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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젝트소개 - Project Introduction

프로젝트명
식 소 담
Cooking Recipe Website

프로젝트기간
2021.02 ~ 2021.03.25



01 서비스소개 - Service Introduction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가기 꺼려지는 일상에

쿡(Cook)방과 먹방의 열풍으로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이 대세인 요즘,

요리를 좋아하고 자취하는 분들의 위해서 각종 맛집 음식을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도록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고 요리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줄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는

- 식소담 - 입니다.



3. 유저
개인정보 수정
자료실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레시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댓글 기능 사용
검색 기능 사용

01 서비스구성 - Service Configuration

1. 회원가입
로그인-로그인 정보 저장
개인정보 조회 / 수정
회원 탈퇴

2. 관리자
댓글 관리 및 수정
자료실 파일 등록 및 관리
레시피 파일, 사진 등록 및 관리

4. 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판
Q&A 게시판
조회수 기능



01 프로젝트개발환경 - Project Development Environment

OS Window 10

DB Oracle 10g

Development
Tools

Eclipse, SQL, Apache Tomcat, Git Hub

Front  End XML, JavaScript, Ajax(jSon), Jquery, Bootstrap, Css3

Back  End Java, AOP, Servlet / Jsp, Spring Framework, MyBatis



01 테이블구성 - Table Configuration

(Q&A)



01 프로젝트개인별역할 – Project Individual Role

팀장: 김민*

 DB설계, 레시피 / Q&A / 공지사항/ 
자료실 설계

 삭제 기능
 Git 저장소 관리
 댓글 기능 설계
 조회수 기능 설계
 푸터 설계
 AOP 적용

팀원: 이규*

 로그인 / 로그아웃 설계
 메인 프론트엔드 개발

(부트스트랩, CSS 적용)
 레이아웃 설계
 자료 조사
 PPT 작성
 로고 디자인

팀원: 이요*

 회원가입 / 탈퇴 설계
 서브 프론트엔드 개발

(부트스트랩, CSS 적용)
 레이아웃 설계
 프로젝트 기술서 작성

팀원: 최윤*

 메인 설계
 위로 가기 기능 설계
 개인정보 / 비밀번호 / 프로필 수정

설계
 Ajax 적용
 자료 조사
 PPT 작성



01 프로젝트일정표 - PROJECT SCHEDULE 2021년 2-3월

Week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기획

DB 
구성

코딩

디자인

구현

테스트

오류
수정

기타

※ 상세한 일정은 프로젝트 기획서를 참조 바랍니다.



02 자체제작로고사용 – Main Logo

Logo메인 로고

디자인 설명
1. 한옥 스타일 적용

2. “食谈” 이라는 한자 텍스트를 활용하여 인장

감성을 추가

3. 심플한 로고 디자인

로고를 자체 제작을 하였으며, 

요리 레시피 웹 사이트의 분위기와 걸맞게 한옥 스타일의 감성을

적용시켜 메인 화면에 접속하였을 때 로고만 보고도 이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인지 알 수 있게 로고 디자인을 제작함.



Project
Screen 
Coding
Design

화면설계



02 메인화면 – Home

Home메인 화면

메인 화면 기능

1. 추천 요리 이미지를 메인 간판으로 적용

2. 자동으로 메인 간판에 있는 이미지 변경

3. 추천 레시피 출력

4. 인기 레시피 출력

5. 푸터(Footer) 적용

6. 위로 가기 버튼 클릭 시 최상단으로 이동 적용

디자인 같은 경우 남녀노소를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심플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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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메인화면 –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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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로그인화면 – Login

Login로그인 화면

로그인 기능

1. 아이디 중복 확인 적용

2. 로그인 정보 저장 적용

3. 비밀번호 오류 검증 적용

4. 푸터(Foote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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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up회원가입 화면

분석 내용

 회원가입

 검증

02 회원가입화면 – Sign up



Sign up회원가입 화면

회원가입

1. 실시간 ID 중복 방지 기능 적용

2.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적용

3. 푸터(Footer) 적용

02 회원가입화면 – Sign up

회원가입을 하기 쉽게 기본 정보만 요청.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메일만

작성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정.

요리 레시피 공유를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모두 사용이 편리하기 위함.



Sign up회원가입 화면

검증

1. 정규식을 통한 비밀번호, 이메일 검증 적용

2. 비밀번호, 비밀번호 오류 검증 적용

3. 푸터(Footer) 적용

02 회원가입화면 – Sign up

아이디가 중복 될 경우 오류로 인식되어 재작성 요청

비밀번호 같은 경우 비밀번호 확인 내용과 같지 않으면

오류로 인식되어 재작성 요청



Info개인정보
탈퇴 및 수정

분석 내용

 개인정보 수정

 개인정보 디테일 수정

 비밀번호 수정

 탈퇴

02 개인정보탈퇴및수정 – Info



Info개인정보
탈퇴 및 수정

개인정보 수정

1. 프로필 이미지 적용

2. 비밀번호에서 수정하기 클릭 시 비밀번호 수정

폼으로 이동

3. 수정 버튼 클릭 시 개인정보 디테일 수정 폼으로

이동하게 설정 및 적용

4. 탈퇴 기능 적용

5. 푸터(Footer) 적용

02 개인정보탈퇴및수정 – Info



Info개인정보
탈퇴 및 수정

개인정보 디테일 수정

1. 아이디는 고정으로 적용

2. 이메일 수정 가능하게 적용

3. 수정 버튼 클릭 시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후

개인정보 창으로 이동하게 설정 및 적용

4. 프로필 이미지 수정 적용 (프로필 이미지 클릭 시

사진 업로드 가능)

5. 푸터(Footer) 적용

02 개인정보탈퇴및수정 –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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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개인정보
탈퇴 및 수정

02 개인정보탈퇴및수정 – Info

비밀번호 수정

1. 기존 비밀번호 기능 적용

2. 새 비밀번호 와 새 비밀번호 확인 작성 내용이 같이

않은 경우 오류로 인식하여 재작성 요청

3. 리셋 기능 적용

4. 수정 버튼 클릭 시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후 개인정보

창으로 이동하게 설정 및 적용

5. 푸터(Footer) 적용



Info개인정보
탈퇴 및 수정

비밀번호 수정

1. 기존 비밀번호 기능 적용

2. 새 비밀번호 와 새 비밀번호 확인 작성 내용이 같이

않은 경우 오류로 인식하여 재작성 요청

3. 리셋 기능 적용

4. 수정 버튼 클릭 시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후 개인정보

창으로 이동하게 설정 및 적용

5. 푸터(Footer) 적용

02 개인정보탈퇴및수정 – Info



Info개인정보
탈퇴 및 수정

탈퇴

1. 탈퇴 기능 적용

2. 탈퇴 버튼 클릭 시 DB에서 회원 정보 삭제

3. 푸터(Footer) 적용

02 개인정보탈퇴및수정 – Info



Recipe음식 레시피
목록 및 댓글

분석 내용

 목록

 디테일 및 댓글

02 음식레시피목록및댓글 – Recipe



Recipe음식 레시피
목록 및 댓글

목록

1. 각 사진 게시물에 디테일 적용

2. 갤러리 형식으로 설정 및 적용

3. 제목 / 작성자 / 날짜 순서로 출력

4. 푸터(Footer) 적용

5. 업로드 적용

02 음식레시피목록및댓글 – Recipe



Recipe음식 레시피
목록 및 댓글

디테일 및 댓글

1. 댓글창 에 댓글 작성 등록 및 개인 계정 사용 시

삭제 가능

2. 댓글 아이콘 클릭 시 대댓글 적용

3. 좌우 페이징(Paging) 적용

02 음식레시피목록및댓글 – Recipe



Recipe음식 레시피
목록 및 댓글

디테일 및 댓글

1. 댓글창 에 댓글 작성 등록 및 개인 계정 사용 시

삭제 가능

2. 댓글 아이콘 클릭 시 대댓글 적용

3. 좌우 페이징(Paging) 적용

02 음식레시피목록및댓글 – Recipe



Library자료실 검색 및
업/ 다운로드

분석 내용

 목차

 검색

 업로드

02 자료실검색및업로드 – Library



Library자료실 검색 및
업/ 다운로드

목차

1. 검색 기능 적용

2. 자료실 업로드 적용

3. 파일명 클릭 시 다운로드 가능하게 적용

4. 페이징(Paging) 적용

5. 푸터(Footer) 적용

02 자료실검색및업로드 – Library



Library자료실 검색 및
업/ 다운로드

검색

1. 검색 조건을 적용 (제목+파일명, 제목, 파일명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게 적용

2. 검색 창에 작성한 내용을 최신순으로 검색하게 적용

3. 검색 완료 시 상단에 몇 개의 자료가 검색 되었는지

알림 창으로 알려주게 적용

4. 푸터(Footer) 적용

02 자료실검색및업로드 – Library



Library자료실 검색 및
업/ 다운로드

업로드

1. 제목(설명) 작성이 필요하게 적용

2. 업로드 할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되게 적용

3. 업로드 버튼 클릭 시 업로드 되게 설정 및 적용

4. 푸터(Footer) 적용

02 자료실검색및업로드 – Library



Library자료실 검색 및
업/ 다운로드

업로드

1. 제목(설명) 작성이 필요하게 적용

2. 업로드 할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되게 적용

3. 업로드 버튼 클릭 시 업로드 되게 설정 및 적용

4. 푸터(Footer) 적용

02 자료실검색및업로드 – Library



Notice공지사항
목록 및 댓글

분석 내용
 목록

 검색

 디테일

 댓글

 대댓글

 게시글 수정

02 공지사항목록및댓글 – Notice



Notice공지사항
목록 및 댓글

검색
1. 검색 조건을 적용 (제목+파일명, 제목, 파일명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게 적용

2. 검색 창에 작성한 내용을 최신순으로 검색하게

적용

3. 검색 완료 시 상단에 몇 개의 자료가 검색

되었는지 알림 창으로 알려주게 적용

4. 푸터(Footer) 적용

02 공지사항목록및댓글 – Notice



Notice공지사항
목록 및 댓글

댓글
1. 댓글 창 적용 (내용 작성 후 등록 버튼 클릭 시

댓글 적용)

2. 펜 모양 아이콘 클릭 시 댓글 수정 가능하게 적용

3. 휴지통 모양 아이콘 클릭 시 삭제 기능 적용

4. 목록 모양 아이콘 클릭 시 목록으로 이동하게

적용

5. 푸터(Footer) 적용

02 공지사항목록및댓글 – Notice



Notice공지사항
목록 및 댓글

대댓글
1. 대댓글 수정 창 적용 (수정 할 내용 작성 후

수정 버튼 클릭 시 수정 적용)

2. 댓글 아이콘 클릭 시 대댓글 적용

3. 펜 아이콘 클릭 시 글 수정 적용

4. 휴지통 아이콘 클릭 시 댓글 삭제 적용

5. 댓글창 에 댓글 작성 등록 및 개인 계정 사용 시

삭제 가능

6. 푸터(Footer) 적용

02 공지사항목록및댓글 – Notice



Notice공지사항
목록 및 댓글

대댓글
1. 대댓글 수정 창 적용 (수정 할 내용 작성 후

수정 버튼 클릭 시 수정 적용)

2. 댓글 아이콘 클릭 시 대댓글 적용

3. 펜 아이콘 클릭 시 글 수정 적용

4. 휴지통 아이콘 클릭 시 댓글 삭제 적용

5. 댓글창 에 댓글 작성 등록 및 개인 계정 사용 시

삭제 가능

6. 푸터(Footer) 적용

02 공지사항목록및댓글 – Notice



Notice공지사항
목록 및 댓글

대댓글
1. 대댓글 수정 창 적용 (수정 할 내용 작성 후

수정 버튼 클릭 시 수정 적용)

2. 댓글 아이콘 클릭 시 대댓글 적용

3. 펜 아이콘 클릭 시 글 수정 적용

4. 휴지통 아이콘 클릭 시 댓글 삭제 적용

5. 댓글창 에 댓글 작성 등록 및 개인 계정 사용 시

삭제 가능

6. 푸터(Footer) 적용

02 공지사항목록및댓글 – Notice



Notice공지사항
목록 및 댓글

02 공지사항목록및댓글 – Notice

게시글 수정
1. 목록 / 수정 / 삭제 아이콘 기능 적용

2. 작성자는 고정으로 출력되게 적용

3. 제목 작성 필요하게 설정

4. 내용에서는 글꼴, 폰트 크기, 정렬 등 여러 가지

텍스트 작성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적용

5. 푸터(Footer) 적용



Notice공지사항
목록 및 댓글

게시글 수정

02 공지사항목록및댓글 – Notice

1. 목록 / 수정 / 삭제 아이콘 기능 적용

2. 작성자는 고정으로 출력되게 적용

3. 제목 작성 필요하게 설정

4. 내용에서는 글꼴, 폰트 크기, 정렬 등 여러 가지

텍스트 작성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적용

5. 푸터(Footer) 적용



Q&AQ&A 페이지
업로드 및 글 수정

분석 내용
 목록

 게시글 업로드

 검색

 디테일

 댓글

 대댓글

 게시글 수정

02 Q&A 페이지업로드및글수정 – Q&A



Q&AQ&A 페이지
업로드 및 글 수정

02 Q&A 페이지업로드및글수정 – Q&A

게시글 업로드
1. 업로드 버튼 클릭 시 업로드 디테일로 이동

2. 제목 작성 필요하게 설정

3. 내용에서는 글꼴, 폰트 크기, 정렬 등 여러 가지

텍스트 작성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적용

4. 저장 버튼 클릭 시 업로드 되게 설정 및 적용



Q&AQ&A 페이지
업로드 및 글 수정

게시글 업로드

02 Q&A 페이지업로드및글수정 – Q&A

1. 업로드 버튼 클릭 시 업로드 디테일로 이동

2. 제목 작성 필요하게 설정

3. 내용에서는 글꼴, 폰트 크기, 정렬 등 여러 가지

텍스트 작성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적용

4. 저장 버튼 클릭 시 업로드 되게 설정 및 적용



Q&AQ&A 페이지
업로드 및 글 수정

검색
1. 검색 조건을 적용 (제목+파일명, 제목, 파일명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게 적용

2. 검색 창에 작성한 내용을 최신순으로 검색하게

적용

3. 검색 완료 시 상단에 몇 개의 자료가 검색 되었는지

알림 창으로 알려주게 적용

4. 푸터(Footer) 적용

02 Q&A 페이지업로드및글수정 – Q&A



Q&AQ&A 페이지
업로드 및 글 수정

댓글
1. 댓글 창 적용 (내용 작성 후 등록 버튼 클릭 시

댓글 적용)

2. 펜 모양 아이콘 클릭 시 댓글 수정 가능하게

적용

3. 휴지통 모양 아이콘 클릭 시 삭제 기능 적용

4. 목록 모양 아이콘 클릭 시 목록으로 이동하게

적용

5. 푸터(Footer) 적용

02 Q&A 페이지업로드및글수정 – Q&A



Project
Q&A
Time

질문시간



질문있으신가요?
END

03 질문시간 – Project Q&A Time



감사합니다 !
END

03 질문시간 – Project Q&A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