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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디자인]

방문 예약 / 포장 예약 페이지전체

[디자인및 기능] 

예약 및 포장탭 구분

방문 예약-(달력 API (datepicker), 가게별 방문 예약시간선택버튼구현, 

저장된예약내역 가져오기)

포장 예약-(달력 API (datepicker), 가게별포장 예약시간선택버튼구현,

음식점메뉴카테고리별 구분 리스트구현, 동적 생성메뉴 장바구니구현,

장바구니 메뉴 추가(동일 메뉴 경우 수량만 증가), 저장된 예약 메뉴 및 예약 정보 가져오기)

[디자인]
▶ 음식점 리스트 페이지 전체

[디자인 및 기능]
▶ 공통 :  -음식점 스크랩/취소 _Ajax - 리뷰 키워드 추출 및 인기순 정렬 _Ajax

▶ 리뷰 작성폼 : 예약 및 포장 리뷰 등록/수정 (키워드 저장 포함, 유효성 검사)

▶ 음식점 메뉴 리스트 등록 및 수정 페이지 :
-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메뉴폼 및 메뉴 리스트 동적_Ajax 및 정적 로딩
- 카테고리 추가 ( 해당 카테고리에 메뉴폼 1개 동시 추가 )
- 카테고리 삭제 ( 카테고리에 포함된 메뉴폼 및 메뉴 동시 삭제 )_Ajax
- 카테고리명 수정 (카테고리에 포함된 메뉴 카테고리명 동시 수정) _Ajax
- 메뉴폼 추가/삭제
- 메뉴 등록/수정/삭제 (이미지 미리보기_Ajax,유효성 검사 )_Ajax

▶ 음식점 리스트 : 상세 조건 검색 시, 조건 저장 | - 키워드 추출 | - 스크랩순 정렬

▶ 음식점 상세 페이지 :

배너 및 사진 리뷰 이미지 슬라이드 (리뷰 사진 인기순 나열), 메뉴 슬라이드
리뷰 키워드별 그래프(선택된 리뷰 키워드 전체 개수 및 키워드 종류별 개수 추출)
사이드바 스크롤 시 고정 및 TOP 버튼 보이기/숨기기 (스크롤 위로 이동)
리뷰 추천/ 취소 _Ajax
리뷰 필터 2종 ( 최신순/인기순 + 전체리뷰/사진리뷰만) _Ajax
리뷰 리스트 조회(페이징 처리_Ajax, 각 키워드 리뷰 추출)

기획- 팀소개및역할분담

정주*
팀장

[디자인/기능]
회원가입이용약관(이용약관 Check box 연계 )

일반회원가입(폼유효성,Ajax) / 로그인 (Cookie, loginFilter, Ajax) /
아이디찾기(Ajax) / 비밀번호찾기및변경(Ajax) / 로그아웃 (Ajax,Session) /
마이페이지비밀번호변경(Cookie, Ajax)

사업자회원가입(폼유효성,Ajax) / 로그인 Cookie, Ajax) / 사업자번호찾기(Ajax) /
비밀번호찾기및 변경 (Ajax) / 마이페이지비밀번호변경(Cookie,Ajax)

[기능}
메인통합검색
리스트상세검색 , 페이징처리기능 , 지도
Detail 지도
일반마이페이지회원탈퇴(Cookie, Ajax)
사업자마이페이지회원탈퇴(Cookie, Ajax)
로그아웃(Ajax)

강민*
팀원

[디자인]

로고디자인, 헤더 검색창

[디자인, 기능]

사업자회원 – 마이페이지 (가게등록, 개인정보수정,

예약내역, 포장내역)

일반회원 – 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 예약내역, 포장내역,

스크랩리스트)

메인 – 헤더 및 푸터

사이드바 – 일반회원용, 사업자회원용

윤혜*
팀원

유형*
팀원



개요 - 개발환경 및 사용언어

OS Microsoft Windows 10

WAS Apache Tomcat 8.5

IDE
Eclipse
Git hub

DB Quantum DB, Oracle DB

개발 언어

마크업 : HTML5, CSS3, Bootstrap
클라이언트 : JavaScript, jquery
서버 : Java 8.0 SE / Java EE 6

개발 프레임워크 Spring 프레임워크, OR 맵핑 : MyBatis

라이브러리 jQuery, ojdbc, jackson-json, jstl

API KAKAO 맵 API, datepicker API, SWEET ALERT



개요 - 프로젝트 타임라인

기획& 개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키워드및아이템선정

트렌드분석

웹서비스분석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주제구체화

인포메이션아키텍쳐

와이어프레임

코딩컨벤션

ERD 모델링

개발

오류수정



개요 - 프로젝트 개요 및 목적

맛집 검색 및 예약/포장 서비스 (Eatery Zip)

포털 사이트에서 음식점 검색 시 과도한 광고와

무차별적 리뷰로 인해 신뢰성이 낮음

광고 최소화 및 실제 리뷰(음식점 이용시만 리뷰)를 통해

검색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프로젝트명은 맛집 + 알 zip을 합친



기획2

브레인 스토밍
&

JK 분류
&

키워드 선정

트랜드 분석
&

웹 서비스 조사

와이어프레임
&

테이블 설계도

설문조사
&

심층 인터뷰
&

주제 구체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컨벤션



기획 - 브레인 스토밍

등록금 중고차 신차알림 바베큐 멸종위기동물

장학금 카쉐어링 렌트 차박 캠핑 환경보호

학점 학생회 로켓배송 휴양지 계곡 국립자연휴양림

족보 시험 대학 라이프 MT 쿠팡 산 등산로 등산용품

선후배 학번 대학 서적 공유 사물함 식료품 초록마을 초록색

Dbpia 눈문 책 공공도서관 도서대출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게이트볼 골프 운동 자전거

중고나라 중고서적판매 알라딘 지니 어르신들모임장소 술 뉴스 자전거도로

오프라인/온라인 음악서비스 비트코인 주식 코로나 백신대기인원 보건소검사 소요시간

노래방 비대면 온라인 인원제한 마스크/손소독제

예금 적금 박명수 스터디카페 스터디 qr코드

온라인뱅킹 은행 대출 독서실

구글맵 샤넬 루이비통 고야드

네비게이션 지도 여행지 날씨 Dior 명품 off-white

기차 버스 교통 비행기 항공예약사이트 Juun.J 의류 무신사 하이버

패키지 자유여행 제주도 렌트카예약사이트 시계 악세사리 잡화

환전수수료 환율계산기 유럽 여행 바다 스쿠버다이빙 쇼핑몰 신발 브랜드 나이키

언어 숙박 호텔 스노쿨링 스타일 공유 래플 중고거래 뉴발란스

번역기 빠지 서핑 이달의 스타일 당근마켓 아디다스

게스트 하우스 카약 패션 번개장터 반스

풀빌라 요트 의상 대여

제트스키 인플루언서 협찬

한국 디저트 SNS

닌텐도 요리 요리 레시피 요리 유튜브 백종원아저씨♡

조이스틱 한국 음식 식혜/수정과 빽다방

롤 온라인 스튜디오 한국 전통 한복 한신포차

게임 뮤직비디오 한국 정국

베이킹/가죽공예 1:1 클래스 취미 노래 k-pop BTS 글로벌 빌보드

공감대형성 동아리

모임 스터디모임 공연모임 운동모임 독서모임

친목 맛집 음식점예약사이트

맛집공유

각자 떠오르는 단어 연계하여 구성



기획 - JK 분류
키워드별 브레인 스토밍 정리

코로나 대학 여행 취미 브랜드 교통 음식 한국 모임 운동 산

인원제한 학생회 자유여행 노래 하이버 비행기 음식점예약사이트 한국 음식 스터디모임 자전거 등산로

마스크/손소독제 대학라이프 패키지 게임 나이키 버스 맛집공유 전통 공연모임 골프 등산용품

qr코드 MT 여행지 날씨 맛집탐방 뉴발란스 기차 요리레시피 K-POP 운동모임 자전거도로 국립자연휴양림

백신대기인원 장학금 유럽 반스 지도 한국 디저트 친목 환경보호

학점 항공예약사이트 샤넬 네비게이션 한복 계곡

시험 렌트카예약사이트 고야드 구글맵 바베큐

학번 언어 Juun.J 캠핑

선후배 번역기 루이비통 휴양지

족보 환전수수료 샤넬

논문 환율계산기 Dior

동아리 off-white

무신사

숙박 취미 자동차 수상레저 경제 은행 중고거래 사이트 패션 쇼핑 공부 SNS

호텔 1:1클래스 차박 스쿠버다이빙 주식 온라인뱅킹 당근마켓 쇼핑몰 초록마을 스터디카페 인플루언서

게스트하우스 베이킹/가죽공예 신차알림 스노쿨링 비트코인 예금 번개장터 스타일 공유 식료품 독서실 협찬

풀빌라 노래방 중고차 서핑 대출 이달의 스타일 쿠팡 온라인

펜션 게임 렌트카 카약 적금 의상대여 술

카쉐어링 요트 악세사리 로켓배송

제트스키 잡화

빠지



기획 - 키워드 선정

유형우 김나현 강민재 윤혜림 정주연 total

브랜드 2 1 1 1 1 6

교통 1 2 2 2 1 8

음식 3 4 4 3 4 18 1등

한국 3 3 3 4 4 17 2등

모임 4 2 2 3 4 15

운동 5 4 2 3 1 15

산 4 3 3 3 2 15

책 1 4 4 3 4 16 3등

경제 1 2 2 1 1 7

은행 1 2 2 2 1 8

중고거래 사이
트 1 1 2 2 1 7

패션 3 2 2 3 4 14

쇼핑 4 3 3 3 3 16 3등

공부 1 4 3 3 4 15

SNS 4 3 2 2 3 14

김나현 강민재 윤혜림 유형우 정주연

어필 키워드? 음식 4 5 3 4 5 21 1등

[한국] k-pop 중심 글로벌 커뮤니티 + 한국에 대한 정보 부가 제공 한국 3 3 4 4 5 19

[sns] 인플루언서 협찬 중개사 (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협찬을 신청하여 진행 ) 책 3 4 3 1 4 15

[패션] 패피를 꿈꾸는 자들의 스타일 공유 사이트 , 스타일쉐어 2-30대버전 ( ex. styleshare ) 쇼핑 2 3 4 5 3 17

[음식] 맛집 지도 + 맛집 정보 및 예약 + 맛집 탐방 모임 찾기+ 커뮤니티

[책] 대학내의 서적을 한정해서 / 중고서적 판매 + 중고서적공유 + 족보 + 커뮤니티 ec) 에브리타임 확장판?

[운동] 간단 스트레칭 + 운동 시간 + 요가/필라테스 등 수업 제공 (온라인 PT)

[공부]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과목을 선택해서 1:1 코칭

[산] 트래킹 및 등산 경로 안내 / 당일 날씨 안내 (등산불가, 뇌우 등등)

[은행] 적금/예금 등 금리 비교

키워드별 점수 투표로 과반수 키워드 선정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키워드를 선정하여

투표를 통해 1위부터 4위까지 추출

추출한 1위부터 4위중 최종 투표

‘음식’ 키워드가 선정됨



기획 - 트랜드 분석

결론 :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해 음식의 포장 & 배달의 수요 증가 하였다.



기획 - 웹 서비스 조사

웹서비스 조사 통해 각자 의견 취합

1. 특산물 +채식주의 마켓

2. 음식점 예약 배달, 판매

3. TV에 나온 맛집 소개

4. 각 지역에 관한 맛집정보 + 밀키트

5. 음식관련 정보공유 피드 +판매

6. 음식포장예약 및 웨이팅예약



기획 - 설문 조사

결과도출



기획 - 설문 조사 _ 결론

음식점 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 적격 판단

음식점 선택기준은 과반수가 리뷰 및 가격을 보고 결정

음식점 이용 시 불편사항은 웨이팅, 맛 평가 선택

예약 서비스를 구현 하는게 적합 맛 평가 기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예약자만의 리뷰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획 - 심층 인터뷰

이름 : 김나형 27세 여성

거주지 : 경기 부천시 직장인

주로 먹는 음식 종류 : 한식 ,양식

주 회 음식점 방문 횟수 1~2회

이름 : 우 현 28세 남성

거주지 : 서울 서대문구 대학원생

주로 먹는 음식 종류 : 분식 ,양식

주 회 음식점 방문 횟수 3회



기획 - 심층 인터뷰

심층인터뷰 설문지



기획 - 심층 인터뷰 _ 결론

맛집소개 서비스는 충분히 가치 있는 서비스.

단순히 맛집의 주소를 표시하기 보다는 지도 연동 필요.

예약시스템에서 맛집 예약 시 방문 시간에 맞추어 음식 셋팅.

예약 알림 시스템 및 조리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 필요.

포장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포장되면 좋을 것.

맛집을 확인함에 있어서 음식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

음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적절하게 활용.

별점에 대해 부정적이며 맛집을 판단하는 차별화된 장치 필요



기획 - 주제 구체화

맛집소개 플랫폼 서비스는 충분히 가치 있는 서비스

웨이팅을 없애기 위한 알맞은 예약 서비스 필요

별점 리뷰에 대해서 부정적.

별점 대신 맛집을 판단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평가 기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



기획 -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_ 개인회원

에약완료

메인
Index

navbar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약관

회원가입
이용약관

마이
페이지

회원탈퇴

로그아웃

회원정보
수정

포장내역

예약내역

스크랩내역

통합검색
지역검색 가게(정보)리스트

조건검색

지도(리스트)

스크랩

Detail

지도(단독)

댓글

스크랩
가게정보
(단독)

리뷰

예약
정보입력

포장
페이지

예약확인

메뉴선택

결제
페이지

포장
완료



기획 -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_ 비즈니스회원

메인
Index

navbar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
기

회원가입
이용약관

회원가입
이용약관

마이
페이지 회원탈퇴

로그아웃

회원정보
수정

메뉴등록

예약내역

포장
주문내역

통합검색
지역검색

가게(정보)리
스트

가게정보
등록

Detail

포장
페이지

메뉴선택

에약완료
(일반유저)

포장완료
(일반유저)



기획 - 와이어 프레임

카카오 오븐 활용
https://ovenapp.io/



기획 - 테이블설계도



기획 - 컨벤션



개발 - 메인페이지



개발 - 헤더&사이드네비게이션&푸터

일반회원

사업자회원

일반회원
및

사업자회원

일반회원 사업자회원

마이페이지사이드네비게이션



통합검색조건에맞는

가게리스트와지도출력

(페이징처리)

개발 - 검색(메인&네비바)



이용약관 동의시

Form 이동

이용약관 미동의시

Alert 경고창

개발 - 회원가입이용약관



Form 제출

유효성검사불충족/

Alert 경고창(이동불가)

Form 제출

유효성검사충족/

Alert(로그인Form 이동)

개발 - 회원가입



ajax요청

로그인성공시 ID와프로필

사진 Session 저장

ajax요청

로그인실패시 Alert 경고창

세부기능 : Login Filter

개발 - 로그인



ajax요청

아이디검색성공시

해당유저의아이디출력

ajax요청

아이디검색실패시

Alert 경고창

회원아이디찾기개발 -



ajax요청

비밀번호검색성공시

해당 ID의비밀번호변경부여

ajax요청

비밀번호 검색실패시

Alert 경고창

개발 - 비밀번호찾기



폼유효성통과시

ajax요청으로비밀번호변경(로

그인으로이동)

폼유효성조건미달시 ,

Form 제출불허

개발 - 비밀번호변경



사업자회원의경우, 기관에서부여받은 10자리숫자를통

해가입한다는전제하에서비스구성 /

사업자회원정보는일반회원정보와별도관리

> 테이블,  Serivce , Dao , Mapper 

개발 - 사업자회원로그인관련 (일반회원과유사)



개발 - 리스트

▶상세조건에맞는음식점 List 출력

(검색 , 편의사항 , 업종 , 서비스

4가지경우모두고려[교집합] )

마크에 OverMouse 시,

해당마크의가게이름출력

▶리뷰키워드인기순

▶스크랩



개발 - 상세페이지전체



▶배너아래로스크롤시 - 사이드바위치고정

- 상단이동버튼노출

개발 - 상세페이지 _음식점상세정보&메뉴리스트&이미지슬라이드

스크랩및이미지슬라이드



개발 - 상세페이지 _사진리뷰및키워드통계



<최신순> <인기순 + 사진리뷰만>

개발 - 상세페이지 _리뷰리스트



개발 - 상세페이지 _예약&포장폼



상세페이지 > 방문 예약 폼 작성 > 방문 예약 정보 확인 페이지

개발 - 예약정보페이지 / 예약정보확인페이지



개발 - 메뉴선택페이지 / 결제페이지 / 포장정보확인페이지

장바구니에있는제품추가시, 

해당제품의수량과가격증가

* 메뉴선택세부기능



개발 -

일반회원 (개인정보 수정페이지로 이동)

일반회원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Button Click

비밀번호변경창 Modal

ajax요청

폼유효성조건충족시

비밀번호변경및 Seession 및

Cookie에서 해당정보삭제

폼유효성조건미달시 ,

Form 제출불허

재로그인필요

개발 - 일반회원마이페이지 > 비밀번호변경



개발 - 일반회원마이페이지 > 스크랩내역



확인시,  해당계정 DB 삭제

및 Session , Cookie에해당정보제

거

취소시, 회원탈퇴진행중지

Main으로이동

개발 - 일반회원마이페이지 > 회원탈퇴



개발 - 사업자회원마이페이지

사업자회원 (개인정보 수정페이지로 이동)



개발 - 사업자회원가게정보 등록

한페이지에서

입력및수정 ajax



동적폼생성 및

ajax 비동기통신

개발 - 사업자회원마이페이지 > 메뉴폼작성



개발 - 일반&사업자 예약내역

일반회원의 예약내역 사업자회원의 예약내역 (Acorn Restaurant)리뷰가 없으면 리뷰작성버튼 구현
리뷰가 있으면 리뷰수정버튼 구현



개발 - 일반회원예약리뷰작성



개발 - 포장내역리스트

일반회원의 예약내역 사업자회원의 포장내역 (Acorn Restaurant)



개발 - 일반회원포장리뷰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