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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 기획 의도 소개

1964년, 나사에서 쏘아올린 지구관측기구
OGO-1호

약 7년 간의 임무를 마치고, 우주미아가 되어
떠돌다

타의가 아닌 자신만의 목표를 향한 모험을
떠난 것으로 해석하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컨셉 브랜딩

사용자 = 우주비행사
클래스or튜터 =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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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 기획 의도 소개

튜터
tutor

비행사
traveler

배움, 학습, 취미
=

나를 위한 모험

업계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는

소규모 클래스

공통 관심분야의
커뮤니티 생성 및 활성화

개인 일정, 취향, 상황에 맞춘 오프라인 클래스 플랫폼!

취향과 관심, 배움의 중심이 내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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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 기획 의도 소개

OGO, 유화작품을 그려보고 싶은 P씨를 만족시키다.

관심 취미
탐색

여러 대안
비교

결제 및 등록 콘텐츠 수강

기대한 작품
다각화 된
평가

OGO,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디자이너 J씨를 만족시키다.

공유 취미
선정

공급자 등록 수요자 모집 콘텐츠 정산

기대한
(고)수입

명확한
가이드

OGO



메인
홈페이지

클래스
목록게시판

클래스
신청게시판

마이페이지 공지사항
FAQ

클래스
후기글쓰기

클래스
등록게시판

로그인 회원가입

결제창

회원정보입력 카테고리

필터링기능

찜기능

Map_api

회원정보수정

튜터등록

수강내역
찜목록

게시글
보기

글쓰기
수정·삭제

네이버
·

카카오

로그인시접근가능

관리자권한만접근가능

Overview 프로젝트 전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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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프로젝트 일정 계획

계획기간 완료기간 중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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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Entity-Relationship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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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개발도구

서버

웹

오픈소스

협업도구

Development tool 개발에 사용한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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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oll Animation 적용_①

Web Project 진입페이지 소개

1

- section 2 진입 시 section 2 scrollTop 값 적용,
(맨 위로 올라감) 애니메이션 실행

- scrollTop 값이 적용되면 각각의 section
위치에서 OGO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며 재미요소를 연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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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oll Animation 적용_②

Web Project 진입페이지 소개

- 전체 section)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넣어
하단 스크롤 유도

- section 4 진입 시,
현재 스크롤 위치/총 스크롤 거리를
계산하여
텍스트 구역 별 투명도 애니메이션 실행

이미지 출처 : Freepik - 작가 :
catalyststuff

- 우주선이 발사되는 영상 시작과
함께 메인페이지로 전환) 
사용자는 진짜 우주비행을 하는
듯한 생동감을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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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회원가입&로그인

- 브라우저 스크롤 진행도를 보라색줄로 표시함
- 표시줄의 원하는 위치 클릭 시, 해당 스크롤

위치로 쉽게 이동가능

프로그레스 바

-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 로그인 시, (이름)님 표시
- Login 시, Login -> Logout으로 변경됨
- Admin 계정으로 로그인 시, 회원관리 페이지

링크 나타남

Login / Signup

반응형 Nav 바

- 미디어쿼리 사용
- 햄버거 아이콘 애니메이션 효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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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회원가입&로그인

- API 로 간편 로그인
- 최초 로그인 시 자동 회원가입

네이버/카카오 로그인 연동

USER NAME

PASSWORD●●●●●

아이디입력

- ID/PW 입력 시, 애니메이션 효과
- “O-go가 처음이신가요?” 텍스트 클릭 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

로그인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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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회원 ID/PW 찾기
소개

- 이메일 입력 형식 제한
- 이름, 이메일 DB 유효성 검사 후, 회원 아이디

출력

아이디 찾기

- Id, email 유효성 검사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수정 가능

- 새 비밀번호-비밀번호 확인 칸의 입력값이
다를 경우 경고창 알림

비밀번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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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회원가입 페이지 소개

- Keyup 이벤트로 두 박스에 입력한 비밀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가능

비밀번호 일치 여부 확인

- Ajax를 이용하여 유효성 검사

아이디 중복/닉네임 유효성 검사

- 오른쪽에서 이미지가 등장하는 효과(Slidein)

Daum API 이용하여 주소 입력

이미지 애니메이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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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회원가입 페이지 소개

- 이용약관 클릭 시, 애니메이션
효과(Vibration)과 함께 모달창 오픈

- 필수항목 체크시에만 진행 가능함

하단 이용약관 모달창 오픈

- 복수선택 가능
- 체크박스 클릭 시, 선택-선택 해제

관심 클래스 선택-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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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관리자용 회원관리 페이지
소개

- 닉네임/주소/정렬 검색
- 검색 list를 userId기준으로 정렬함

관리자 계정만 접근 가능

검색 기능

- 검색 후 1페이지 당 6개까지만 출력
- 페이지 이동 시, 검색 List 유지

페이징 처리

- 탈퇴 버튼(해당 회원 단일 탈퇴)
- 선택한 회원 탈퇴(체크한 회원 다중

탈퇴)
- 탈퇴 시 업로드된 파일 즉각 삭제됨

회원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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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마이페이지 소개_프로필
관리

- 카메라 버튼 클릭 시 파일 선택창이 나타나고
원하는 이미지 파일 업로드 시 바로 변경 적용-
확인

프로필 사진 업로드

- 회원정보 수정 :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수정불가

좌측 nav 바 스크롤 시 함께 이동

프로필 관리 및 수정 제한

회원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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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마이페이지 소개_MY 
찜

- 클래스 페이지에서 누른 찜 정보를 확인하고
삭제가능

찜 정보 확인,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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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 튜터의 자격인증을 위한 자격증, 
증명서 제출

- 자격 분야는 1차 선택 후, 2차
선택 가능

튜터 등록을 위한 자격증 인증

반드시 튜터 등록 후에,
클래스 등록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게 제한

마이페이지 소개_튜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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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공지사항&FAQ 
소개

공지사항 게시글 페이징 처리

FAQ-클릭 시 아래로 내려가는 콜랩스 구현

관리자 - 글 작성 버튼 생성, 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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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공지사항&FAQ 
소개

일반 사용자 관리자 계정

- 읽기만 가능 - 제목, 내용 입력, 수정 가능
- 삭제, 수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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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결제 기능 소개

수강결제 – 결제 정보 확인 – 결제 API 실행

마이페이지의 결제 내역에서 확인가능



Web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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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페이지(클래스 목록)
소개

테마별 카테고리 선택

- 좌측 보라색 카테고리
메뉴바에서

1차->2차 선택 시, 클릭한 탭이
활성화 되며 내부 컨텐츠 목록
변경

- 초기상태는 최신순, 전체가
보이도록 설정

1

2

필터링 선택

- 최신순/낮은 가격순/높은
가격순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목록 순으로 컨텐츠 나열



Web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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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페이지(클래스 목록)
소개

클래스 등록 페이지 연결

- 하단의 클래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클래스 등록 페이지로
이동

- 비로그인 상태일 시, 로그인을
요청하는 메시지창 알림



Web Project 

05

- 클래스 이름이 중복되는지 검사
(ajax 사용)

- 카테고리 종류별로 선택
1

클래스 등록 페이지
소개

클래스명 중복 검사&카테고리 선택

- 일정은 최대 10회차 까지
등록 가능. 그 이상 등록시
경고창 알림

- 추가한 일정 전체 삭제 후
다시 등록 가능

클래스 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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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 숫자만 입력 가능

클래스 가격

- 주소 선택 시 하단의 지도로 위치
확인 가능

클래스 위치 설정 및 확인

1 2

클래스 등록 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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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1

2

- ‘파일선택’ 클릭하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등록

- 5개 까지만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MultipartFile 이용

- 클래스의 카테고리 분야별로
저장경로를 다르게 함

사진 업로드

클래스 등록 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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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 튜터등록 시 DB에 저장된
튜터소개 데이터가 자동 입력됨

- 튜터소개 수정하고 저장 가능

클래스 상세정보 등록

- 입력 안 한 문항이 있을 경우
submit 안됨, 경고창 알림

- 등록하기 버튼 클릭 시 DB에
클래스 데이터 저장됨

- 이미지 파일 업로드 됨

클래스 등록하기

클래스 등록 페이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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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클래스 상세 페이지
소개

- 클릭 시 클래스 찜 등록, 해제 가능
- 로그인한 사용자만 이용 가능
- 찜 등록/해제 시 변경된 찜 개수

다시 표시
- ajax사용

찜 등록/해제

- 제목, 튜터 정보 확인

클래스 상세정보

- 원하는 정보 클릭 시, 클래스의 소개글
또는 일정 및 장소 정보 확인 가능

- 지도로 클래스 위치 확인 가능(카카오
맵API)

클래스 소개&일정 및 장소 안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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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클래스 상세 페이지
소개

- 텍스트 버튼 클릭 시, 내부
컨텐츠가 변경되며 튜터 소개, 
공지사항, 유의사항 확인 가능

클래스 상세정보

- 좌, 우 화살표 클릭 시 다음
클래스 사진 확인 가능

- 부트스트랩 사용

클래스 photo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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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클래스 상세 페이지
소개

- 일정 복수 선택 가능(10회차 모두 선택 가능)

- 이미 선택한 일정은 다시 선택 불가

- 일정 선택하지 않고 결제버튼 클릭시 경고창, 
신청 안됨

- 로그인한 사용자만 신청 가능

- 이전에 수강한 클래스인지 검사 후 수강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수강결제 버튼 클릭 시 페이지 이동 없이 DB에
데이터 저장(ajax사용), 결제 창 띄움

클래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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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Project 클래스 상세 페이지
소개

- ClassCommentMapper에서
- 해당 페이지의 ClassNum을 검색해

맞춤형으로 보여지게 구현

*비로그인시 버튼 숨김 구현
*페이징 처리
*작성글의 데이터가 null 일때 사진과 밑줄
숨김처리

Class신청페이지 안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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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 김민* 권오* 이한* 엄소* 조임* 황희*

• 로그인
- 모달창 구현
- 네이버 로그인
- 카카오 로그인
- ID/PW 찾기

• 회원가입
- 부트스트랩 사용
- 애니메이션효과
- 파일업로드
- ajax유효성검사

• 관리자페이지
(회원관리)

- 회원탈퇴
- 파일삭제

• Nav바
- 반응형greed
- interceptor사용
- 프로그래스 바

• DB 설계

• 개발 환경설정

• 프로젝트 기획

• 프로젝트
UX/UI/컨셉
디자인

• PPT 제작&발표

• DB 설계
(클래스목록(메인)페

이지)

• 클래스
목록페이지
구현/css

• Footer css

• 클래스 상세 페이지

• 클래스 신청, 찜
등록/해제

• 튜터전용

• 클래스 등록
페이지

• 클래스 등록 기능

• DB 설계

• 마이페이지 html, 
css

• 마이페이지
(프로필관리)

• 마이페이지
(My찜(+spring))

• 마이페이지(튜터
등록(+ spring))

• 결제 페이지
구현

• 진입페이지

• 스크롤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 스크롤 텍스트
효과 구현

• svg드로잉 효과
구현

• 결제 기능, 결제
페이지, 
결제완료
페이지 구현

• 지도 API 구현

• 공지사항
페이지 기능

• 공지사항
관리자 페이지
구현

• 수강후기

• 수강후기
(spring변환)

• 공지사항css

• classpage
(css)

• 피드백관리

• 리스크관리

• OCI 서버관리

• GIT 관리

Roles 팀원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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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프로젝트 개발자 리뷰

팀프로젝트를하며 서로의
생각과 사용하는 코드가 달라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걸
느꼈습니다.  하나의 기능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법을 배워
즐거웠습니다.

조임*

기획-개발, 모든게 다 처음이라
매일이 본인과의 싸움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팀원분들 덕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뿌듯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엄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배운것을
프로젝트에서 하나하나
채워나갔을때의 뿌듯함을
잊지 못할 거 같습니다.

이한*

html 구조에 의해 화면에 이상이 생기는
경험을 하고 웹페이지 배치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기능을 구현해보면서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좀더
깊게 알아겠다 느꼈습니다.

권오*

공부하며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실제
사용하게 되면 낯설게 느껴져 실제로
사용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팀원들과 같이
구현하면서 팀원들의 소중함과
공동체에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김민*

팀원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소통
하는 중요함을 프로젝트
진행중에
느꼈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준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서로
도와가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김동*

팀장



프로젝트
시연



QnA
Ask me whatever you wanna know



Thanks!
We are the project team 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