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ats
레포츠예약사이트 (입점형)



평상시레포츠에관심이많았던팀원들이

레포츠예약사이트를이용하며불편했던점을보완하

여날씨에영향을많이받는레포츠인만큼

날씨 api를이용하여기상정보기능을추가함으로써

실시간으로날씨를확인하는동시에레포츠를

예약할수있는강점을가진사이트이다.

Weats
레포츠예약사이트 (입점형)



일정



프로젝트시작

주제선정

스토리보드

날씨 api, html, table 데이

터공통작업

파트분배해서작업

시작

현재까지작업한부분스

프링으로전환시작

프로젝트최종발표

2020년 10월 5일
2020년 10월 20

일
2020년 11월 3일 2020년 11월 19일 2020년 12월 30일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2q0cxQApu4Z300OMtWrykxu2NCktTj4dsWMwgzz93mM/edit#slide=id.p


데이터베이스

일반회원

(member)

파트너회원

(parter)
회원

레포츠

예약

중고거래

문의

레포츠프로그

램

(leports)

프로그램상세상

품

(leports_item)

예약

(reservation)

예약상세상품

(reservation_item)

예약후기

(reservation_review)

1:1 문의내역

(customer_question)

문의관리내역

(customer_support)

중고거래

(trade)

중고거래댓글내역

(trade_comments)



데이터베이스

https://www.erdcloud.com/d/FMn6Xp32X45qnATnr

https://www.erdcloud.com/d/FMn6Xp32X45qnATnr


기획의도 레포츠프로그램을이용하는일반회원 -실시간으로제공되는다양한예약

프로그램

레포츠프로그램을운영하는파트너(사업자) 회원 -손쉬운예약관리

최근레포츠를즐기는수요가증가, 그에맞는공급을할수있는방안마련

주타겟층

5일간날씨를확인할수있는기능을사용하여효율적인예약시스템을마련

하고

날씨에따라즐길수있는레포츠를추천한다.

레포츠업체와일반사용자의연계를바탕으로사이트유입량과파트너판매

량증가

날씨API

사업자등록증인증후손쉬운실시간업로드가가능한레포츠프로그램페이

지를구성. 일반사용자는예약가능인원, 이용가능한날짜를한눈에파악하

고, 별점기능을포함한후기를통해프로그램전체파악이가능

레포츠프로그

램

파트너뿐만아니라일반회원에게도판매가가능하도록했다.

1회성장비, 다른레포츠프로그램을즐길수있는선택의폭을넓힐수있도록

레포츠장비판매를위한중고거래게시판마련

레포츠예약을위한 1회성사이트접속이아닌지속적인유입유도

중고거래



기대효과

최근레포츠를즐기는수요가증가, 그에맞는공급을할수있는방안마련

실시간으로제공되는다양한예약프로그램, 손쉬운예약관리

레포츠업체와일반사용자의연계를바탕으로사이트유입량과파트너판매

량증가

레포츠예약을위한 1회성사이트접속이아닌지속적인유입유도

1

2

3



Spring Framework,  java, Bootstrap tomcat, mybatis Oracle DB

Eclipse / IntelliJ

/ Visual Studio Code
sourcetree / githubjavascript / html / css

구현환경



역할분담

김혜*

- 와이어프레임작성

- 요구사항정의서작성

- 스토리보드작성

- 개발환경구축

- 중고거래CRUD

- 중고거래댓글, 대댓글

기능구현

- 다중파일업로드, 삭제, 

썸네일출력

- 관리자사용자

interceptor 구현

- 날씨 api 코드리뷰

- openweatherMap(날씨

api 사용)

- Github 연동

- 고객센터화면UI

- 관리자페이지CRUD

최성*

- 와이어프레임작성

- 요구사항정의서작성

- 스토리보드작성

- 개발환경구축

- 회원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

기 / 이메일인증구현

- 레포츠카테고리별출력및정렬

구현

- 레포츠상세페이지프로그램별

로날짜별예약가능인원출력

- 카카오페이API 연동결제 / 취

소기능구현

- 예약완료 / 취소메일전송기능

구현

- 예약레포츠리뷰 CRUD 구현(수

정제외)

- 회원탈퇴 / 비밀번호변경기능

구현

- 고객센터카테고리별 Support  

출력 /  검색기능구현

- 1대1 문의(댓글형관리자 -사용

자) 기능구현

- 관리자 Support CRUD 구현

- 관리자 1대1 문의답변시알림

이메일전송구현

김형*

- 와이어프레임작성

- 요구사항정의서작성

- 스토리보드작성

- 개발환경구축

- 달력기능

- ajax 비동기처리

- 데이터유효성검사

- 회원가입/로그인모달

창기능구현, CSS

- 헤더/푸터CSS

- 레포츠/중고거래/ 결제

CSS

- 파트너등록레포츠출

력

- 파트너등록아이템출

력

- 레포츠아이템별이벤트

- 레포츠리뷰별점기능

- 레포츠리뷰출력

- 마이페이지데이터출력

윤미*

- 와이어프레임작성

- 요구사항정의서작성

- 스토리보드작성

- 개발환경구축

- openweatherMap  API 

이용하여지역별날씨

출력

- 데이터유효성검사

- 첨부파일이미지미리보

기

- 추천페이지 css

- 인터랙티브웹구현

- 파트너페이지 html

- 추천페이지상품출력

최서*

- 와이어프레임작성

- 요구사항정의서작성

- 스토리보드작성

- 개발환경구축

- 파트너등록구현

- 파트너등록폼 css

- 파트너정보출력,수정,

탈퇴

- 상품등록구현

- 상품정보출력,수정,삭

제

- 예약자정보리스트출

력

- 파트너페이지, 일반회

원마이페이지,관리자

페이지 css



요구사항분석 동일한회원가입방법

로그인후일반, 파트너, 관리자비교필요
회원가입, 

로그인

지역, 종류별카테고리구분

실제예약자들의평점, 후기를기반으로정렬기준세분화(평점순, 리뷰순, 예

약순등) 

실제시간미만의날짜는예약불가

실시간으로예약가능한인원확인필요

파트너업체에따른상세아이템리스트필요

레포츠페이지

판매, 대여카테고리구분

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실제연락처가아닌사용자편의에따른연

락처기입

실시간소통을위한댓글, 대댓글기능필요

중고거래

페이지

언제든지파트너사용자로변환이가능한일반사용자, 효율적인사이트이용

을위한파트너등록문의등사이트이용방법을게시

1:1 문의기능과답변내역을알릴수있는메일기능을사용하여효율적인 1:1 

문의페이지를구현

고객센터

페이지

문의리스트를등록하고파트너등록승인이가능한관리자페이지

예약내역을확인하고, 게시물등록현황을확인할수있는마이페이지

상품프로그램리스트를확인하고, 업체예약자명단을확인할수있는파트너페

이지구현

마이페이지



사이트맵(main) main

레포츠 고객센터

날씨별추천
프로그램

추천

판매

대여

내가올린상
품

종류별레포츠

중고거래

지역별레포츠

날씨아이콘(4)

프로필아이콘

이용방법

1:1 문의등록

나의문의내
역

검색

문의카테고리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파트너승인상태, 관리자페이지등



사이트맵(myPage) 마이페이지

파트너페이지마이페이지

회원관리

파트너관리

문의관리

상품등록

관리자페이지

파트너
마이페이지

날씨아이콘(4)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파트너승인상태, 관리자페이지등
프로필아이콘

support 등록

support 

리스트

계정관리

나의예약내
역

나의중고거래

나의문의
내역

나의리뷰

예약관리

등록상품관리



메인

레포츠사이트라는것을나타내기위하여메인에레포츠비디

오를노출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비밀번호찾기, 날씨API를모달창

으로구현

openweatherMap API 이용하여지역별날씨출력

비디오재생

모달창

날씨API



메인

메인에서자동으로비디오재생



메인 -회원가입

가입시입력한이메일로인증링크전송

링크클릭시이메일검사후MEMBER table의 user_verify키 0 에서 1로수정

미인증회원이로그인시인증메일재전송

weats 회원인증

-가입시입력한이메일
로
인증링크전송

-링크클릭시이메일검
사
후 verify 키수정

weats 회원가입

-이메일양식, 중복검사

-비밀번호일치여부확
인

capsLock 검사

-약관동의여부확인

인증시 user_verify
0에서 1로변경



메인 - 로그인

일반회원 > 마이페이지/파트너등록/로그아웃메뉴

일반회원이파트너등록폼제출 > 파트너승인대기로메뉴변경

파트너 > 마이페이지/파트너페이지/로그아웃메뉴

사이트사용자정책

-사용자분류에따라프로필
네비게이션변경

-일반회원 > 파트너등록신청 (승
인전단계)일경우파트너승인대기

-로그인유효성검사기능

일반회원 파트너승인대기회원 파트너승인완료회원

로그인실패시 alert 
창



메인 - 날씨

날씨API를이용하여지역별날씨 5일치를모달창으로띄워줌

모든메뉴에서날씨정보확인가능

날씨아이콘 > 메인우측아이콘



추천

평점높은레포츠, 예약많은레포츠기준으로 상품을추천해

준다.

단조로운페이지에역동성을주어보는재미를만들어준다.

레포츠추천

인터랙티브웹



추천

슬라이드배너를이용하여시각적인효과를줌



레포츠
지역/종류별레포츠출력

기준에따른레포츠정렬기능

예약날짜선택(현재날짜기준지난날짜선택불가능)

예약가능인원만큼아이템선택가능

카카오페이API 사용

카테고리별
리스트출력

레포츠예약

결제

예약자가작성한리뷰및별점평균출력
리뷰 / 별점



레포츠 - 메인페이지

종목& 지역카테고리별리스트출력

기준에따른리스트정렬기능구현

레포츠카테고리

-지역 / 종류별레포츠메
뉴

-파트너가등록한레포
츠
정보출력

-일반사용자의예약내
역, 
후기를기반으로별점
평균과리뷰수분류하여
리스트정렬기능구현

종류별레포츠

지역별레포츠



레포츠 - 상세페이지

파트너가등록한레포츠프로그램상품의상세페이지

상단메뉴바, 사이드바고정 / 사용자별점평균, 리뷰수출력

상단메뉴바를사용하여원하는위치로이동가능

레포츠상세페이지

-프로그램이미지출력

-우측사이드바를사용
하여
선택한상품가격게시

-실제예약자의리뷰평
점평균게시

-상단고정메뉴를사용
하여원하는위치로이동
가능

이미지가적을경우 default 이미지
게시



레포츠 - 상세페이지

프로그램예약날짜선택, 상품의상세프로그램(아이템) 선택기능

사용자가선택한날짜, 레포츠아이템, 인원수및가격선택후결제버튼클릭시결제페이지로

이동

레포츠날짜선택

-현재날짜 + 이후선택
가능

-날짜, 아이템선택(유효
성검사)

-예약가능인원실시간
출력

-예약가능인원수만큼
티켓수량선택

-우측사이드바총합고
정

선택한아이템
총합가격
고정



레포츠 - 상세페이지

파트너가등록한레포츠프로그램상품의상세페이지

프로그램후기리스트출력(기본 3개출력, 그이외는후기더보기버튼으로확인가능)

레포츠후기리스트

-예약자후기및별점출
력

-후기기본 3개출력

-후기더보기버튼클릭
시
후기전체리스트출력

전체후기리스트출력



레포츠상품결제페이지

일반사용자가선택한프로그램상품의세부정보리스트출력

예약자정보기입후결제단계로이동

카카오페이API 사용하여결제기능구현

카카오페이가요청하는필수 parameter

를사용자가입력한데이터전송 -> 

QR코드스캔또는카톡메세지로결제탭

에서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입력하면

결제메세지전송 -> 

결제상품정보확인후결제완료 -> 

결제완료페이지로이동

레포츠상품결제

-사용자가선택한아이
템, 금액상세정보출력

-예약자, 연락처, 이메일
유효성검사

-확인및결제클릭시
카카오페이결제페이지
이동



레포츠상품결제페이지

카카오페이API 사용하여결제기능구현

최종확인버튼클릭시결제완료후예약완료페이지로이동



레포츠상품결제페이지

카카오페이API 사용하여결제기능구현

결제완료시예약완료페이지이동

예약내역사용자이메일전송, 카카오톡메시지전송

레포츠결제완료

- 예약내역이메일, 
카카오톡메시지전송

-예약내역출력

-예약내역페이지이동
버튼클릭시
마이페이지 > 나의예약
내역페이지로이동



파트너
파트너등록

파트너마이페이
지

레포츠상품등록

예약관리

연락처와사업자번호유효성검사(비동기)

첨부파일이미지미리보기
정보수정및파트너탈퇴시 비밀번호확인

레포츠아이템무한으로추가와개별삭제

레포츠아이템별로예약자정보출력



파트너등록

일반회원이파트너등록페이지에서폼을제출시관리자승인필수

승인완료시 ‘파트너승인대기’가 ‘파트너페이지’로변경되어파트너페이지로접근이가능

파트너등록정책

-연락처와사업자번호유효성
검사

-사업자등록증제출필수

-관리자승인필수
(등록신청후승인대기단계)

관리자승인전
파트너승인대기상태

파트너승인완료후
파트너페이지이동가능



파트너마이페이지

파트너마이페이지 > 파트너정보수정, 파트너탈퇴기능

사업자등록증을수정시기존의이미지와변경이미지를함께비교하여출력

정보를수정하거나파트너를탈퇴할때비밀번호인증필수, 파트너탈퇴시등록한레포츠상품들은모두삭제

파트너마이페이지

-등록한파트너정보출력

-수정, 탈퇴가능

-기존 / 변경될사업자등
록증
미리보기

-정보수정, 파트너탈퇴시
비밀번호인증기능

사업자등록증미리보기

정보변경시비밀번호인
증



레포츠등록

한파트너가여러개의상품등록가능
레포츠메인이미지 1개와서브이미지최대 4개등록가능
같은상품에서여러개의추가아이템(이름, 한줄요약, 가격, 수용인원) 을등록가능

파트너상품등록

-여러개의상품등록가능

-레포츠메인이미지 1장
필수

-이미지등록최대 4장

-한프로그램내에여러
아이템등록가능

상품이름, 소개, 메인이미지
1장, 지역, 카테고리기입필

수



상품등록리스트 / 상품상세페이지

파트너가등록상품리스트출력
상품클릭시상세페이지로이동 >  정보수정 / 삭제가능
상품삭제시비밀번호인증필수

파트너등록상품리스트출
력

상품상세페이지를통해
수정, 삭제가가능



예약리스트/ 예약상세페이지

등록한상품들이출력되고클릭하면예약상세페이지로이동한다. 
예약아이템별로예약자의정보가출력된다.  

파트너등록상품리스트출력

상품예약자리스트출력
(이름, 예약일, 티켓수량, 

연락처, 총가격)



중고거래
메인메뉴 -판매 / 대여리스트출력

서브메뉴 -내가올린상품카테고리추가

중고거래게시물등록페이지에서판매 / 대여카테고리선택

로그인상태를확인할수있는 loginInterceptor 사용

비로그인상태일경우로그인요청

댓글 / 대댓글작성시로그인검사 - loginInterceptor 사용

원댓글의댓글달기버튼클릭시대댓글창생성

등록 -댓글 (동기), 대댓글 (비동기)처리

수정, 삭제 - session에저장된로그인정보를사용하여

자신이등록한댓글구분 / 댓글, 대댓글 (비동기) 처리

카테고리별
리스트출력

카테고리별
상품등록

내가올린상품
리스트확인

댓글 / 대댓글작성



비로그인유저가내가올린상품, 판매대여등록메뉴클릭시 loginInterceptor을통해로그인요청

중고거래 - 메인페이지

중고나라메뉴

-판매

-대여

-내가등록한제품

-판매대여등록



게시물등록폼에서판매 / 대여카테고리선택

메인이미지는필수, 서브이미지는선택사항으로구성(나머지입력폼기입필수)

중고거래게시물등록페이지

중고나라게시물
등록정책

- 판매 / 대여카테고리
선택

-이미지최대 5장
(메인이미지 1장필수)

-서브이미지 4장제외
모두기입필수

유효성검사

-카테고리, 제목, 이름, 연
락처, 내용,
지역, 가격, 메인이미지

alert창

-이미지최대 5장을넘을
경우 alert창

카카오톡아이디, 핸드폰번호기입가
능



Ajax를이용하여다중파일업로드, 삭제

FileController를사용하여로컬폴더에업로드파일저장, 출력 / 삭제시로컬폴더에서파일삭제기능구현

중고거래게시물등록페이지

중고나라게시물
파일첨부

-최대 5장다중파일업
로드

-선택사진삭제

-누적이미지가 5장을
초과할경우 alert창

-등록 / 삭제 (비동기)



이미지 > 슬라이드구성 / 하단버튼을이용해원하는이미지선택가능

로그인한유저가등록한게시물일경우등록 / 삭제버튼생성

게시물하단 > 댓글창출력

중고거래상품상세페이지



댓글 / 대댓글입력버튼클릭시 loginInterceptor사용하여로그인상태확인

원댓글의 ‘댓글달기’클릭시대댓글창생성, 등록버튼클릭시대댓글입력창 remove

Ajax를사용하여대댓글작성

중고거래상품상세페이지

원댓글등록버튼

대댓글등록버튼

중고나라댓글정책

-원댓글 > 대댓글등록가능

-대댓글 > 대댓글등록불가

-로그인사용자만등록가능

원댓글입력창 대댓글입력창



비로그인유저에게댓글입력창을노출시킴으로써댓글버튼클릭시로그인 alert창을띄우며회원

가입유도

유저가등록한댓글 > 수정, 삭제버튼노출

수정, 삭제 > Ajax를이용한비동기처리

중고거래상품상세페이지

중고나라댓글수정,삭
제

-원댓글삭제 > 댓글에해
당된대댓글까지모두삭제

-대댓글삭제 > 해당댓글
삭제

-원댓글수정버튼클릭시
이중수정불가하도록
댓글달기버튼삭제

원댓글수정기능 대댓글수정기능

원댓글수정버튼클릭
시

대댓글수정버튼클
릭시



내가등록한상품메뉴를통해사용자가등록한게시물리스트확인가능

상세리스트의수정, 삭제버튼을통해게시물수정 / 삭제가능

내가등록한상품메뉴뿐만아니라전체리스트에서도로그인상태를확인하여수정 / 삭제버튼생

성

중고거래 - 내가등록한상품



고객센터
댓글형게시판으로본인과관리자만확인및답변 , 재문의

사용자가올린문의내역확인및재문의

등록되어있는자주묻는질문, 파트너등록/문의등을리스트

로출력및검색

사이트이용방법

1대1 문의하기

나의문의내역

문의카테고리별
리스트

이용방법



고객센터메인페이지

고객센터

-이용방법 / 자주묻는질
문 / 파트너등록문의 / 결
제, 취소문의 / 기타문의 / 
나의문의내역메뉴

- 1대1 문의하기버튼클릭
시, 문의하기등록폼으로
이동



이름은수정할수없으며, 이메일, 전화번호정규식검사

관리자에서답변시, 입력한이메일로답변등록알림메일전송

1대1 문의하기

1대1 문의하기

-카테고리상단정렬

- *표시된항목은필수입력, 예약번호는선택입력

-문의하기버튼클릭시, 문의등록 후나의문의
내역페이지로이동

-이메일, 전화번호정규식을통하여유효성검사



답변이완료된문의를상단에정렬

나의문의내역

나의문의내역

-사용자의문의내역리스트출력

-문의리스트중하나를클릭시, 해당 문의상세페이지
로이동

-해당문의의답변여부표시



관리자측에서해당문의에답변시, 문의시입력한이메일로답변알림메일전송

댓글형으로해당문의에달린답변및재문의출력

문의상세페이지

문의상세페이지

-문의내역상세내용출력

-해당문의에댓글로추가적인문의가능

-댓글형으로답변및재문의, 관리자와사용자구분



사이트이용방법페이지

이용방법



자주묻는질문, 파트너등록문의, 결제취소문의, 기타문의카테고리클릭시각카테고

리별문의리스트출력

FAQ

카테고리제
목

해당카테고
리 FAQ 리스
트

자주묻는질문, 파트너등록문의, 결제 취소문의, 기타
문의

-클릭시, 해당문의상세페이지리스트로이동



FAQ 상세페이지

FAQ 상세페이지
자주묻는질문, 파트너등록문의, 결제취소문의, 기타문의

해당문의질문및답변

자주묻는질문
페이지이동버튼



마이페이지
회원탈퇴, 비밀번호변경

예약내역리스트 (예약상세, 취소, 리뷰쓰기)

나의문의내역, 내가등록한제품페이지로이동

사용자가쓴리뷰출력(삭제)

계정관리

나의예약내역

나의중고거래 / 
나의문의내역

나의리뷰



각버튼클릭시비밀번호인증절차, 회원가입은 confirm 창확인후비밀번호잘못입력시비밀번호재입력

CapsLock키 on/off 확인

계정관리

마이페이지 -계정관리

-회원탈퇴또는비밀번호변경버튼클릭시, 비밀번호인증

-비밀번호인증성공후, 회원탈퇴 완료 / 메인페이지로이동

-비밀번호인증실패시경고창띄워지고비밀번호재입력



회원가입과마찬가지로비밀번호유효성검사

조건에맞게모두입력하면비밀번호변경후계정관리페이지로이동

계정관리

비밀번호유효성검사

비밀번호일치여부검사



예약내역리스트출력, 예약내역클릭시상세페이지로이동

예약일전날까지예약취소버튼활성화, 예약날짜다음날부터리뷰버튼활성화, 

리뷰쓰기는예약상품당한번만가능

나의예약내역

예약내역선택시, 예약상세내역페이지로이동

마이페이지 -나의예약내
역

1) 예약일당일혹은지난경우

예약취소버튼비활성화

2) 예약일이지나지않은경우리

뷰버튼비활성화

3) 예약당일리뷰버튼활성화

(클릭시하루뒤에작성경고창)

4) 예약일하루지난후리뷰버

튼활성화

5) 리뷰작성시리뷰버튼비활

성화



예약일기준 1일전까지예약취소가능 (기준일이지났을경우예약취소버튼비활성화)

예약취소버튼클릭시확인 alert, 비밀번호인증필수

나의예약내역 - 예약취소

예약취소정책

-예약일기준 1일전까지예

약 취소가능(당일예약취소

불가)

-취소시비밀번호인증필수



예약취소시예약내역에서삭제, 취소메일전송, 결제취소메시지전송

나의예약내역 - 예약취소

예약취소메일전송 예약취소메시지전송예약취소팝업창



평점선택및리뷰등록

나의예약내역 - 리뷰쓰기



예약한레포츠의상세내역출력

나의예약내역상세페이지



중고거래의내가등록한제품페이지로이동

고객센터의나의문의내역페이지로이동

나의중고거래 / 나의문의내역



나의리뷰
마이페이지 -나의리뷰

-사용자가작성한리뷰내역출력

-리뷰수정을원할시, 리뷰삭제후재작성
가능.



관리자

파트너승인메일
전송

사용자문의답변

파트너등록리스트를확인하여파트너승인여부

를메일로전송 ->파트너키변경

1:1 문의에대한답변등록과고객센터
게시글작성



회원관리페이지에서이메일인증여부에따라인증완료 / 미인증출력

파트너등록여부에따라등록대기 / 파트너 / 일반회원으로구분되어출력

파트너페이지에서파트너등록한회원의정보가출력, 클릭시상세페이지로이동한다. 

회원관리 / 파트너관리

전체회원리스트출력

전체파트너리스트출력



파트너등록정보를확인후파트너를승인여부결정, 결정완료시결과는메일전송

승인시승인완료되었다는메일이전송되고파트너페이지에대한이용권한부여

비승인시파트너삭제, 원할경우파트너등록재신청필요

파트너관리상세페이지

파트너승인정책

-승인대기회원일경우
하단에파트너승인 /
비승인버튼생성

-승인시승인완료후
파트너페이지이용
권한부여

-비승인시파트너
테이블에서삭제
파트너등록재신청
필요

파트너승인결과 -승인

파트너승인결과 -비승인



사용자가 1:1 문의에서작성한게시물리스트출력

리스트중특정리스트클릭시상세페이지로이동하여사용자가작성한문의글확인, 답변등록가능

관리자답변여부확인가능

문의관리

사용자문의내역출력



댓글리스트형태의답변리스트출력

관리자가답변을등록하면리스트에서답변대기상태에서답변완료로변경된다.

답변이 0개일경우삭제가능 / 답변이 1개이상등록된경우해당게시물작성자는삭제불가

문의관리

고객센터문의정책

-사용자가문의등록시
기본답변대기상태

-답변이달리지않았을
경우문의게시물삭제
가능

-일반회원, 관리자등
1개이상의답변이
달렸을경우사이트
정보보호상삭제불가

답변대기상태 답변완료상태



관리자가글을작성하면문의유형에따라고객센터의게시판에등록되고 Support 리스트에서도출

력된다. Support리스트에서작성글클릭시상세페이지로이동해수정하거나삭제할수있다.

Support 등록 / Support 리스트

사이트 Support 정책

-고객센터질문유형을
참고하여 support 페이지
게시물등록

- Support 게시물등록시
고객센터리스트에출력

-상시등록
(수정 / 삭제가능)

Support 카테고리유형: 자주묻는질문, 파트너등록문의, 
결제취소문의, 기타문의

작성된글수정및삭제



아쉬운점

파일업로드 게시물등록미완료시게시물등록때첨부한이미지삭제기능미완료

위시리스트 레포츠위시리스트기능미완료

중고거래 판매여부기능을추가했다면중고거래페이지가더욱활성화됐을것같다. 

상품수정 레포츠수정시레포츠아이템추가와삭제미완료

예약관리 예약관리상세페이지에서예약자별정렬미완료

이슈관리 테스트케이스를통한이슈관리미완료

배포 AWS 서버에웹프로젝트배포미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