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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관리자가 영화 및 영화관을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상영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등록된 영화 및 영화관들의 정보들을 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등록된 상영 정보를 통해 

영화를 예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들은 영화를 예매할 때 현재 좌석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구현하였다.

키워드: 영화(Movie), 영화관(Theater), 예매(Reservation), 실시간 좌석 현황(Realtime Seat Status)

영화 예매 시스템
허태성O, 이태연*

O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e-mail: tshur@inhatc.ac.krO, dlxodus16@naver.com*

Movie Reservation System
Tai-Sung HurO, Tae-Yeon Lee*

ODept. of Computer Science, Inha Technical College,
*Dept. of Computer Science, Inha Technical College

I. 서론

현재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되고 있고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들도 많이 존재한다. 영화 관련 정보들을 담은 웹 사이트를 

개발하게 된다면 유용하고 편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서 보고 싶은 영화를 

찜해두고 영화가 보고 싶을 때 현재 예매 좌석 정보를 보고 예매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예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II. 본론

1. 요구분석을 통한 업무 적용 범위

본 시스템은 영화를 관리하는 영화관에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화관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총 5개의 업무 

분야로 구분하였다.

업무 내용

회원관리 회원의 아이디, 이메일등 기본정보를 관리한다.

영화관리 영화를 추가하고 확인할 수 있다.

영화관관리 영화관을 추가하고 확인할 수 있다.

상영관관리 상영관을 추가하고 확인할 수 있다.

상영정보관리 상영 정보를 추가하고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업무 적용 범위

2.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29개의 화면, 10개의 테이블과 52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DB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그림1과 같이 로그인, 회원가입, 예매, 검색, 마이페이지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그림2와 같이 회원관리, 

영화 및 영화관 등록/수정/삭제/관리, 상영 정보 등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면서 

시스템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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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사용자 측면의 시스템 구성도

Fig. 2. 관리자 측면의 시스템 구성도

Fig. 3. 시스템 ERD

3. 개발 시스템

본 개발 시스템은 29개의 화면이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영화 

및 영화관 등록, 예매, 실시간 좌석 현황 등이 있다. 특히 실시간 

좌석 현황은 그림4와 같이 상영관의 좌석 수 및 지금까지 예매된 

좌석 정보들을 가져와서 현재 영화관 좌석 예매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

는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Fig. 4. 좌석 현황을 보여주는 과정

4. 개발환경

시스템 개발환경

OS Window 10

사용언어 Jsp

IDE Eclipse

데이터베이스 Oracle

서버 Tomcat9.0

Table 2. 시스템 개발환경

III. 결론

PC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정보를 공유하고 수치화시켜 통계를 

내는 본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영화 관리 솔루션을 제시하였

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테스트해본 결과 총 3가지의 기대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1.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영화와 영화관의 정보를 볼 수 있다.

2.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 찜 기능을 활용하여 예매정보를 

볼 수 있다.

3. 예매하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 해당 영화관의 좌석 현황을 

보고 예매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사용자에게 편의를 늘려 줄 수 있는 알림 기능, 영화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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