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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간 서비스 소개 프로젝트 개요
기술상세

사용자 서비스

기술상세

관리자 서
▶▶ ▶

CONTENTS 50% 

13Week제작기간

시연

Check
Plannig Front-end Data-base Back-end



제작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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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작업내용

Planning & Front-end 를 주로 담당 했습니다. 이성근

작업내용

Date-base & Back-end 및 APP 연동을 담당했습니다.

Planning

Concept contents

Front-end

HTML+CSS jQuery Bootstrap

Javascript Ajax HandleBar

Date-base

MySQL

Back-end

NodeJS Cordova

Month          7                            8 9                           10                             

1weeks

3weeks

4weeks

3weeks

Test & Dberg



기획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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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해외를 나가는 여행자 수 증가

3. 실시간으로 변하는 여행정보를
얻고 신뢰성 있는 앱 서비스를 하고자 함,.

2. 여행자들 간에 커뮤니티를 생각함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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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프로젝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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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table 구성

Member: 회원테이블

bbs_document: 게시판 테이블

bbs_comment: 댓글 테이블

bbs_file : 첨부 파일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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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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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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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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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명세표



Us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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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Login

회원가입 : 사용자의 정보를 받
아 회원가입함.

비밀번호 재설정 : 사용자의
아이디(이메일)를 입력받아
이메일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전송 재발급

탈퇴하기 : 탈퇴 버튼을 누르면
즉시 탈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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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sign up

우편번호 찾기 : 우편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면 주소 검색창이 나
옴.

가입하기 : 사용자의 정보가 입
력되고 버튼을 누르면 가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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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Login

로그인 controller
Login before view

Login after view



POWER POINT PRESENTATION

Page 1

pptbizcam.co.kr

기능 상세 sign up

Sigin up controller Sign u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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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document

글 목록 : 글 목록의 제목을 누르
면 게시글을 볼수있음.

글쓰기 :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 작성을 위한 페이지가 나
옴.

수정 하기: 게시글에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글을 수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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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document

게시판 controller 게시판 목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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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document

게시판 view 게시판 갤러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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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comment

덧글 쓰기 : 덧글을 쓰고 저장버
튼을 누르면 덧글 게시

덧글 수정 : 수정 버튼을 누르면
덧글 수정 창이 나오고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 후 수정

덧글 삭제 : 삭제 버튼을 누르면
덧글 삭제 창이 나오고 한 번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덧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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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comment

덧글 controller
덧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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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세 comment

덧글 수정 view 덧글 삭제 view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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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s and

Answ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