상 )

목록으로 이동

전체선택/해제

선택메뉴 주문

하나 삭제



Room service

About Menu POP-UP

메뉴클릭시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여준다.

수량체크, 각 메뉴 1~10 까지 가능

수량체크 후, 장바구니 추가

해당 메뉴 바로주문



Room service
Order right away 바로주문1 Ordering2 Order complete3



Room service
Add to cart 담기1 Increase number2 Cart3



Room service
Ordering4 Order complete5

Order Complete

예약확인 / 예약취소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주문내역을 두 테이블에 저장하여 관리자가 상세정보

를 쉽게 알 수 있다.

My page

Admin



글목록

유형/ 제목/ 작성자 / 작성시간 한눈에 확인

부트스트랩 페이징 처리

글내용열람

댓글 추가 가능

로그인 된 회원에게만 권한 부여

글작성/ 수정/ 삭제기능

글 작성시 사용한 비밀번호로 권한 부여

Q & A BOARD



REVIEW BOARD - React Config

APP

Main

FooterHeader Ul

li

Reply ReplyForm



REVIEW BOARD

리뷰목록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원페이지 게시판

무한 스크롤로 페이징 처리

기본기능

더블클릭으로 좋아요 +1, 좋아요 취소

댓글 목록 열람

댓글 작성 및 삭제



REVIEW BOARD

댓글작성

하단에 댓글 폼 생성

비 로그인 시 로그인 페이지로 안내

댓글목록

모두 보기 / 모두 닫기 클릭시 토글



REVIEW BOARD

리뷰작성

현재 숙박중이거나, 체크아웃한지

일주일 이내인 고객에게만 작성 권한

부여

항목별로 별점 입력 (jQuery)

텍스트와 사진 등록



ADMIN - BOOK

대시보드

관리자 페이지 메인

주요 내용 한눈에 보이도록 처리

예약목록

예약 상태별 목록 출력

3개의 DB로부터 조인하여 정보 출력



ADMIN - BOOK
예약상세

예약관련 상세 정보

4개의 테이블로부터 조인하여 정보

출력

예약확인 / 예약취소 / 정보수정 기

능

예약정보수정

예약상태, 인원, 체크인 및 체크아

웃,

요청사항, 추가침대, 조식인원, 배

치객실

수정 가능



ADMIN - ORDER

룸서비스주문목록

예약된 고객 정보 / 숙박 객실 및

주문 내역 간단히 출력



ADMIN - ORDER

주문상세

룸서비스 주문 관련 상세 정보

5개의 테이블로부터 조인하여 정보 출

력

확인처리 / 주문취소 / 정보수정 기능

주문정보수정

주문상태, 요청사항, 

메뉴 추가 삭제 및 수량 변경 기능



ADMIN - Q&A

문의사항

카테고리별로 문의사항 확인

관리자 댓글 작성 시 완료상태로

변경

실제 댓글을 작성한 관리자 이름

은

관리자 모드에서만 확인 가능



ADMIN - MEMBER

회원관리

회원목록 확인

회원 상세정보 열람

수정 및 탈퇴 기능



ADMIN - MENU

메뉴관리

메뉴 목록 확인, 상세정보 열람

검색 / 메뉴추가 기능



ADMIN - HOTEL

객실관리

객실 목록 확인

객실 정보 열람

정보수정 및 삭제



ADMIN - LOG

관리자로그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발생된 데이타의

생성 / 수정 / 삭제에 대한 기록 확인



직접시연해보세요!

http://15.164.144.128:8080/HotelProject/home.do
http://15.164.144.128:8080/HotelProject/home.do


EPILOG

김혜수

룸서비스

장바구니 추가 시

알림 기능

이장희

리뷰게시판

유형별 리스팅

문의게시판

검색, 비밀글 기능

임혜정

예약

패키지, 프로모션 추

가

옵션의 다양화

최영은

로그인

소셜로그인

추가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