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qua



목차

- 구현목표

- 개발환경

- 웹사이트구성

- 일별/주별/월별 수돗물 수질 조회

- 약수터, 해수욕장수질조회

- 물과여행정보 (강따라/ 명소따라)

- 물백과사전

- QnA 게시판

- Project QnA

- 마침



최근 수돗물 유충, 녹물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한 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

API를 활용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물(수돗물, 약수터, 해수욕장)의 수질 정보,

물 백과사전, 5대강 여행 코스 등 물과 관련된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구현 목표



개발 환경

구분 개발 환경

OS Mac OS, Window 10

Language Java, JavaScript, HTML, CSS

Framework Servlet JSP, Spring, Bootstrap

Library jQuery

DBMS Oracle Database 11g, SQL Developer

Server Apache Tomcat 8.5.57

IDE Eclipse IDE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s, STS 3.9.11

Configuration 

Management Tool

Git



 궁금한 수질 – 일/주/월별 수돗물, 약수터, 해수욕장 수질 정보 조회 기능 제공

 물과 여행정보(강 따라/명소 따라) – 5대강 주변 관광지와 여행 코스 검색 기능 제공

 물과 백과사전 – 물 관련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백과사전 검색 기능 제공

 Q & A –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

웹사이트 구성



Main 페이지

Subscscribe (구독)기능

SNS 공유기능

페이지 이동 menu bar

수질 관련 공공기관

바로가기

Q&A 게시판수질 관련 동영상



웹사이트 구성 - Header



웹사이트 구성 - 관련 공공기관 바로가기

로고 클릭 시 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이동



웹사이트 구성 - 수질 관련 Youtube, Q&A 미리보기

수질 관련 유익한 정보를 담은 유튜브 재생 클릭 시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



웹사이트 구성 - Footer

홈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링크

클릭 시 해당 메일로
구독안내 메일 전송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 구성 - Footer

클릭 시 SNS 공유하기 기능
(페이스북의 경우 웹호스팅 후 보완예정)



궁금한 수질
- 일별/주별/월별 수돗물 수질 조회



1. 주요 기능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정수장) 수질 정보 조회

2.  사용한 API

 공공데이터 API

3. 구현 기능

 Ajax 비동기 처리로 지역 검색 select box 구현(Oracle DB 사용)

 공공데이터 API 호출해 데이터를 받아와 화면에 출력

 Onclick event에 Modal 창을 사용해 필요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

궁금한 수질



14

궁금한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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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날짜 선택 : jQuery - Datepicker 사용

click

지역검색 select box – Oracle DB에서 주소 select,
ajax 비동기 처리로 select box 처리

일별 수질 조회 – 날짜, 지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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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조회 결과 출력

click

일별 수질 조회 – 조회 결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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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누르면 modal 창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준다.

일별 수질 조회 – ? 버튼(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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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날짜 선택 : jQuery- Datepicker 사용

click

지역검색 select box – Oracle DB에서 주소 select,
ajax 비동기 처리로 select box 처리

주별 수질 조회 – 날짜, 지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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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조회 결과 출력

click

주별 수질 조회 – 조회 결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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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누르면 modal 창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준다.

주별 수질 조회 – ? 버튼(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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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날짜 선택 : jQuery - Monthpicker 사용

지역검색 select box – Oracle DB에서 주소 select,
ajax 비동기 처리로 select box 처리

click

월별 수질 조회 – 날짜, 지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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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조회 결과 출력

click

월별 수질 조회 – 조회 결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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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누르면 modal 창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준다.

월별 수질 조회 – ? 버튼(Modal)



궁금한 수질
- 약수터 수질 조회

- 해수욕장 수질 조회



1. 구현 내용

 전국 약수터 위치 및 검색을 기반으로 한 수질 데이터 제공

 전국 해수욕장 지역 검색을 통한 위치 및 해수욕장 검색을 기반으로 한 수질 데이터 제공

2. 사용 API

카카오 Web Map API

구현 기능 : 지도 확대, 좌표 이동, 마커, 인포윈도우, 클러스터

공공 데이터 API

구현 기능 : 전국 약수터 표준 데이터, 해수욕장 수질 적합 여부 서비스

약수터, 해수욕장 수질 조회



카카오 Web(Map API)

(Marker, Cluster, InfoWindow function)

공공 데이터 API

( java이용 xml 방식으로 Data Parsing)

-전국 약수터 표준 데이터 -해수욕장 수질 적합 여부 서비스

약수터, 해수욕장 수질 조회 - 사용 API



전국약수터수질데이터정보제공기능구현

약수터, 해수욕장 수질 조회 - 약수터



약수터 수질 정보 조회

1. 약수터 조회 페이지 접속

1. 메인 페이지 접속 후
2. 상단 바에서 궁금한 수질 마우스 오버
3. 약수터 조회 클릭!!



약수터 수질 정보 조회

2. 약수터 수질 조회 페이지

검색기능 (3가지)

① 지도 사용

② select bar

③ 약수터 명 입력



약수터 수질 정보 조회

3. 약수터 수질 검색 ①

① 지도에서 찾아서 검색

Step1.
지도에서 찾을 위치의
클러스터 선택

Step3.
InfoWindow 창,
약수터 명을 선택
(ex 가리약수터)

Step2.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
Marker를 클릭

클릭!!! Marker 
클릭!!!

약수터명
클릭!!!

약수터 수질
정보 출력!!



약수터 수질 정보 조회

3. 약수터 수질 검색②, ③

② select bar를 이용하여 검색

③ 약수터 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

Step1.
도 지자체 선택

Step2.
시, 군 구 선택

Step3.
약수터명 선택 조회 버튼

클릭!!

약수터 수질 정보
출력!!

Ex) 녹수 약수터 검색하기



전국해수욕장수질데이터정보제공기능구현

약수터, 해수욕장 수질 조회 - 해수욕장



1. 해수욕장 조회 페이지 접속

1. 메인 페이지 접속 후
2. 상단 바에서 궁금한 수질 마우스 오버
3. 해수욕장 조회 클릭!!

해수욕장 수질 정보 조회



2. 해수욕장 수질 조회 페이지

검색기능 (2가지)

① 지역 검색에서 도를 선택
지도의 마커를 이용하여 검색

② 해수욕장 명 입력하여 검색

해수욕장 수질 정보 조회



3. 해수욕장 수질 검색 ①

① 지도에서 찾아서 검색(ex 거문도)

Step1.
Select Bar 선택

Step3.
Marker 클릭

Step2.
지역 명 선택(ex 전남)

select bar
선택

해수욕장 수질
정보 출력!!

해수욕장 수질 정보 조회

Step4. 
WindowInfo 창의
약수터 명을 선택



해수욕장 수질 정보 조회

3. 해수욕장 수질 검색 ②

② 해수욕장 명을 입력하여 검색

Step1.
검색 창에 지역을 선택한 후
해수욕장 명 입력

Step2. 
조회 버튼 누르기

해수욕장 수질 정보
출력!!

Ex) 해운대 해수욕장 검색하기

조회 버튼
클릭!!



물과 여행정보
- 강 따라/명소 따라



1. 구현 내용

 5대강 (한강, 금강,낙동강,섬진강,영산강)을 따라 추천 여행 코스 확인

 5대강 근처 주요 관광지 소개

2.  사용한 API

공공데이터 API

3. 구현 기능

• 지역 클릭 시 해당 지역 정보 리스트 출력

• 페이징 처리

물과 여행정보



물과 여행정보 – 강 따라

전체 페이지 출력 화면



물과 여행정보 – 강 따라

페이지 설명

강 구역 분류 지도

추천 코스

페이징



물과 여행정보 – 강 따라

페이지 설명

2. Next 페이지 구현1. Prev 페이지 구현
(현재 페이지 10 이상일 경우만)



마지막 페이지

1.Next 페이지 없음

물과 여행정보 – 강 따라

페이지 설명



물과 여행정보 – 강 따라

1. 마커 클릭

2. 해당 지역 코스 정보 출력

페이지 설명



물과 여행정보 – 강 따라

2. 특정 지역 클릭

2. 해당 지역 정보 출력

1. 동일 기능 전 구역 적용

페이지 설명



물과 여행정보 – 명소 따라

전체 페이지 출력 화면

1. 지역 명소 전체 출력

2. 지역 선택 항목

3. 명소 이름 검색

페이징



물과 여행정보 – 명소 따라

전체 페이지 출력 화면

2. 지역 명소 전체 출력

1. 한강 선택

3. Next 페이지 구현

4. Prev 페이지 구현
(현재 페이지 10 이상일 경우만)



물 백과사전



물 백과사전

전체 페이지 출력 화면



물 백과사전

1. 검색 기능

3. 페이지 당
10개 단어 출력

4. 페이징

2. 자음 정렬

페이지 설명



물 백과사전

1. ‘수압’ 검색

2. ‘수압’이 들어간
모든 단어 출력

페이지 설명



물 백과사전

1. ‘ㅎ’ 클릭

2. ‘ㅎ’ 들어간 단어 출력
(ㄱ, ㄴ, … ,ㅍ 제외)

공공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

페이지 설명



Q&A 게시판



페이징 처리 -> 한 페이지당 10개의 게시글을
출력하도록 함

Q & A – 게시글 목록 보기

[다음 페이지] 클릭 시 11페이지로 이동

제목이 길 경우 ‘…’으로 처리함



글쓰기 버튼 클릭하면
게시글 작성 가능

Q & A – 글쓰기

취소 버튼 –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
저장 – 글 저장



Q & A – 글쓰기(파일 첨부)

파일 선택 누르면 첨부할
파일 선택 가능



글쓰기 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유효성 검사

-> 항목마다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alert 띄우고 해당 input tag에 focus를 줌

Q & A – 글쓰기(유효성 검사)

비밀번호의 경우 4자리까지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 
입력한 값이 4자리가 아닌 경우 alert

이메일은 정규식을 사용해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alert



글 작성 시 입력한 작성자 명

57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경우,
입력한 이메일로

글 등록 완료 내용 발송

Q & A – 글쓰기(메일 발송)



Q & A – 글 상세 보기

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

목록 버튼 -> 목록으로 이동
수정- >글 수정
삭제 버튼 -> 삭제



Q & A – 글 상세 보기(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글 상세보기에서

파일명 클릭 -> 다운로드



제목이나 내용, 작성자로
검색 가능

Q & A – 검색(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결과가 없을 때



Q & A – 글 수정

글 상세 보기에서
수정 버튼 클릭 시

비밀번호 확인용 Modal창 띄움
비밀번호 불일치 -> alert 띄움

비밀번호 일치 -> 제목 및 내용 수정
첨부파일 추가할 수 있게 input tag 활성화,

글 삭제 가능

버튼 클릭 시 첨부파일 삭제

수정 내용 입력 후
버튼 클릭 -> alert 창 발생 후

수정된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



Q & A – 글 삭제

삭제 버튼 클릭 시
비밀번호 확인용 Modal창 발생

비밀번호 불일치 -> alert창 발생
비밀번호 일치 -> 글 삭제되었다는

alert 발생, 글 목록으로 이동

* 관리자 로그인 시에는
수정, 삭제 버튼 눌렀을 때

비밀번호 확인 없이 바로 수정, 삭제 가능



Q & A – 글 삭제

답글이 달린 글을 삭제할 경우
제목을 “삭제된 게시글입니다.”로 변경하고,

글 내용, 첨부 파일 등을 삭제
답글이 있을 경우 답글은 보존

답글이 없는 글은 삭제

삭제된 글이므로 수정, 삭제 버튼 없앰



로그인 성공 시:alert 창 발생
게시글 목록으로 이동,
로그아웃 버튼 추가

로그인 실패 : alert 창 발생,
로그인 페이지 출력

관리자 기능 –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은 /admin 주소를 입력해 접속



답글 쓰기 버튼 클릭 ->
답글 쓰기 화면으로 이동

관리자 기능 – Q & A 답글 쓰기

글 작성 후
답글 등록 버튼 클릭

답글은 들여쓰기로 구분

답글 쓰기는 관리자만 가능



로그아웃 버튼 클릭 ->
세션 정보 삭제,
Alert 창 발생,

게시글 목록으로 이동

관리자 기능 - 로그아웃



Q &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