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매년 고령화의 진행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
다.  애완동물이 있는 인구 수는 2015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
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에 비해 여행,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애완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애완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인 ‘펫
시터’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는 적다.  

 본 프로젝트는 앞에서 제시한 애완동물을 키울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완동
물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애완동물을 맡기고 싶은 사람
과 ‘펫시터’를 이어주는 서비스이며,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검색 기능을 통해 펫시터로 등록
된 사람들 중 위탁을 원하는 사람을 골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애완동물을 위탁하는 서비스는 적은 수로 존재하며, 대부분 강아지 위주의 서비스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팀 프로젝트의 애완동물 위탁 서비스는 이보다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들도 맡길 수 있게 서비스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배경 기술 

  2.1 개발 환경  

- Web Server 
운영체제 : 아마존 리눅스 E2 t2.micro 
개발 언어 : Python 
개발 프레임워크 : Django 

- Application 
 운영체제 : Android 6.0 (Marshmallow) 
 개발 툴 : Eclipse, Android SDK / Android studio 
 개발 언어 : JAVA, XML 

 2.2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 휴대폰 : 안드로이드 Android 6.0 (Marshmallow) 이상  

 2.3 기술적 요구 사항 
  

2.3.1 웹서버 환경 



서버는 아마존 EC2 리눅스 t2.micro 로, 주된 언어는 파이썬이다. Django 프레임워크, DB는 
SQLite를 이용한다. 
이를 위해 서버 환경에서는  Python과 Django가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따라서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Python에 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웹 프로토콜, 
HTML, 정규표현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2.3.2 클라이언트 환경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계열 스마트폰으로, 버전은 Android 6.0 (Marshmallow)이다. 
주된 언어는 자바이며, 이 외에도 XML, HTTP 등의 지식이 요구된다. 

 2.4 시스템 요구 사항 

- 홈 기능 : 애완동물에 관한 팁이나 튜토리얼 등 정보 표시 
- 프로필 :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 수정 가능  
- 펫 프로필 : 사용자의 애완동물 프로필. 확인, 수정, 기르는 애완동물 수만큼 추가 가능 
- 찜 기능 :  사용자가 찜해 놓은 시터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  
- 검색 기능: 사용자의 필요에 충족되는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다 
- 지역 정보, 맡길 날짜, 되찾을 날짜, 맡길 펫 종류 검색 가능 
- 펫시터 평가 기능 : 자신이 경험했던 펫시터에게 별점을 줄 수 있다. 

3.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 지선
! User Interface 설계
! Application Interface 개발 

김 세원
! User Interface 설계
! Application Interface 개발 

원 윤주
! Client 담당 
! 테스트 및 오류 검사

장 예솔
! Client 담당
! User Interface 설계

황 영석
! Client 담당 
! 테스트 및 오류 검사

황 정담
! Web server 구축
! Client 담당
! DB 설계 및 DB Query 



4.성과물 계획 

5.개발 일정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Client

Login
사용자의 정보를 통한  
로그인 기능

Android/UI

Home
애완동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튜토리얼 표시
Android/UI

Bookmark
검색 결과 중 사용자가 지정한  
정보를 저장해두는 기능

Android/UI

Search
DB 중 사용자 검색 키워드와 
일치하는 결과 제공

Android/UI

Settings
사용자와 애완동물 정보 수정 및  

환경설정
Android/UI

Server

서버구성
24시간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한 
웹서버. 안드로이드로 접근이 가

능해야 함.

아마존 EC2 
Python 
django

DB
서버와 연동될  데이터베이스. 
텍스트와 이미지의 추가, 제거, 

수정 가능
SQLite3

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주제 선정 및 시장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