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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Team 404는 개발자가 되기 위한,

각자의 개발 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입니다.

이 정 우 윤 재 여 박 미 림 송 호 빈

Database 설계 및 구축 〮 화면 구성 및 디자인 〮 프로젝트 진행 일정 관리 〮 로그인 및 결제 AP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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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목표
Circle Scanner의 방향성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 인가?’
배워온것들을가장광범위하게활용하고, 응용할수있는방향을가진예약서비스

Team 404’s Goal 01

언제 / 어디서 / 어디로 / 어떻게 / 무엇을

#여행 #공연 #영화 #항공권 #렌터카

예약 시스템 내부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어,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기에 적합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Team 404’s Goal 02

‘항공권 예약 시스템?’
현존하는항공권예약시스템 분석및클론코딩을통한개발

각각의 웹 서비스로부터 저희가 닮고 싶은 기능을 갖고, 저희만의 예약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서비스의 개발 언어와 환경, 그리고 개발 방식을 분석하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하는 클론 코딩 방식을 채택하여 효율성과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Team 404’s Goal 03

‘Circle Scanner’
사용자가원하는여정을직접예약하는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조건에 맞춘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조건에 맞춘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구현 환경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환경



Team 404’s Environment

‘개발 환경’

활용기술

Oracle
항공권 및 항공 데이터 베이스 개발

공항 정보, 항공기 정보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화

면상에 출력하기 위해 호출하는 역할을 수행

사용언어
Java 8

SQLHTML / CSS
예매 서비스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현

JavaScript
동적 요청 처리 및 이벤트 처리 활용

로그인 확인 및 세션을 관리하여 각 페이지에 담긴

데이터를 요청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

개발환경

Window 10

Eclipse EE

Visual Studio Code

Spring Tool Suite 3 / 

4.12

JDK 8, 8u271

JDBC / MyBatis 3

Lombok 1.16

Html 5 , CSS 3

jQuery 3.3 / API

Oracle Database 11g

Apache Tomcat 8.5

jQuery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기능 구현

날짜와 도시를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구현

Spring
Spring Framework를 통한 구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환경 구축, MVC패턴, AOP 

등 프로젝트 구조화를 통한 구현



기능 설명 및 상세 페이지
프로젝트 전체 / 페이지별 기능 설명



Team 404’s Detail

P0. DB 구조
항공권발급을위한데이터베이스

항공권 검색 DB

항공권 검색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에는 여러가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 향후 각 예약마다 부여될 예약 번호

• 출발지와 도착지의 공항코드

• 출발, 도착 날짜와 시간

• 항공사 및 항공기 명

• 항공권 가격

예약자 저장 DB

향후 항공권을 선택한 후 예약자 정보 및 여권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될 DB입니다.



Team 404’s Detail

P1. 메인 화면

여정 검색 기능

사용자가 원하는 국가, 또는 도시를 선택하고

희망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이외에 선택을 세분화 할 수 있는 필터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로그인 기능

사용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카카오, 구글을

활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검색기능및로그인



P1. 메인 화면

로그인 API

구글, 카카오톡, 페이스북 로그인 API를 활용한

로그인 기능입니다. 

1. 로그인 -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는 로그인 된 사용자가 상세

정보를 저장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계정마다

설정된 이메일, 이름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능및로그인

Team 404’s Detail



여정 검색 기능

P1. 메인 화면
검색기능및로그인

Team 404’s Detail

1. 출발지와 도착지

새로운 Modal에서는 각각의 주요 대륙 별 도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은 앞선 페이지의

값으로 전달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2. 가는 날과 오는 날

부트스트랩의 한 가지 기능인 Date Picker를

활용하여 특정 날짜를 선택하고 값을 전달합니다.

3. 좌석 등급 및 승객 수

Modal안에서 좌석 등급을 선택하고 승객 수를

결정합니다. 최소 또는 최대 승객을 선택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Modal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명료한 옵션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P2. 검색 결과

항공권 선택 값 확인

앞서 선택한 출발, 도착지, 날짜, 좌석 등급 등의

정보를 검색 결과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가

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여정 선택에

오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색 결과 확인

선택된 값들로 데이터 베이스에서 해당하는

항공권을 조회하여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 때, 

각각의 데이터들은 사용자가 보기 쉽도록

변환되거나 수정되어 화면에 출력되고, 가격을

확인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결과확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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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예약 확인

선택 항공권 확인

앞선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항공권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선택한

항공권의 세부 정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상세 요금 확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항공 요금에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의 상세 요금을 합친 합계 금액을

사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선택항공권확인및추가금액확인

Team 404’s Detail



P4. 정보 입력

승객 정보 입력

예약을 진행한 사용자의 기본 개인 정보,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는 이후 바우처

출력에 사용됩니다.

결제 수단 선택

화면 우측에 출력된 최종적인 합계 금액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해당하는 결제 수단에 따라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예약확정을위한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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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결제 화면

카카오페이 API

카카오페이 API를 활용하여 QR코드 결제, 

또는 카톡 메시지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페이지로부터 전달된 최종 합계 금액이

전송되어 자동으로 카카오페이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구현됩니다.

카드결제

사용자 카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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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예약 완료

예약 번호 발급

각각의 사용자와 예약과 연결된 예약 번호를

발급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약된

항공권의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 항공권

환불,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출력합니다.

E-Ticket 발급

지금까지 전달된 데이터들을 PDF형식의

E-Ticket으로 출력하여 사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Ticket에는 항공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약번호발급및e-ticket 출력

Team 404’s Detail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