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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팀원 소개

[조를이끄는팀장]

강륜*

[무엇이든척척팀원] [말잘듣는팀원]

전하* 김정*

[역할]
1. Home 페이지(일부)

2. 네비게이션 바
3. Footer(수정)

4. api를 활용한 책 검색 페이지
5. 로그인 기능

6. 회원가입 기능
7. 비밀번호 찾기 기능

8. 개인정보 info 페이지
9. 프로필 사진 변경페이지
10. 개인정보 수정페이지
11. 비밀번호 수정페이지

12. 회원 탈퇴 기능

[역할]
1. 챌린지 메인 페이지

2. 챌린지 개설/ 수정/ 삭제 기능
3. 챌린지 신청/ 취소 기능

4. 챌린지 상세 페이지
5. 시간을 반영한 페이지 출력

6. 챌린지 인증 기능 구현
7. 댓글 및 답댓글 기능 구현

8. 나의 정보 > 나의 챌린지 페이지
9. 참여/참가한 챌린지 확인 기능

10. 나의 인증샷 확인 기능
11. SNS 공유 api 구현

12. Footer
13. header

14.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

[역할]

1. 공지 게시판
만들기

2. 파워포인트 제작



다독(多讀)이란 ?
많을 다 , 읽을 독 을 써서 책을 많이 읽자는
의미로 다독이라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온라인으로 취미를 함께 즐기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수요가 증가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독이라는 웹사이트를 구현

DaDoc 이란?

OVERVIEW



Eclipse

Oracle Database

HTML , CSS , Vue

Bootstrap, JSTL, spring

SweetAlert

Javascript, JAVA, JSP

협업

GitHub , Discord

Notion , KakaoTalk

언어

개발 도구

플러그인

개발 환경



기획 : 7월 26일 – 8월 19일
DB 구상 : 8월 16일 – 23일
기능 구현 : 8월 20일 – 9월 12일

프로젝트 일정 및 계획

개인

개인

시연

개인

평가



데이터베이스는 총 8개를 생성하였습니다.

dadoc_users,
user_pwd_question,
dadoc_book_good,
dadoc_challenges,
dadoc_challenger,
dadoc_challenge_comment,
dadoc_photoshot,
notice_board

페이지 구성
Database



페이지 구성

공지사항 챌린지 도서검색 마이페이지
- 서비스 관련 공지
- 공지 작성, 수정, 삭제
- 공지 검색

- 챌린지 개설 및 참가 - 네이버 도서 검색 api 활용
- 기본 검색
- 상세 검색
- 책 좋아요 기능

- 가입 시 입력한 개인정보
열람 및 수정

- 비밀번호 찾기
- 탈퇴

- 인증샷 기능

- SNS 공유 기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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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맨 위의 모든 약관에 동의
( 선택 사항 또한 포함 )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 모든 check box가 선택됨

2. 필수 사항은 모두 선택해야 가입 가능

3. '광고 수신 동의(선택)' 사항은
선택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



1. 모든 입력사항에 유효성 검사를 추가

2. 필수사항은 공통적으로
'빈칸 검사' 를 추가적으로 수행

3. 가입 : 모든 입력란의 유효성 검사 수행

4. id & 닉네임 : 같은 닉네임 사용 X
→ ajax 로 db 에서 검사



5.선택 사항 :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하지만, 입력 시에는 유효성 검
사를 통과해야 가능
6. 휴대전화번호 : 숫자가 아닌 문자는 입력할 수 없도록 vue 의
‘watch’ 를 통해서 검사하여 바로 반영. -> 11자리 이상 입력할 수 없도
록 설정
7. 이메일 : 이메일의 정규식을 사용하여 유효성 검사
8. 질문 답변 : focus -> blur 되었을 때 입력 사항이 있는지 검사



1. 로그인 페이지로 가기
2. 홈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여 갈 수 있음



1. 로그인 폼에서는
id/password 를 입력하여 로그
인

2. 회원이 아닌 경우, 아래의 회
원가입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

3.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아
래의 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통
해서 비밀번호 변경 가능

4. 로그인 성공
→ 이전 페이지 / 홈으로 가기

5. 로그인 실패
→ 변경 없음



1. 찾고자 하는 아이디를 입력 후, 아이디 확인
2. 존재하는 아이디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버튼 활성화
3. 확인 후, 아이디 입력란에 변화가 생기면 다음 버튼은 다시 비
활성화 됨.



3. 아이디 찾기를 통과
→ 해당 id 가 가입할 때 선택한 질문

이 출력.
4. 답변을 입력 및 제출 : 띄어쓰기,
앞뒤의 공백은 제거하고 검사
5. 일치 X

→ 실패. 비밀번호 찾기의 처음 / 홈
으로 이동 가능
6. 일치 O

→ 문자, 숫자를 사용하여 5 ~ 10
길이의 랜덤한 문자열을 생성하여 암
호화하여 db 에 update 후, 사용자
에게 비밀번호의 plain text 를 출력.

→ 이 텍스트를 복사하여 로그인 후
비밀번호를 변경.



1.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에 입력했던 정보
를 확인

2.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 프로필 사진 변
경 페이지로 이동

3. 왼쪽의 메뉴를 통해 사용자 정보와 관련
된 페이지로 이동 가능



1. 프로필 변화를 가시적으로 표현

2. 이미지 선택 / 드래그 & 드롭 / 기본 사진 선택
→ 3가지 방법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가능



3. 사진 삭제 : 변경사항을 삭제한다. Upload 된 파일 또한 삭제 & 현재 프로필 사진으로 돌아감
4. 이미지를 upload 만 하고 다른 사진으로 변경
→ 업로드한 이전 이미지 자동 삭제 ( 더미 데이터 삭제 )

5. 변경하기 눌러야 실제 db 에 반영



1. Aspect 를 사용
→ 비밀번호 인증 통과를 하여야 수정 form 으로 접근가능

2. 프로필 사진, 비밀번호 변경
→ 해당 페이지로 이동

3. 회원가입 form 과 같은 유효성 검사를 수행
→ 닉네임 : 현재 사용 중인 닉네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수정
4. 취소 버튼
→ 개인정보 info 페이지로 돌아감



1. Aspect 를 사용 -> 비밀번호 통과를 하여야 수정 form 으로 접근가
능
2. 프로필 사진, 비밀번호 변경 -> 프로필 사진 변경 form, 비밀번호 변
경하기 form 으로 이동하여 변경 가능
3. 회원가입 form 과 같은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닉네임은 동
일한 것은 상용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수정
4. 취소 버튼 -> 개인정보 info 페이지로 돌아감



1. 탈퇴 링크 클릭 -> 탈퇴 진행을 위한 모달 띄움
2. 정확하게 ‘탈퇴하기’ 를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이 틀렸음을 알
리고

탈퇴가 진행되지 않음
3. 성공하면 -> 탈퇴가 진행되고, 자동 로그아웃



1. 검색 조건 리셋 버튼 : 검색 조건을 모두 삭제
2. 검색 버튼 : 네이버 책 검색 api 를 호출하여 결과값을 ajax
로 JSON 으로 받아옴
3. 유사도순/출간일순/판매량순 정렬 : 검색 버튼을 누르면 유사
도순을 기본으로 나오게 하였다. 검색 후, 출간일순, 판매량순을
선택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함
4. 상세검색 : 빈칸 검사, 출간 시작/종료일의 숫자 입력 검사를
추가



1. 검색 리스트 출력은 책 1개를 1개의 vue 컴포넌트로, v-for 출력
함
2. 책과 설명란을 클릭하면, 네이버의 책 detail 페이지로 이동가능
3. 좋아요 : 해당 detail 페이지와는 관련이 없는 개별적인 기능. 로그
인 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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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전]
디테일 페이지 접근 가능

[종료일 후]
버튼 기능 및 상태 변경



검색 범위
1. 카테고리별 검색
2. 상세 검색(제목, 내용, 작성자)
3. 카테고리별 검색 후 상세 검색
Mapper에서 카테고리별 검색을 먼저 한 뒤
상세 검색을 해줌



챌린지 신청

- 챌린지 기본 정보
입력

- 이미지 미리보기

- 폼 유효성



상세 페이지

- 챌린지 상세 정보 확인

- 수정 및 삭제 기능

- 오른쪽 하단의 SNS 공유 기능



SNS 공유 api

- javascript를 통해 구현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으
로 공유 가능

- 공유할 때 챌린지 이미지와 정
보도 함께 전달

- 링크 버튼 : 클립보드로 현재
url 주소 자동 복사



챌린지 신청 전

챌린지 신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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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게시판은 다독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유저
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주의점, 규칙 등
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
들어진 것

1. 공지 게시판의 특성상 일반 유저의 경우 글은
작성할 수 없고 보는 것만 가능

2. 수정,삭제,작성의 경우 admin 계정만 가능

3. 쉽게 연관된 글을 찾을 수 있도록
제목+내용 제목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함



게시판의 글을 admin 계정만 작성 할수 있도록 c:if
로 감싸서 admin 계정 외에는 작성 버튼을 보이지 않
도록 함



admin 계정으로 로그인 후 공지 작성 시 제목
이나 내용에 공란으로 둘 경우 입력란을 작성하
라는 창을 띄움

–



실행 시 Sweet
Alert을 사용하여
보기 좋은 UI를 출
력함



List에서 게시글을 선택하여 글을 볼 때 다
음 글, 이전 글을 통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로그인을 한 계정이
admin일 경우 수정,삭제 기능을 활성화





개인정보 페이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능 있죠? 
시간이 없어서 책의 좋아요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니 뿌듯하고 그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료 후에도 구현해보지 못한 기능을 한 번 완성해보려 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