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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문화앱 콘텐츠제작 (냉장고를살려줘)



제목 : SOS Refrigerator(냉장고를살려줘)

앱 기획 배경 설명

주제 : 냉장고속의식자재와앱에등록된레시피의데이터마이닝을통한상호관리

분야 : 식품 / 요리

운영체제 : iOS9.x이상 / Android4.1이상

필요성 : 식자재의효과적관리및매일식단고민에대한해결방법제시

차별성 : 기존다수의냉장고관련어플, 웹은식자재상세기입을 통한관리에중점을두고
레시피정보의어플은다양하고새로운레시피의 추천이나요리방법에 대한
정보를다룸

SOS Refrigerator 어플은두가지의기능을간편하게구현하여
보관하고있는식자재의쉬운관리와그에따른추천레시피를제공하고
여러커뮤니티게시판을 이용하여의견공유를 통한자체발전시스템에
중점을둠

제작기간 : 3개월 / 2017 . 06 . 17  ~  2017 . 09 . 22

주소비타겟 : 주부, 신혼부부, 혼자사는사람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냉장고를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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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고춧가루 소 금

돼지고기 김 치 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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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획 배경 설명



프로젝트 진행 계획



서비스 개요(사용자)



서비스 개요(관리자)



Databases



Category Table

TableName category

Description 식자재(재료) 카테고리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category_name varchar(200) NOT NULL 식자재카테고리명

3 cool int(11) NULL
냉장상태의최대보관일수

4 freeze int(11) NULL
냉동상태의최대보관일수

5 r_temp int(11) NULL 실온상태의최대보관일수

6 file_dir varchar(255) NULL 카테고리별이미지경로



Free_board Table

TableName free_board

Description 자유게시판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f_title varchar(45) NOT NULL 자유게시판게시글제목

3 reg_date datetime NOT NULL 자유게시판게시글등록일자

4 f_content text NOT NULL 자유게시판게시글내용

5 scrap_total int(11) NOT NULL 스크랩수

6 comment_total int(11) NOT NULL 댓글수

7 edit_time datetime NULL 수정일자

8 members_id_int int(11) NULL MUL 사용자일련번호



Free_comment Table

TableName free_comment

Description 자유게시판댓글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reg_date datetime NOT NULL 자유게시판댓글등록일자

3 f_c_comment text NOT NULL 자유게시판댓글내용

4 edit_time datetime NULL 댓글수정일자

5 members_id_int int(11) NULL MUL 사용자일련번호

6 free_board_id_int int(11) NOT NULL MUL 자유게시판일련번호



Free_file Table

TableName free_file

Description
자유게시판등록시파일첨부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origin_name varchar(225) NOT NULL 자유게시판관련사진첨부원본이름

3 file_dir varchar(225) NOT NULL 첨부파일경로

4 file_name varchar(225) NOT NULL 파일의 MIME type

5 reg_date datetime NULL 첨부파일등록일자

6 edit_date datetime NULL 첨부파일수정일자

7 free_board_id_int int(11) NULL MUL 자유게시판일련번호



TableName f_scrap

Description 회원별자유게시판스크랩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free_board_id_int int(11) NOT NULL MUL 자유게시판일련번호

2 members_id_int int(11) NULL MUL 사용자일련번호

F_scrap Table



TableName ingredient

Description 재료관리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ingr_name varchar(200) NOT NULL 식자재명

3 reg_date datetime NULL 등록일

4 edit_date datetime NULL 수정일

5 category_id_int int(11) NOT NULL MUL 식자재카테고리일련번호

Ingredient Table



TableName members

Description 회원가입및정보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user_email varchar(150) NOT NULL 사용자이메일주소

3 real_name varchar(100) NOT NULL 사용자실명

4 user_name varchar(100) NOT NULL 사용자아이디

5 user_pw varchar(150) NOT NULL 사용자비밀번호

6 id_number varchar(45) NOT NULL 사용자주민등록번호

7 user_image varchar(255) NULL 사용자메인사진

8 phone_number varchar(45) NOT NULL 사용자핸드폰번호

9 reg_date datetime NOT NULL 사용자가입일자

10 edit_date char(4) NULL 회원정보수정일자

11 alert_msg varchar(45) NULL 알람메시지설정상태

12 timer int(11) NULL 알림받을재료보관일수선택

13 nick varchar(255) NOT NULL 사용자닉네임

14 birthdate datetime NULL 사용자생년월일

15 tokenkey varchar(255) NULL 사용자기기고유번호

members Table



TableName my_refrigerator

Description 내냉장고의재료등록및재료관리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reg_date datetime NOT NULL 식자재등록일자

3 expiration_date int(11) NULL 식자재유효기간만료일자

4 edit_date datetime NULL 식자재수정일자

5 notice text NULL 식자재관련메모

6 temp char(1) NOT NULL
식자재보관상태설정

7 ingredient_id_int int(11) NOT NULL MUL 재료일련번호

8 members_id_int int(11) NULL MUL 사용자일련번호

9 category_id_int int(11) NOT NULL MUL 식자재카테고리일련번호

My_refrigerator Table



TableName notice

Description 공지사항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subject varchar(100) NOT NULL 공지사항제목

3 name varchar(100) NOT NULL 관리자

4 c_content text NOT NULL 공지사항내용

5 reg_date varchar(45) NOT NULL 공지사항등록일자

6 edit_time datetime NULL 공지사항수정일자

notice Table



TableName qa

Description 질문게시판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q_subject varchar(45) NOT NULL 질문제목

3 q_content text NOT NULL 질문내용

4 reg_date datetime NOT NULL 질문등록일자

5 edit_date datetime NULL 질문수정일자

6 members_id_int int(11) NULL MUL 사용자일련번호

qa Table



TableName qa_comment

Description 질문답변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name varchar(100) NULL 관리자

3 q_c_content text NOT NULL 답변내용

4 reg_date datetime NOT NULL 답변등록일자

5 edit_date datetime NULL 답변수정일자

6 qa_id_int int(11) NOT NULL MUL 질문일련번호

7 members_id_int int(11) NOT NULL MUL 사용자일련번호

Qa_comment Table



TableName recipe_board

Description 레시피게시판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recipe_name varchar(255) NOT NULL 레시피명

3 reg_date datetime NOT NULL 레시피등록일자

4 edit_date datetime NULL 레시피수정일자

5 r_content text NOT NULL 레시피조리방법

6 scrap_total int(11) NOT NULL 스크랩수

7 comment_total int(11) NOT NULL 댓글수

8 shown char(1) NULL 신청레시피등록확인

9 members_id_int int(11) NULL MUL 사용자일련번호

10 ingredient_id_int int(11) NOT NULL MUL 재료일련번호

11 r_category_id_int int(11) NOT NULL MUL 레시피카테고리일련번호

12 people int(11) NOT NULL 레시피별인분

Recipe_board Table



TableName recipe_comment

Description 레시피게시판댓글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reg_date datetime NOT NULL 레시피관련댓글등록일자

3 r_c_comment text NOT NULL 레시피관련댓글

4 edit_date datetime NULL 댓글수정일자

5 members_id_int int(11) NULL MUL 사용자일련번호

6 recipe_board_id_int int(11) NOT NULL MUL 레시피글일련번호

Recipe_comment Table



TableName recipe_file

Description 레시피등록시사진첨부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origin_name varchar(225) NOT NULL
레시피등록관련사진첨부원본이름

3 file_dir varchar(225) NOT NULL 파일저장경로

4 file_name varchar(225) NOT NULL 파일의 MIME type

5 reg_date datetime NULL 사진등록일자

6 edit_date datetime NULL 사진변경일자

7 recipe_board_id_int int(11) NULL MUL 레시피글일련번호

Recipe_file Table



TableName recipe_ingr

Description 레시피별등록된재료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recipe_board_id_int int(11) NOT NULL MUL 레시피글일련번호

3 ingredient_id_int int(11) NOT NULL MUL 재료일련번호

Recipe_ingr Table



TableName r_category

Description 레시피카테고리관련테이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id_int int(11) NOT NULL PRI auto_increment 일련번호

2 r_c_name varchar(150) NOT NULL 레시피카테고리명

3 reg_date datetime NULL 등록일자

4 edit_date datetime NULL 수정일자

R_category Table



TableName r_scrap

Description 회원별레시피스크랩관련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recipe_board_id_int int(11) NOT NULL MUL 레시피글관련일련번호

2 members_id_int int(11) NULL MUL 사용자일련번호

R_scrap Table



TableName sessions

Description 클러스터관련세션저장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session_id varchar(128) NOT NULL PRI

2 expires int(11) unsigned NOT NULL

3 data text NULL

Sessions Table



TableName sessions

Description 클러스터관련세션저장테이블

No FieldName DataType Null Key Extra Comment
1 session_id varchar(128) NOT NULL PRI

2 expires int(11) unsigned NOT NULL

3 data text NULL

Sessions Table



발표 진행 순서

세부적인 작업 과정과 소스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알기 쉽게 시뮬레이션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세부 코드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발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

구현 기능

등록레시피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Q&A 게시판

게 시 판

카테고리별
보기

스크랩

댓글

레시피 신청
(글쓰기, 

Cordova사진게시)

분류별
레시피 검색

스크랩 레시피
모아보기

작성한 레시피
모아보기

스크랩

댓글

게시글 작성
(글쓰기, 

Cordova사진게시)

스크랩 게시글
모아보기

작성한 게시글
모아보기

레시피 수정,
삭제

게시글 수정,
삭제

공지사항 작성
(관리자만)

수정 및 삭제
(관리자만)

게시글 보기
(관리자, 사용자)

문의사항 작성
(사용자별)

댓글
(관리자, 작성자)

로그인

로그아웃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회원탈퇴

추천메뉴
재료별
%매칭

추천메뉴
최신순

냉장고
재료등록

냉장고
재료

보관기간
설정

수정,삭제

알람기능



시작화면

앱 시뮬레이션발표 진행 순서



앱 시뮬레이션

정보기입후회원가입



앱 시뮬레이션



앱 시뮬레이션

가입한아이디와비밀번호를 입력하여로그인



앱 시뮬레이션

각레시피클릭시
세부정보사항을
확인할수있다.

냉장고상세보기
페이지이동

로그인후메인화면에서
최근등록된순대로
레시피를볼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방금회원가입을 한상태라개인냉장고속식자재를
등록해본다.

재료보관상태를 선택하고원하는재료를검색한다.



앱 시뮬레이션

등록된재료는나의목록에노출되게되고
카테고리별(전체, 육류, 채소, 과일등등)
로구분하여 볼수도있다.

등록된재료를클릭시각재료의상세정보를볼수있다.

재료별보관방법에 따른내장보관기간을 임의로
정하거나보관방법을수정할 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메인화면으로돌아와보면
등록된재료가내냉장고에
간략하게보여지고
하단의추천메뉴가레시피의
재료와나의재료를매칭시켜
높은순대로보여진다.

각레시피를클릭하여상세보기
를해보면내가가지고있는
재료는파란색으로표시가되어
있고그에따른 %가계산이되어
있는것을알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여러재료를등록하여 보관기간을 선택하여보면
카테고리별(육류, 채소, 해산물, 과일등등) 에따라
재료의배경과테두리색깔이구분되고

보관기간에 따라보관기간색깔이구분된다.

각재료를클릭하면클릭한재료의정보를
확인해볼수있다.

하단의커뮤니티 버튼을클릭하여등록게시판으로 이동



앱 시뮬레이션

등록게시판 또한
카테고리별(전체, 한식, 양식, 일식등등) 으로구분하여
볼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원하는레시피를 검색하고싶을때하단의검색버튼을
클릭한다.

카테고리(제목, 작성자, 내용, 전체)를선택하고
검색을할수있다.

Keyup 이벤트를받아검색창에 입력할때마다
레시피데이터를검색하여최대 10 개까지목록을띄워준다.

Search 버튼을클릭하면검색어와 연관된모든레시피를
볼수있다.

레시피명에 ‘기’ 가포함되어있는 모든레시피를보여준다.

검색카테고리를 전체로설정한경우
‘내용별’, ‘작성자별’, ‘제목별’ 로표시가된목록들을
최대 10개까지보여준다.

Search 버튼을클릭하면
제목, 내용, 작성자를포함하여 ‘기’가포함이되어있는
모든레시피를보여준다.



앱 시뮬레이션

레시피를등록하고 싶을때는하단의커뮤니티클릭후
신청레시피에서 레시피를작성할수있다.

작성할레시피의 재료를등록하기위해카테고리내
검색을클릭하여 재료를등록할수있다.

원하는재료가없을때재료신청을 클릭하여
재료를등록시킬수있다.

등록시킨재료는카테고리내검색에서확인할수있다.

또한직접검색을 클릭하여재료를직접검색하여
등록할수도있다.



앱 시뮬레이션

직접검색을통해서도방금신청한재료를확인하여
등록할수있다.

등록된재료는바로신청레시피란에등록이된다.

이러한방식으로레시피에필요한재료들을등록

요리방법을세세하게작성하고하단의카메라나라이브러리
버튼을클릭하여요리에어울리는사진들을고를수있다.

등록한사진은바로확인할수있으며 x버튼을눌러삭제하고
재등록할수있다.

완료버튼을눌러레시피신청을하면
레시피상세보기에서내용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등록레시피화면에서는방금신청한레시피를
확인할수없다.



앱 시뮬레이션

완성도있는레시피를
제공하기위해
관리자페이지를제작하여
사용자가신청한레시피를
관리할수있게하였다.

관리자페이지의
레시피관리에서보면
미등록된레시피에
방금신청한레시피가
등록되어있는것을
확인해볼수있다.

관리자는사용자가신청한
레시피를검사하여적합한
지여부를판단하고수정을
하거나사용자에게댓글을
남겨보완사항을공지할수
있다.



앱 시뮬레이션

적합한레시피라면
관리자는저장하기버튼을
눌러레시피를등록시킨다.

등록시킨후미등록칸에는
신청레시피가사라진다.

등록칸을보면방금등록한
레시피가최근에나타나
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사용자가신청직후의
등록게시판

관리자가등록해준이후
등록게시판



앱 시뮬레이션

메인화면에서도가지고있는재료와매칭되어추천레시피에
나타날수있다.

레시피에대한정보를공유하거나사용자의커뮤니티공간을
위하여자유게시판을활용할수있다.

신청레시피를작성하는법과유사하게게시판을작성할수
있으며

작성된게시글은바로등록이되어사용자에게보여준다.

각게시판글우측의아이콘을클릭할시
본인이작성한글이아니라면신고버튼이생성되고

본인이작성한글이라면수정, 삭제를할수있는버튼이생성된다.

수정버튼을클릭할시작성내용이나사진등을수정할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삭제버튼을눌러작성한게시판을삭제할수있다.

등록게시판과마찬가지로하단의검색버튼을클릭하여
자유게시판내의글을검색할수있다.

제목카테고리를선택한후 ‘비’라는내용을검색하면
Keyup이벤트를통해제목에 ‘비’가포함된글을최대 10개까지
미리보기로보여준다.

Search 버튼을클릭하면제목에 ‘비’가포함된모든자유게시판
내의글을보여준다.

하단의내정보버튼을눌러회원의개인정보를확인하거나
수정할수있는페이지로이동



앱 시뮬레이션

내정보->회원정보수정페이지
회원의프로필이미지
비밀번호등의정보를수정



앱 시뮬레이션

내정보->내자유게시글
본인이작성한모든
자유게시글을볼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내정보->내레시피
본인이작성한모든
신청레시피와
등록된레시피를
볼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내정보->내스크랩
본인이스크랩한게시물을
레시피별, 자유게시판별로
볼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내정보->회원탈퇴에서
회원탈퇴를할수있고

회원탈퇴후회원의모든
정보는탈퇴회원으로바뀌어
작성했던레시피나자유게시판
글, 댓글은그대로유지된다.



앱 시뮬레이션

내정보상단의설정버튼을클릭하여설정페이지로이동



앱 시뮬레이션

설정페이지
- 관리자의공지사항
- 재료보관기간에따른알림여부및시간설정
- 문의사항을등록할수있는 Q&A
- 로그아웃



앱 시뮬레이션

설정 -> 공지사항

관리자페이지에서관리자가
작성한공지사항목록으로
관리자만이작성, 수정, 삭제
를할수있다.

사용자는공지사항칸에서
공지사항들을확인하고

공지사항별세부사항을
확인할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설정 -> Q&A

사용자별로문의사항글을
작성할수있다.

작성된글은
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다.

관리자는댓글로문의내용에
따른답변을할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설정 -> Q&A

사용자는댓글의여부를
확인할수있고

댓글을확인하여다시
댓글을작성하는방식으로
관리자와소통할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설정 -> 로그아웃

로그아웃을할수있다.



앱 시뮬레이션

설정 -> 알림

알림페이지에서는
알림수신여부를
설정할수있다.

수신여부를 OK로바꾸면
재료보관기간별
알림시간을설정할수있다

보관기간이 5일이하
남은재료를
17시 15분에메시지를
받을수있게설정

어플을종료한상태에서
알림시간까지대기

설정한시간이되면
상단에알림메시지도착

메시지를확인하면
보관기간이 5일이하
남은재료가 3개있다는
메시지를확인할수있다.



앱 시뮬레이션소스코드 분석하기

프로젝트진행과정에서좋은프로젝트를완성하기위해가장중요하다고
느낀부분은 HTML5, CSS,  Nodejs로 sql 쿼리를이용하여기초적인 DataBase를
JSON  데이터로추출하여프론트엔드에서활용하는것뿐아니라

Sql 쿼리를기본적으로추출가능한데이터외에프로젝트에서필요한
데이터들을가공하여 JSON  데이터로추출하는것.



소스코드 분석하기

Description

사용자가 레시피를 신청하기

위한 페이지이며, 레시피 카테 고리,

요리명, 인분, 재료, 조리 방법,

사진을 입력할 수 있다.

레시피 신청 페이지



소스코드 분석하기

레시피 신청 페이지

프론트엔드로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form태그 구성Step 1
레시피
카테고리

요리명

인분

재료

조리방법

사진첨부



소스코드 분석하기

AJAX 통신으로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백엔드로 전달한다.Step 2

Validate플러그인으로
유효성검사를 실시

Validate의 경우
submitHandler로
form태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한 레시피에 등록하는
재료는 여러 개 일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고유 primary키 아이
디 값으로 재료 수 만
큼 input 태그를 생성
하여 그 id_int 값을
백엔드로 전달한다.

레시피 신청 페이지



소스코드 분석하기

AJAX  통신으로 전달받은 파라미터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Step 3

레시피명 중복검사

카테고리, 레시피명,
인분, 조리방법 저장
및 shown 컬럼에 N을
강제 저장하여 신청
레시피와 등록레시피
를 구분해준다.

배열로 입력받은 재료
는 for문을 통해 배열
의 길이만큼 반복하여
input 값을 생성하고

쿼리문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한다.

레시피 신청 페이지



소스코드 분석하기

AJAX  통신으로 전달받은 파라미터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Step 3

앞서 업로드 된 파일
의 레시피 번호를 업
데이트 시켜준다.

다음 페이지 이동에
필요한 레시피 번호와
닉네임 값을 프론트로
전달해 준다.

레시피 신청 페이지



소스코드 분석하기

Description

레시피 등록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검색할 수 있다.

뒷편 냉장고 에서 재료등록쪽에서
자세히 설명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직접검색



소스코드 분석하기

직접검색에 필요한 프론트엔드 소스Step 1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직접검색
A태그 내 href 에 입
력 되어있는
ingr_search.html 페이
지를 찾아서
bootstrap 모달에 넣
어준다.

Ingr_search.html

Bootstrap modal

재료검색에 필요
한 keyword를 받
는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프론트엔드에서 전달받은 keyword, page 파라미터로 pageinfo, 재료이름, 재료번호 추출Step 2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직접검색

Keyword와 연관된
재료이름을 카운트
하여 getpageinfo
함수를 이용해 페
이지 정보를 전달
한다.

Keyword와 연관된
재료이름과 재료
번호를 전달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백엔드에서 추출한 JSON 결과Step 3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직접검색

“고” 와 관련된 재료이름과 재료번호

“고” 와 관련된 재료 개수와 관련한
페이지 정보



소스코드 분석하기

백엔드에서 추출한 JSON을 AJAX 통신으로 받아와 handlebar에 적용 및 무한스크롤 구현Step 4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직접검색

Keyword와 관련된 재료가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
하여 handlebar에 적용하고
이를 find_ingr함수로 정의한
다.

Keyword를 백엔드에 전달하는 소스

모달창의 스크롤이 맨 밑에 도착한다
면 find_ingr함수를 호출하여 다음 페
이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불러온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재료추가

Description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재료를 추가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재료추가

선택버튼을 클릭한 경우 선택된 재료가 체크박스 형태로 나타난다.Step 1

선택한 재료의 번호르
받아와 하단의 백엔드로
전달하여 다시 재료의
번호 및 재료이름을 받
아와서 재료 신청 페이
지에 체크박스로 넣어준
다.

넣어주는 과정에서 재료
신청페이지의 재료 체크
박스를 배열로 추출하여
반복문을 통해 지금 선
택한 재료와 중복된 것
이 없는지 검사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카테고리내 검색

Description

재료 카테고리별로 재료를 검색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카테고리내 검색과 관련된 프론트엔드 소스Step 1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카테고리내 검색

카테고리내 검색 버튼
클릭시 하단의 모달창이
열린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2차 드롭다운 적용 및 선택재료 레시피 신청 페이지에 넣기Step 2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직접검색

사용자가 선택한 재료 카테
고리 번호를 백엔드에 전달
하여 관련된 재료데이터를
받아와 재료 드롭다운에 넣
어준다.

재료 선택 과정은 직접검색
과 동일하다.

체크박스가 체크된 id_int
를 배열값으로 저장



소스코드 분석하기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재료신청

Description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재료신청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재료신청 모달Step 1

재료신청 버튼을 클릭하
면 재료신청과 관련된
하단의 모달창이 열린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직접검색

AJAX 통신으로 재료명 전달 및 백엔드에서 재료명 데이터 저장Step 2

재료등록 버튼 클릭시
재료명이 하단의 백엔드
로 전달된다.

재료명 중복검사.

중복된 재료가 없다면
재료컬럼에 재료명 추가



소스코드 분석하기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카메라 및 갤러리 사진첨부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Description

카메라 및 갤러리를 통해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cordova plugin을 활용한 카메라 및 갤러리 관련 사진첨부Step 1

카메라 및 갤러리
버튼.

웹에서 작동하는 input
태그의 file과는 달리
카메라와 갤러리 관련
핸드폰 기기의 고유 기
능을 사용하기 위해
Cordova플러그인을 활
용하여 핸드폰에서 사
진을 선택하였을때 사
진의 경로를 받아오고
그 경로를 백엔드에 전
달하여 파일 업로드를
진행함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카메라 및 갤러리 사진첨부



소스코드 분석하기

경로를 해당 서버에 전달
(뒷편에서 언급)하여 사진을
업로드하고 다시 사진의
경로와 사진 번호를 받아
와 ckeditor 및 img태그에
경로값을 전달하여 레시피
신청페이지에 띄워준다.

cordova plugin을 활용한 카메라 및 갤러리 관련 사진첨부Step 1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카메라 및 갤러리 사진첨부



소스코드 분석하기

카메라 버튼 클릭시 핸드폰
카메라를 호출하는 함수

갤러리버튼 클릭시 핸드폰
갤러리를 호출하는 함수

사진의 삭제 버튼 클릭시 해
당 사진번호를 받아와 사진
을 삭제하는 함수

cordova plugin을 활용한 카메라 및 갤러리 관련 사진첨부Step 1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카메라 및 갤러리 사진첨부

사진을 서버에 저장하는 과정에
서 용량이 큰 사진의 경우
thumbnail 에러가 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저장시 사진의 크기를 줄여서
저장하였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백엔드로 사진 저장 및 사진번호 / thumbnail 파일 생성 및 프론트로 전달Step 2

사용자가 사진을 선택했을
때 경로를 받아와 백엔드에
서 먼저 upload폴더에 사진
을 저장한다.

파일 경로와 관련하여 원본
이름, 경로, mimetype을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저장한 후 result 결과 값에
생성된 사진 번호를 넣어준
다.

Cordova로 줄여서 저장한 사
진파일을 다시한번
thumbnail 서버에 사진경로
를 전달하여 사진 용량을 줄
이고 줄인 사진을 프론트 엔
드에 전달함으로써 트래픽을
감소시킨다.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카메라 및 갤러리 사진첨부



소스코드 분석하기

전달받은 사진번호에 관련된 파일 삭제Step 2

먼저 upload 폴더에 있는 사
진을 삭제한다.

이 후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사진 정보를 삭제한다.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카메라 및 갤러리 사진첨부



소스코드 분석하기

2차 드롭다운 적용 및 선택재료 레시피 신청 페이지에 넣기Step 2

백엔드로 전달받은 사진
경로와 번호 ckeditor와
img 태그에 넣어주고 이
를 다시 append 이벤트
를 통해 html소스에 넣
어준다.

실제로 사진 경로와 사진번
호가 전달된 소스내용

레시피 신청 페이지 : 카메라 및 갤러리 사진첨부



소스코드 분석하기

레시피 신청 후 등록과정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Description

사용자가 레시피를 신청할 경우
관리자 페이지의 레시피 관리 /
미등록 카테고리로 관련 정보를
받아온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hown 컬럼의 N, Y 데이터로 미등록, 등록 레시피 구분하기Step 1

미등록, 등록 버튼으로 href
주소의 get 파라미터에 따
라 페이지가 전환된다.

레시피 신청 후 등록과정

상기 파라미터를 백엔드에
전달하여 미등록의 경우
shown컬럼에 N을 포함하
고 있는 레시피 데이터를,
등록의 경우 Y를 포함하고
있는 레시피 데이터를 불러
온다.

등록레시피의 테이블



소스코드 분석하기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Shown 컬럼의 N, Y 데이터를 구분하여 레시피 데이터 불러오기Step 2
Shown 값에 따른 레시피
데이터를 추출하는 벡엔드

레시피 신청 후 등록과정

백엔드로 불러온 json 결과값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3

레시피 신청 후 등록과정

관리자는 사용자가 신청한 레시피를 클릭하면 레시피 정보를 수정 및 확인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Step 4

레시피 신청 후 등록과정

백엔드에서 레시피 정보 업데이트.

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저장
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사진
이 등록된 경우 먼저 upload폴더
에 사진파일을 추가하고 레시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shown 컬
럼의 데이터를 N -> Y로 수정한
이후에 사진 데이터를 데이터 베
이스에 저장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레시피 신청 후 등록과정

만약 삭제될 파일이 선택되었다
면 upload폴더에서 remove_file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사진번호
를 파라미터로 전달 받아 사진의
경로를 조회한 후 파일을 삭제하
고 이 후 데이터 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Step 4 백엔드에서 레시피 정보 업데이트.



소스코드 분석하기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Step 5

레시피 신청 후 등록과정

관리자가 확인한 레시피는 등록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원하는 재료가 없는 경우 재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레시피 페이지 : 매칭재료 구분하기

Description

사용자가 등록한 재료와 레시피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비교하여
매칭되는 재료는 파란색, 아닌 재료는
흰색으로 나타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등록레시피 페이지 : 매칭재료 구분하기

Step 1 재료를 불러올 백엔드 소스.

세션값을 통해 로그인 여부를 검
사한 후 로그아웃 상태이면 레시
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조회한다.

로그인 중일 경우 멤버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 레시피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일치하는 재료만 불러온다.

로그인 중일 경우 레시피가 가지
고 있는 재료 중 not in 조건을
통해 좌측 하단의 공통재료를 제
외한 나머지 재료를 불러온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등록레시피 페이지 : 매칭재료 구분하기

Step 1 백엔드를 통해 추출한 JSON추출 결과 및 그 결과를 AJAX 통신으로 받아와 템플릿에 넣는다.

일치재료 불일치재료 로그아웃시 모든재료



소스코드 분석하기

등록레시피 페이지 : 매칭재료 구분하기

Step 1 정보를 받은 템플릿을 다시 html소스로 넣어준다.

레시피 재료 관련 handlebar 템플릿

레시피 재료를 보여줄 html 소스



소스코드 분석하기

등록레시피 페이지 : 스크랩하기

Description

사용자는 마음에 드는 게시물을
스크랩 할 수 있다.

사용자 한명당 한 게시물의
스크랩 수는 최대 1개인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1 스크랩 개수/스크랩 저장/스크랩 삭제/스크랩 확인 백엔드

등록레시피 페이지 : 스크랩하기

레시피 번호를 받아와 해당
레시피의 스크랩 개수를 조회
한다.

사용자가 스크랩 버튼을 클릭
한 경우 사용자 일련번호와
해당 레시피 번호를 저장한다.

사용자가 스크랩 버튼을 다시
클릭한 경우 사용자 일련번호
와 해당 레시피 번호가 일치
하는 정보를 삭제한다.

사용자가 스크랩 버튼을 클릭
한 경우 자신이 해당 레시피
를 스크랩 정보가 있는지 조
회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2 스크랩 개수를 받아오는 함수.

등록레시피 페이지 : 스크랩하기

스크랩 개수를 받아오는 함수
를 만들어 페이지가 열릴 때
한번 호출하여 템플릿에 넣어
준다.

사용자가 스크랩 버튼을 클릭
한 경우 다시 스크랩 정보를
받아와 기존의 스크랩 버튼이
위치한 소스를 replaceWith
이벤트를 이용하여 갱신하는
함수를 정의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3 사용자가 스크랩을 했는지 유, 무를 판별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는 소스

등록레시피 페이지 : 스크랩하기

세션을 통해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고 로그인 중이면
scrap_check 백엔드와 연동하
여 본인이 스크랩을 한 경우
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 색깔
을 변동해 준다.

사용자가 스크랩 버튼을 클릭
한 경우 다시 한번
scrap_check 백엔드와 연동하
여 사용자가 스크랩한 정보를
없으면 scrap_plus, 스크랩한
정보가 있으면 scrap_delete
백엔드와 연동하여 스크랩 추
가 및 삭제하고 정보 변경시
앞서 정의한 스크랩 개수를
받아오는 함수를 사용하여 스
크랩 개수를 나타내는 부분만
replaceWith로 갱신하여 트래
픽을 감소시킨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4 사용자가 스크랩한 레시피는 내 정보 -> 내 스크랩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레시피 페이지 : 스크랩하기

사용자 일련번호를 받아와 사
용자가 스크랩한 레시피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백엔드 소스



소스코드 분석하기

Description

사용자는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다.

등록레시피 페이지 : 댓글달기



소스코드 분석하기

등록레시피 페이지 : 댓글달기

Step 1 댓글저장/댓글조회/댓글삭제 백엔드 소스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댓글관
련 정보를 저장한다.

해당 레시피의 전체 댓글을
조회한다.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클릭한
경우 해당 댓글을 삭제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등록레시피 페이지 : 댓글달기

Step 2 댓글 관련 AJAX 소스 페이지가 열릴 경우 댓글 정보를
불러온다.

사용자가 댓글을 입력한 경우 댓
글 저장 백엔드로 데이터를 전송
하고 다시 한번 댓글 관련 정보를
불러와 댓글 영역만 다시 갱신해
준다.

사용자가 댓글을 클릭한 경우 해
당 댓글의 사용자 일련번호를 받
아와 현재 로그인 중인 사용자의
일련번호와 비교하고 일치하면
댓글 삭제 백엔드에 전달하여 삭
제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등록 재료

Description

사용자별로 등록된 재료를
카테고리별(육류, 채소, 해산물, 
과일 등등)로 배경이미지와
테두리색깔을 구분하여주고

CSS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어
보관기간이 몇일 남았는지에 대한
효과를 다르게 해준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나의 냉장고재료 재료테이블 재료카테고리 회원테이블

Main 페이지 : 회원별 등록 재료

4개의 테이블을 참조하여 1번회원이 등록한 재료에 대한 목록을 추출Step 1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등록 재료

Step 2 추가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sql 구문 수정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등록 재료

Step 3 추출된 데이터를 재 가공하여 데이터 추출(사용자 설정 유통기한 추출)

사용자가 보관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으로 저장된 카테고
리별 보관기간과,
현재시간을 절대값으로
계산하여
??일 남거나 ??일 지난
데이터를
time 변수에 담는다.

프론트에서 보관기간별로
알림표시를 구분하기
위해 실수값을 계산하여
Timer 변수에 담는다.

사용자가 보관기간을
설정한 경우
설정값과 현재날짜의 ,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하여
time 변수에 담는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등록 재료

Step 3 추출된 데이터를 재 가공하여 데이터 추출(사용자 설정 유통기한 추출)

데이터를 추출한 날짜 : 09-25일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등록 재료

Step 4 추출된 백 엔드 활용하여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효과를 입힌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등록 재료

Step 5 최종 결과가 화면에 반영이 되는 모습

소스류(갈색테두리)
유통기한 없음

유통기한 강제설정가능
해산물(파란테두리)육류(주황테두리) 채소류(초록테두리)

보관기간이 0일 남았을 때 : 2초마다 빨간색, 검은색 배경 깜빡임

기타(흰색테두리)
유통기한 없음

유통기한 강제설정가능

보관기간이 1일~4일 남았을 때 : 4초마다 빨간색, 주황색 배경 깜빡임

보관기간이 지났을 때 : 0.8초마다 검정색, 회색 배경 깜빡임

보관기간이 4일~9일 남았을 때 : 초록색 배경

애니메이션 효과

보관기간이 10일 이상 남았을 때 : 파란색 배경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추천레시피

Description

로그인 중이 아닐 시

1. 등록된 레시피를
최근 순으로 10개 보여줌

로그인 중일시

1. 사용자가 등록한 식자재와
레시피에 등록된 재료를 매칭하여
높은 순서대로 10개

2. 등록된 레시피를
최근 순으로 10개 보여줌

3. 등록된 식자재가 레시피와 매칭
되는것이 없다면 최근순으로만
10개 보여줌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추천레시피

Step 1 JSON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참조 테이블 및 결과 추출

각 등록레시피에 저장된
재료들을 저장하는 테이블

사용자별 등록한 재료들을
저장하는 테이블

등록된 레시피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1

세개의 테이블을 참조하여
등록된 레시피와 회원이 등록한 재료와의
재료매칭 Data 추출

Ex)1번회원일 경우

등록레시피
id

해당레시피의
재료 총수

사용자의 등록된 재
료가 해당레시피의
재료중 몇 개를

가지고있는지의 수

Total / count*100
몇 %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여 추출

Ex) 7번 등록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6개이고
회원은 그 재료중 4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7번 레시피를 만들기
위한 재료중 66%를 보유하고 있
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추천레시피

Step 2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 해당 등록레시피 불러오기

Ingr_count 변수에 결과를 저장

Ingr_count의 boardid값으로
원하는 레시피 추출

레시피의 재료와
회원의 보유 식자재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 가 높은 순대로 데이터
추출



소스코드 분석하기

Main 페이지 : 회원별 추천레시피

Step 3 추출된 결과를 HTML5로 표현하기위한 제이쿼리, 핸들바

1. 백엔드로 Ajax 통신후 JSON 데이터 가져오기
2. HandleBar로 내용 적용시키기

화면상에 구현할 HandleBar 세부 코딩

계산된 % 데이터를 화면상에 순차적으로 구현

사용자의 식자재를 재료로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최근 등록 순 대로 10개 나열하고

사용자의 식자재를 재료로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없다면 최근 등록 순 레시피를 10개 나열한다.

사용자의 식자재를 재료로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있으면 %가 높은 순대로 최대 10개를 나열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설정 페이지 : 알림 기능

Description

알림 설정여부를 OK 로 하고

보관가능일수가 사용자 설정값
이하인 재료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알림 메시지
전송하기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1 Cordova에서 사용자가 접속한 기기의 token 키 member 테이블에 저장하기

설정 페이지 : 알림 기능

Firebase 사이트에 등록해 둔 프로젝트를 통해 “서버키”를 발급

사용자가 앱에 접속시 기기의 고유 token 값을 받아서
Token1 변수에 저장하기

사용자가 다른기기에 접속시 해당기기의 tokenkey로 바뀌며
로그아웃 시 tokenkey의 값은 Null값으로 수정된다.

토큰값을 회원 member테이블에서
등록하거나 수정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2 별도의 js파일을 생성하여 알림을 받기위한 sql과 알림내용 작성

설정 페이지 : 알림 기능

모든 사용자가 보관기간 을 설정하여 설정일 이하 남은 재료알림 받기를 설정했을 시 현재 시간이 설정시간이 되면 sql 구문이 1분마
다 반복하여 해당 되는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

11번 회원이 보관기간 30일 이하 남은 재료를 설정한
시간에 알림을 받도록 설정했을 시 설정시간이 되면
생성되는 데이터

Timer: 보관기간 알림받기 설정값
cnt: 보관기간이 30일 이하 남은 재료의 수

생성된 데이터가 있다면
토큰값이 저장된 회원에게
푸쉬알림 메시지를
뿌려준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3 작성된 별도의 js파일을 서버가 구동될 때 같이 구현되도록 require 하기

설정 페이지 : 알림 기능

Require 의 위치가 다른 곳일 경우 cpu 수에 따라 클러스터를 통해 여러 번 작동하며
동시에 여러 개의 같은 메시지를 푸쉬알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위치에 첨부하여야 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자유게시판, 등록레시피 페이지 : 검색결과 미리보기 기능

Description

1. Keyup 이벤트를 활용한 검색결과
미리보기 기능 구현

2. 등록레시피, 자유게시판 동일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1 검색어에 해당하는 검색결과 불러오는 백엔드 작성

자유게시판, 등록레시피 페이지 : 검색결과 미리보기 기능

1

2

4

1 사용자가 글을 입력하는 순간마다

2

3

3

카테고리와 입력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3 미리보기 영역을 지워준다.

4 입력값이 있다면 3번 영역을 지운 후
Free_board_preview 백엔드와 통신한다.

4

5

5 검색 결과가 있다면 핸들바를 통해 3번 영역을 갱신하고
없다면 3번 영역을 비워준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2 검색어 입력후 Search 버튼 클릭시 결과 반영

자유게시판, 등록레시피 페이지 : 검색결과 미리보기 기능

1

2 1 원하는 글을 클릭 시
그 값을 2번 영역에 반영시킨다.

Search 버튼 클릭시 카테고리 값과 검색어 입력 최종값을 게시판 또는 레시피 페이지에 get파라미터로 전달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2 검색어 입력후 Search 버튼 클릭시 결과 반영

자유게시판, 등록레시피 페이지 : 검색결과 미리보기 기능

등록레시피나, 자유게시판 페이지 내에서는 주소창에 keyword, category값이 있다면 그 값을 받아서

게시판을 보여주는 백엔드로 변수값을 전달하고
검색을 하지 않았을 경우

Null값으로 처리한다.

변수 값이 있다면 그 값에 해당하는 결과값만 도출하여 프론트로 전달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Login 페이지 : Cordova 기능 입히기

Description

1. 처음 시작페이지에서
phonegap 초기화 이벤트로
cordova 의 초기화 이벤트를
진행해 준다

2. 알림 기능이 설정 되어 있다면
이 화면에서 앞서 설명한
기기의 고유 토큰값을 받아올 수
있다.

3. 로그인 중이라면 회원의 이름으로
로그인 중 메시지가 뜨고
logout 버튼이 생성된다.

4. 로그아웃시 기기의 토큰 값을
회원의 member 테이블에서 삭제해
준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Step 1 시작페이지에서 Cordova의 기능들을 초기화 해준다.

Login 페이지 : Cordova 기능 입히기

페이지 내에서 알림 메시지를 구현하는
기능을 담고 있지만 로그아웃 시에 push 알림으로만
메시지를 보내므로 내용은 비워둠

모든페이지를 참조하는 js파일 안에 Cordova 초기화 이벤
트 함수와 모든 파일의 경로 를 Cordova용 내부 URL로
바꾸어 주는 함수를 구현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 확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이 일치하여 로그인이 허용된 후
회원이 로그인한 기기의 토큰값을 다른 회원이 가지고
있다면 다른회원의 토큰값을 null로 수정

로그인한 회원의 아이디값으로 로그인한 회원의 token값
을 현재 접속한 기기의 token 값으로 수정

만약 1번 회원이 로그인 되어있는 기기에 3번 회원이 로그인
했다면 3번회원의 token 값은 1번 회원의 token값으로
바뀌고 1번회원의 token 값은 null 값으로 수정된다.

알림 메시지는 token 값이 존재하는 회원에게만 전달되게 된다.

Login 페이지 : Cordova 기능 입히기

Step 2 로그인 시 아이디 패스워드 일치 검사 및 로그인 후 회원테이블 token값 수정



소스코드 분석하기

관리자 Login 페이지 : 관리자만이 로그인 가능하도록 구현

Description

1. 만약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로 접속할
시 관리자가 아닙니다 메시지와
함께 접속 불가

2.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

3. 모든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사용자가 접속시
페이지 이용 불가하도록 구현



소스코드 분석하기

관리자 Login 페이지 : 관리자만이 로그인 가능하도록 구현

Step 1 관리자 백엔드 페이지 구성

관리자로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입을 한 후
해당 id_int 값과 password 값을 관리자 백엔트 페이지에서
전역변수로 선언

전역변수로 설정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Callback 메시지(“관리자가 아닙니다”)와 함께 접속 불가

관리자페이지 모든 곳에서 id_to_name 이라는 백엔드를 거쳐
관리자 고유 id_int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callback 메시지와 함께 접속 불가



소스코드 분석하기

관리자 Login 페이지 : 관리자만이 로그인 가능하도록 구현

Step 2 관리자 프론트 페이지 구성

모든 관리자 html 페이지에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세션값을
받아와서
백엔드의 전역변수 관리자 id_int와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한번 더 검사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관리자 페이지 : 공지사항 등록 및 수정, 삭제

Description

1. 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공지사항을 작성하고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관리자 페이지 : 공지사항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1 공지사항 백엔드 페이지 구성 및 프론트에 적용

백엔드 페이지에서 원하는
공지사항 목록 추출

프론트페이지의 HandleBar
로 원하는 내용 불러오기

하단의 페이지 단추와 함께
글번호 제목 등록날짜 구현



소스코드 분석하기

관리자 페이지 : 공지사항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2 공지사항 글쓰기

프론트에서
작성된 글을
변수에 담아
백엔드로 전달

등록이 되었다면
등록된 글의 id_int값으로
상세보기페이지에
get 파라미터 전달

Get파라미터값으로 해당 글 조회



소스코드 분석하기

관리자 페이지 : 공지사항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3 공지사항 글수정

수정하기 버튼 클릭시 작성되어있는
내용을 백엔드에서 추출

Input 태그에 추출한 내용
을 담아준다

등록버튼 클릭시 수정된 내
역으로 update 수행



소스코드 분석하기

관리자 페이지 : 공지사항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4 공지사항 글삭제

삭제 버튼 클릭시 주소창에 get 파라이터로 보내진 id_int 값을
변수에 저장하여 해당 변수를 ajax를 통해 백엔드로 보내
변수값과 일치하는 DB를 삭제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냉장고 상세보기 페이지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식자재 등록 및 수정, 삭제

Description

1. 사용자가 등록한 모든 재료들을
보관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함께
보여준다.

2. 새로운 식자재를 등록하거나
기존 식자재의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냉장고 상세보기 페이지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식자재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1 카테고리별 재료보기(프론트엔드)

카테고리 영역 하단의 div 태크 클릭시

카테고리 클릭시 생성될 선택부분 class와
선택되지 않은 부분 class 작성

전체 카테고리부분을 기본 선택으로하고
나머지는 unselect 클래스 기본 적용

1

1

2

2 보여주는 영역을 비워줌으로써 초기화

3

3 각 카테고리영역에 selection 클래스가 적용되 있다면 클래스 삭제

4

4 각 카테고리영역에 unselection 클래스 적용

5

5 클릭한 카테고리 영역만 unselect 클래스를 삭제하고 selection클래스 적용

6

6 클릭한 카테고리 영역의 value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백엔드의 category_id_int값으로 전달



소스코드 분석하기

냉장고 상세보기 페이지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식자재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2 카테고리별 재료보기(백엔드)

Main페이지에서 재료를 보기위한 백엔드에서
카테고리별 값을 재추출하기위해 category_id_int값으로
육류별, 채소별, 해산물 별 등으로 회원이 등록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재료별 카테고리 테이블



소스코드 분석하기

냉장고 상세보기 페이지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식자재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3 카테고리별 재료보기(결과보기)



소스코드 분석하기

냉장고 상세보기 페이지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식자재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4 사용자별 식자재 수정

등록한 식자재의
보관방법, notice, 보관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냉장고 상세보기 페이지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식자재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4 사용자별 식자재 수정

클릭 시 클릭 div의 value값을 받아와
저장 방법(temp) 컬럼에 값을 저장

보관일수를 입력하면 저장 방법에 상관없이
재료 등록일자로부터 보관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일수를 보여주고
입력하지 않고 수정을 하면 보관방법에 따라
저장된 보관일수로 계산한다.

수정버튼 클릭시 수정해 주는 백엔드



소스코드 분석하기

냉장고 상세보기 페이지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식자재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5 사용자별 식자재 삭제

삭제버튼 클릭시 사용자의 해당 재료를 삭제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냉장고 상세보기 페이지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식자재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6 사용자별 식자재 등록

등록하기 위한 모달창을
호출한다.

검색한 재료를 보여주기
위해 백엔드로 ajax 통신

Handle Bar로 목록을
나열해 준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냉장고 상세보기 페이지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식자재 등록 및 수정, 삭제

Step 6 사용자별 식자재 등록

등록버튼 클릭시

사용자가 등록한 재료라면 기존 재료가 현재 날짜로 수정하여 등록이 된다.

사용자가 등록하지 않은 재료라면 현재 날짜로 신규 등록이 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회원가입 페이지

Description

1.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온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회원가입 페이지

사용자가 로그인 중인지 확인한다.

Step 1 회원가입 관련 백엔드 소스

이메일 중복검사

아이디 중복검사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1. 회원가입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온다.

Description

1. 회원의 기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페
이지



소스코드 분석하기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Step 1 회원의 정보를 불러온다.

백엔드에서 세션의 사용자 일련번
호를 불러와 관련 회원정보를 조
회한다.

백엔드에서 추출한 회원정보 json결과값

추출한 결과를 ajax통신으로 받아
와 html 소스에 넣어준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Step 2 회원이 정보를 수정한 내용을 백엔드에서 데이터 베이스에 업데이트 시킨다.

현재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 검사
한다.

이메일 중복검사를 실시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프로필 이미지 삭제 버튼을 클릭
하였다면 upload폴더에 있는 파일
을 삭제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사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하였다
면 업데이트 시킨다.

사용자가 이미지 삭제 버튼을 클
릭한 경우 기본 이미지를 저장한
다.

Step 2 회원이 정보를 수정한 내용을 백엔드에서 데이터 베이스에 업데이트 시킨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 찾기

Description

1. 아이디를 잊어버린경우 이름과 이메일
을 입력하면 아이디를 찾을 수 있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이메일이
일치하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조회
한다.

AJAX통신으로 백엔드에서 조회한
아이디 값을 받아와 alert창으로
아이디를 보여준다.

Step 1 회원이 입력한 정보로 벡엔드에서 관련 아이디 조회.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비밀번호 찾기



소스코드 분석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비밀번호 찾기

Description

1. 비밀번호를 잊어버린경우 가입시 사용
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
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송한다.



소스코드 분석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비밀번호 찾기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Step 1 가입된 회원인지 확인 및 관련 파라미터 받기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받아오고 패스워드 변수에는
get_random_string 함수를 이용하
여 임시 비밀번호를 저장한다.

구글 서버와 연동하여 이메일을
보낼 환경설정



소스코드 분석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비밀번호 찾기

Step 1 비밀번호 업데이트 후 이메일 발송

임시 비밀번호로 비밀번호를 업데
이트 한다.

비밀번호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메
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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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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