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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커뮤니티와 온라인 스토어를 결합한

“원스톱 인테리어 플랫폼”

프로젝트 ZIP
“혼자하는 인테리어”



개발환경(개발리소스)



ERD MODEL



일정계획



역할분담



#상단메뉴 #hover Event

NAVIGATION



로그인/회원가입



# Javascript 정규식을 이용한
이메일 형식, 비밀번호 체크

# 빈칸을 남겨둘 경우 outline의
색상이 변경된 후 메세지 출력

# 회원가입 버튼 -> DB 저장

# 이미 아이디가 있는 경우
-> 링크로 로그인 페이지 이동

SIGNUP



#로그인 실패

# 이메일 혹은 비밀번호 불일치
-> 알림창 생성 -> fadeout

# 링크로 비밀번호 재설정 또는 회
원가입 페이지로 이동 가능

#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
우 메인 페이지로 이동
-> 상단 메뉴 변경

#로그인 성공

LOGIN



#비밀번호 재설정

# 이메일로 비밀번호 찾기
-> 입력한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 전송

LOGIN

#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재전송 버튼으로 이메일 재전송

# 도착했다면 로그인 버튼으로 로
그인 페이지로 이동

# 이메일에 전송된 임시 비밀번호로
DB에 비밀번호 변경

# 이메일 재전송시 새로운 임시 비
밀번호로 다시 변경

# gmail, naver, daum



#회원정보수정

#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제외하고 모두 변경 가능

# 아이디는 Readonly 처리

USER
변경가능

변경불가능



#회원정보수정

# User Navigation 중 비밀번호 변경란
클릭 시 비밀번호 변경 페이지로 이동

# Javascript 정규식으로 조건 설정

#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확인과 다르거나
조건이 불일치 할 경우 알림창 생성

USER

# 비밀번호 불일치/ 조건 불일치



커뮤니티



MAIN PAGE 
#1

#아이콘 추가 #a링크

#빠른 페이지 이동

#메인 이미지

#HOVER #이미지확대효과

#클릭>집들이 페이지로 이동

#메인배너 #슬라이드 배너 #광고

대신 #프로그래머유머 #이상하네

시리즈 #웃는타이밍



MAIN PAGE #2

#오늘의스토리

#집들이 조회수 높은순

#오늘의 인기사진

#사진 조회수 높은순

#1, 2, 3위 이미지로 표시



MAIN PAGE #3
#오늘의딜 #할인율 높은순

#슬라이드로 출력

#HOVER #이미지 확대 효과

#FOOTER #반응형 #a링크 #상

호명 -> team story이동

#베스트100 #1, 2, 3위 출력

#각 카테고리 별 조회수 높은순

#카테고리 클릭할 때마다 해당 데이

터 하단에 변경되며 출력 #Ajax



MAIN PAGE #반응형

#메인 이미지

#슬라이드 배너 제거

#아이콘 두 줄 출력

#오늘의 스토리

#이미지 수는 동일하게

#두 줄로 출력

#오늘의 인기사진

#이미지 8장에서 6장으로

#오늘의 딜

#슬라이드 배너 형식은 동일

#스크롤로 이동

#베스트100

#카테고리별 상품 출력

#우측 더보기 박스 하단에 출

력



#통합 글쓰기 링크 페이지

# 상단 메뉴에서 글쓰기 버튼 클릭
-> 통합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

# 각각 hover event 보유

WRITE



PHOTO WRITE PAGE #1

# 평수,  주거형태를 선택

# 사진을 선택하고 올리면 사
진과 같이 미리보기가 됨

# 화면미리보기가 되면 추가적으
로 사진을 더 올릴수
있게 추가하기 버튼이 활성화됨

# 내용을 입력하고 아래에 작
성자가 원하는 해쉬태그를 입
력한다. 해쉬태그는 입력 후
TAB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칸
이 생성된다



PHOTO PAGE #1

# 정렬, 주거형태, 평수별 나열 가능
# 회원가입된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
한이름,자기소개,프로필 이미 출력

# 하트 클릭시 좋아요 기능 활성화

# 해당 사진의 내용이 먼저 노출되고
하위에는 그 사진에 작성된 댓글이 2
개 출력

# 해당 사진의 좋아요, 스크랩, 댓글
숫자가 출력



PHOTO PAGE #2

# 반응형 CSS 활용

현재사진페이지는반응형 CSS를활용하여 3가지의화면구현이되어있습니다

최소사이즈 1080px에서는 1줄 최대 4개의사진출력
최소사이즈 720px에서는 1줄 최대 3개의사진출력
최소사이즈 480px에서는모바일화면에맞춰 1개의사진이출력됩니다



PHOTO DETAIL PAGE #1

# 글작성시 선택했던 평형, 주거형태
사진, 글 내용, 해쉬태그 출력

# 해당 게시글 조회수, 댓글수 출력

# 댓글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작성이
가능하고, Ajax를 사용하여 비동기화
댓글 작성이 가능함

# 사이드바에는 사진 작성자의 정보가
출력되고, 여태까지 올렸던 사진들이
출력된다.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와
게시글 작성자가 동일할 경우 수정, 삭
제 버튼이 활성화된다.



#카테고리 - 집들이 #반응형 #원페이지 형식

# 상단 메뉴에서 집들이 클릭
-> 집들이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 ajax 원페이지 형식으로 출력

# 윈도우 사이즈에 따른 반응형 css

ZIPDLE



#카테고리 - 집들이 #반응형 #원페이지 형식

# 일정 윈도우 사이즈 이하(1024px)로
줄어들 경우 출력되는 게시글 1개로 변경

ZIPDLE



# 정렬, 필터

# 정렬과 필터 조건을 선택
-> 선택한 조건이 버튼으로 생성

# 적용된 조건을 다시 클릭한 경우
-> 적용된 조건이 해제

ZIPDLE

# 초기화 버튼 클릭 시 Default 조건인
최신순 정렬 조건으로 초기화

# 생성된 버튼을 선택할 경우
-> 선택한 조건이 해제



# 사진 추가하기로 사진을 업로드한 후
사진 업로드와 함께 입력 폼이 ajax로 생성

ZIPDLE UPLOAD



# 집들이 상세 페이지 #반응형

# 우측 유저 메뉴 스크롤 이동 시 fixed로 변경
-> 스크롤 위치에 따라서 이동

# 댓글 삽입, 페이징 ajax로 페이지 리로딩 없이 동작

# 로그인 한 사람이 누른 게시글, 댓글 좋아요 유지

ZIPDLE DETAIL



질문과답변게시판메인 : 리스트, 질문하기, 검색기능

제목과본문중일치하는키
워드검색



페이징



질문하기 (파일업로드)



상세보기화면(로그인시댓글입력및
게시글수정, 삭제가능)



댓글리스트 (로그인시댓글삭제가능)

로그인세션유
지시본인댓글
삭제가능

댓글입력후엔터시댓글생성



로그아웃상태상세보기

삭제버튼없음!

수정,삭제불가!



스토어



STORE HOME PAGE #1

#카테고리별 이미지 버튼을 생성하

여 쉬운 접근을 가능케한다

#메인 이미지

#오늘의 딜

정해진 날짜를 세팅해두고 카운트 다운

을 상품 사진 상단에 노출시켜 정말 오

늘의 딜이라는것을 더욱 더 강조한다



# 인기상품

전체 상품 중 클릭 횟수를 기반으로

인기상품 4개가 노출된다

# 인기키워드

배너를 통해 키워드 노출을 하여 클릭

유도를 한다

STORE HOME PAGE #2



CATEGORY PAGE #1

#카테고리 메인 페이지

#좌측 메뉴 고정

#우측 카테고리별 데이터 출력

#반응형 #무한스크롤



CATEGORY PAGE #2
#카테고리 메뉴 좌측 고정

#대분류 가구/가전/인테리어

#소분류 각 두개씩

#첫 페이지 가구 default!

#카테고리별 데이터 출력

#현재 카테고리 상단에 표시



CATEGORY PAGE #3

#데이터 필터

#최소, 최대 금액 설정

#금액 입력 후 마우스 벗어나면

데이터 출력

#옵션 하나씩 제거 가능

#옵션 전부 초기화 가능

#데이터 필터

#마우스HOVER 옵션박스 출력

#인기순/최신순

#낮은가격순/높은가격순



CATEGORY PAGE #4

#카테고리 메인 페이지

#Ajax #페이징

#페이지 무한 스크롤

#페이징 처리

#한 페이지당 이미지 15장 출력

#스크롤 80% 내려가면

#다음 페이지 출력하기



PRODUCT PAGE #1 #반응형

#상세정보 펼치기 버튼 추가

#구매하기 #구매페이지로 이동#현재 상품 장바구니 담기

#상품 상세페이지

#수량선택 #금액자동변경

#리뷰 개수 출력

#별 평점 출력

#별점 클릭시 하단 리뷰로 이동

#리뷰 수정&삭제 가능



PRODUCT PAGE #2

#배송 정보

#교환/환불 정보 출력

#상품 정보 없어서 이미지 반복 출력

#우측 옵션 박스 지정된 위치부터 fixed!



PRODUCT PAGE #3

#본인 리뷰 시

#수정 및 삭제 버튼 출력

#도움이돼요는 회원당 한번만 가능!

#재클릭 시 좋아요 취소

#상품 리뷰출력

#Ajax #페이징처리

#베스트순/최신순/사진리뷰

#리뷰별 별 평점 및 리뷰 정보출

력

#도움이돼요 = 좋아요



PRODUCT PAGE #4

#리뷰쓰기 클릭시 폼 팝업

#별점&사진&리뷰내용 등록 가능

#리뷰는 최소 20자

#리뷰 수정 폼 팝업창 디자인 동일

#팝업과 동시에 기존 정보 출력

#별평가&이미지&리뷰내용 수정 가능



PRODUCT PAGE #5

#업로드 파일 미리보기

#별점 평가

#마우스 hover시 별 채우기

#해당 점수 메세지 하단 출력



# 스토어 홈으로 이동

CART # 장바구니

#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이 없는 경우

# 장바구니에 상품이 담긴 경우

#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 이동

#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버튼에 장바구니
에 담긴 상품 수 표시



# 물품 전체 선택, 해제

CART # 장바구니 물품 선택 삭제

#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선택적으로
체크 해제 가능

# 체크된 상품만 결제 또는 삭제

# 선택삭제 버튼 또는 X 버튼을 이용하여 삭제 가능



STORE ORDER PAGE #1
# 단품 혹은 장바구니에서 복수품

을 구매할 때 선택한 상품이 출력

된다

# 너무 많은 상품을 선택해서 불필

요한 노출이 될수 있을지도 몰라

주문 상품이 안보이게 하는 기능

이 있다

# 다음 우편번호 찾기 API를

이용해 주소를 입력할수 있다

# 배송메모는 자주 사용하는 요소

를 미리 숨겨놓은 뒤 해당 칸을 클

릭했을 때 선택할수 있게 되어있

다



STORE ORDER PAGE #2

# 주문이 완료되면 위와같이

주문자 내역과 주문 물품이 노출

되면서 주문 테이블에 저장된다



# 사진, 집들이, 질문과답변,
회원목록 관리 페이지

# 검색, 삭제, 페이징 처리

# 게시글 제목을 클릭 시
새창으로 해당 게시글 페이
지 출력

ADMIN



추가예정사항

# 전문가 예약 페이지

# 간편 결제 ex) PAYCO, KAKAOPAY

# 회원 정보 페이지

# 메인 통합 검색 기능

# 비밀번호 암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