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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오늘날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가면서 연극, 음악회, 뮤지컬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공연 예매 시스템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관리자와 사용자 기능이 분

리되어 구현하였다. 관리자는 회원 관리, 공연 관리, 예매 관리 기능을 갖으며 사용자는 회원가입하고, 로그

인 후 공연 및 좌석 예매를 할 수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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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개발 시스템은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연극 공연을 한 웹사이트에서 모아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본 시스템은 스프링 프레임워

크를 기반으로 MariaDB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관리자

와 사용자로 구분하였으며, 관리자는 회원관리, 공연관리, 예매관리 

기능을 갖으며, 사용자는 회원가입, 로그인, 공연 및 좌석 예매 기능을 

가지고 있다.

II.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2.1 시스템 설계

2.1.1 시스템 구성도

본 개발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예매내역 조회 및 취소, 공연 및 좌석 

선택을 통한 공연 예매를 할 수 있다.

Fig. 1. 사용자 웹 구성도

관리자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 관리, 공연관리, 예매관리 

기능을 가진다. 회원 목록을 조회하여 회원을 삭제할 수 있고 공연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예매 목록을 통해 예매 삭제를 할 수 

있다.

Fig. 2. 관리자 웹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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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RD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상품, 장소, 공연 일정, 

예약, 상품 이미지, 카테고리, 회원, 좌석의 총 8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Fig. 3. ERD

2.1.3 DFD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11개의 프로세스와 5개의 

데이터 저장소, 2개의 엔티티로 구성되어 있다.

Fig. 4. DFD

2.2 구현

본 시스템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MVC(Model View Controller)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여 

구현된다. 톰캣 v9.0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해 공연, 예매, 

회원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한다.

2.3 개발 환경

시스템 개발 환경

OS Window 10

사용언어 Java (jdk1.8)

웹 프레임워크 Spring Framework

데이터베이스 MariaDB

웹컨테이너 Tomcat v9.0

Table 1. 시스템 개발환경

2.4 실행화면

그림 5는 시스템의 메인 화면이다. 그림 5에서는 상단은 로그인, 

회원가입, 예매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연극 카테고리를 누르면 해당 공연 리스트로 이동한다.

Fig. 5. 메인화면

그림 6은 시스템의 좌석 선택 화면이다. 각 공연의 회차 별로 

좌석표가 다르며 이미 예매된 좌석은 선택이 불가하다.

Fig. 6. 좌석 선택 화면

III. 결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공연 예매 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합하여 예매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는 웹만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지만 추후 반응형 웹으로 

확장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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