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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애완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는 1000만이 넘으며, 고령화와 1인 가

구의 증가에 따라 그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주인이 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위탁을 받아 애완동물을 

돌봐 주는 ‘펫시터’ 문화는 대중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이 64%에 이르는 미국 등의 해외에서는 펫시터 문화

가 일찍이 정착됐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펫시터 업체 중 하나인 ‘Dogvacay’는 지

난해 전 세계 도시 3000여곳에 지점을 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목 받는 펫시터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접근을 높이고, 애완동

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제시한 애완동물을 키울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하

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애완동물을 맡기고 싶은 사람과 ‘펫시터’

를 이어주는 서비스이며,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검색 기능을 통해 펫시터로 등록된 사

람 중 위탁을 원하는 사람을 골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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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 시장 현황과 문제점 

 

펫시터 관련 어플리케이션 

 

 

1) 애완동물 종류의 다양성 부족 

현재 애완동물 위탁을 위한 서비스는 현저히 적으며, 또한 대부분이 애완견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파충류, 토끼 등 여러 

종류의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 시장에 존재하는 서비스로는 

이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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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트렌드 2015.03 펫시터 & 애견호텔 검색율 비교 

 

2) 펫시터 자체의 필요성 증가   

위 그림은 네이버에 ‘펫시터’와 ‘애견호텔’로 검색한 빈도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동물을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기는 것보다, 펫시터에게 

맡기는 걸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견호텔과 동물병원의 경우 애완동물들이 좁은 

공간에 갇히고,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보다는 전문적이고 개별적으로 애완

동물을 관리가 가능한 펫시터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심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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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1)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시터를 검색하고, 시터와 연락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펫시터로 등록할 때 성별, 나이, 주거형태, 마당 유무 등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펫시터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안심하고 위탁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하

여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앱을 통해 사용자와 펫시터가 연락처

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2)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 위탁 서비스 제공 

 애견 위탁에 치중된 기존 서비스들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위한 위탁 서비

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애견 외에도 고양이, 토끼, 파충류, 소동물과 같이 맡길 수 있는 

애완동물 종류를 여러 가지로 두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펫시터는 자신이 맡아 돌볼 수 있는 모든 애완동물 종류를 선택, 표시할 수 있으며 일

반 사용자 역시 펫 프로필 설정에서 자신이 기르는 애완동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3) 애완동물 위탁 시장에 통일된 플랫폼을 제시 

 현재 애완동물 위탁 게시글은 특정 동물에 관련된 사이트, 카페 등에 산발적으로 게시

되어 있다. 위탁 게시글을 위한 통일된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사이트를 찾는 수고

로움을 덜고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원하는 시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 기존 시장에 나와있는 타 서비스들과 차별된 서비스 제공 

 현 시장에 나와있는 서비스들보다 시터와 사용자 양 쪽 다 편리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한다. 앱 내에 푸쉬기능을 넣어, 사용자가 맡긴 애완동물의 상황을 보고 싶을 경우 

시터에게 간편하게 알람을 넣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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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서버 

a. 북마크 생성⋅조회 

- 글 리스트 중에서 찜을 하면 북마크가 생성되어 후에 찜한 내역을 보고 싶을 때 

북마크를 조회 할 수 있다. 

 

b. 포스트 생성⋅조회 

- 시터가 글을 쓸 수 있고, 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c. 상세확인 

- 리스트를 클릭하면 글의 상세 내역을 확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d. 회원가입⋅로그인⋅아웃 

- 회원가입,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회원가입 할 때 

입력되는 정보들을 form 으로 저장한다. 

 

e. 애완동물 등록⋅조회 

- 가입된 유저가 펫의 정보를 등록 할 수 있다. 펫은 여러 마리를 등록 할 수 

있으며, 정보는 models.py 에 정의된 형태로 등록이 된다. 또한 유저가 자신의 

애완동물을 조회 할 수 있다. 

 

f. 컨택 등록⋅내역조회 

- 유저가 시터에게 위탁을 맡기기 전 컨택을 하게 된다. 이 때 컨택이 등록되며, 

이전의 모든 컨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g. 리뷰작성 

- 동물을 위탁 후에 시터에 대해 리뷰를 작성한다. 5 점 만점으로 작성되며 이는 

다음 유저가 시터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h. model/view 설정 

- 모델과 뷰를 설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설정/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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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리케이션 

 

 

search list 

 

a. 검색 탭 구현 

 

 원하는 기간,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시터, 옵션 등의 필터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시터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리스트에는 시터의 사진, 시터의 타이틀, 

시터의 이름, 별점, 주소를 간략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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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터 프로필 상세확인 

 

b. 시터 프로필 페이지 구현 

 

 시터 프로필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시터의 시팅 가능한 동물 종류, 성별, 애완동물 유

무, 주거 형태, 마당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하단에 위치한  ‘컨택하기’ 버튼으로 사용

자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터에게 편리하게 컨택 요청을 보낼 수 있다. ‘컨택

하기’ 에는 동물을 맡길 기간, 동물 종류, 동물 마리 수, 기타 요청 사항 칸이 있다. 우측 

상단의 하트는 찜하기 기능으로, 사용자가 하트를 눌렀을 경우 북마크 탭에서 확인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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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 

 

c.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직 <맡긴다>의 회원이 아니신가요?’를 

클릭하여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회원가입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메일을 필수 기입해야 하며, 사진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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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사용자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1) 유저  

- 계정 Create / Read(개인 정보 조회) / Update 

- 로그인 / 로그아웃 

- 시터글 검색 

- 시터글 북마크 Create / Read / Delete  

- 보유 동물 정보 Create / Read / Update / Delete  

- 만족도 리뷰 작성  

- 컨택 Create / Read / Delete 

- 시터 정보 조회 

 

2) 시터 유저 

- 컨택 Read /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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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 사용자 편리성:  UI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디자인 작업자를 따로 두어, 직관적인 UI 구현을 목표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상하였다. 또

한 개발 중에도 디자이너와 개발 구성원들이 의견을 조율하였고, 직접 테스트해보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한 부분은 개선했다. 

 

2.2.4  활용/개발된 기술 

1) 디자인 

디자인 팀은 프로토타입 툴인 invision에 이미지를 얹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

지 시각화하였다. 버튼 부분을 지정하고 영역 선택 시 다른 이미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페이지 사이의 상호작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2) 서버/클라이언트 

서버 팀은 django를 이용, python 코딩을 통해 웹 서버를 구현하였고, 클라이언트 팀은 

c9을 통해 팀원들이 html과 javascript 코드를 실시간 공유하였다. 

 

- 검색 탭 내부에 옵션 필터 적용 

iframe을 이용해 리스트 안에 옵션 html을 불러온다. 날짜와 지역 검색 이외의 추가 세

부 옵션 창은 열거나 닫을 수 있으며, 옵션 창의 길이에 따라 동적으로 창의 길이가 조

정된다. 

 

- 검색 필터와 글 상세 페이지에서의 지도 표시 

카카오 다음에서 지원하는 다음 Maps API 예제를 활용한다. 텍스트 박스에 찾고자 하는 

위치를 입력한 후 ‘찾기’ 버튼을 누르면 지도 상에 키워드에 해당하는 지역이 나타나며, 

마커로 상세 표시된다. 

 

- 필터와 컨택 버튼에 이용되는 체크박스 

글 등록과 관리에 연관되는 부분이므로 글 상세 등을 구현한 디렉토리에 form을 정의해 

활용하였다. form에는 맡길 동물 종류와 시터 성별, 애완동물 수, 주거 형태 및 마당 유

무 등의 정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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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스마트폰 기종에 따른 호환성 문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의 기종에 따라 해상도와 비율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해상도 문제는 구현할 때, px 대신 %

를 사용하여, 해상도가 달라지더라도 비율이 깨지거나, 잘리지 않게 한다.  

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종류는 한정적이기 때

문에 스마트폰 기기 호환성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화면에서 발

생하는 문제를 수정 건의할 수 있도록 마켓의 어플리케이션 정보에 프로젝트 팀과 연락

할 수 있는 주소를 두어 해결한다. 

 

2) 결제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 내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교수님의 조언을 반영해 일반 사용자가 시터

에게 컨택한 후 실제로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어플리케이션 상에 결제 창이 뜨고, 사

용자에게 결제가 될 것이라는 푸쉬 알람을 주는 것으로 대신한다. 

 

 

2.2.6  결과물 목록 

 

분류 기능 형식 기술문서 

디자인 서버 팀과 안드로이드 팀에게 어플

리케이션 청사진을 제공한다.  

  

서버 안드로이드 앱과 http 연동하여 사용

자 정보를 관리한다. 

Python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UI 페이지를 제공한다. 

html/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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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사용자 관점 

 사용자가 접근 하기 쉽고 간편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구하는 펫시터를 간편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애완동물을 맡겼을 경우 걱정될 

때마다 펫시터와 연락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다. 

 

- 펫시터 관점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간편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다. 펫을 담당할 때 주의사항, 약 복용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 사회적 관점 

애완동물 위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펫 위탁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기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다. 또한, 펫시터 문화의 대중화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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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구현하고자 했던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과 그 순서는 어플리케이션 상단의 네 가지 

탭, 시터 검색, 사용자 등록과 사용자 사이의 컨택 및 리뷰 공유 등이었다. 현재 목표로 

했던 구현은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시연을 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 개발 기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마켓에 등록하고 일반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Do it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이지스 

퍼블리싱 
2016 정재곤  

2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한빛 

미디어 
2016 김상형  

3 기사 

“설에 반려동물 어디에 맡겨요?” 

벌써부터 걱정 

http://m.ruliweb.daum.net/news/536/vie

w/MD20160124091021039.daum 

뉴스1 

코리아 
2016 

ssun 

hue 
 

4 기사 

휴가철에 유기동물 25% 증가, 

7~8월 가장 높아 

http://www.isstime.co.kr/view/?nid=201

507231646596041946 

이슈타임 2015 김현진  

5 웹 
네이버 트렌드 

http://datalab.naver.com/ 
네이버    

 

  

http://m.ruliweb.daum.net/news/536/view/MD20160124091021039.daum
http://m.ruliweb.daum.net/news/536/view/MD20160124091021039.daum
http://www.isstime.co.kr/view/?nid=201507231646596041946
http://www.isstime.co.kr/view/?nid=201507231646596041946
http://data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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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1) 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탭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튜토리얼으로 이동하는 이미지와 검색으로 이동하는 이미지, 애완동물에 

대한 간단한 팁이 있는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미지 등이 스크롤 가능한 형태로 

나열되어 있다. 

 

2) 찜 

로그인 하지 않았을 경우 로그인을 먼저 해야한다는 경고 창이 뜬다. 로그인 후, 시터 글 

상세 페이지에서 ‘좋아요’ 버튼에 해당하는 회색 하트 버튼을 눌러 빨간색 하트 버튼으로 

만들면 ‘찜’ 탭에 북마크했던 시터들이 목록으로 표시된다. 빨간색으로 활성화된 버튼을 

다시 누르면 북마크가 해제되고 ‘찜’ 목록에서도 사라진다. 

 

3) 검색 

애완동물을 맡길 날짜와 되찾을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달력 아래에 위치한 

돋보기 버튼을 클릭 시 지도 검색 창이 뜨고, 지역 검색이 가능하다. 열고 접을 수 있는 

옵션에는 동물의 종류와 시터의 성별, 시터의 애완동물 유무, 주거 형태, 마당 유무 등을 

체크 박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하단의 버튼을 눌러 필터를 적용한다. 

필터 적용 후에는 해당 시터들의 글이 리스트로 표시된다. 리스트에는 시터의 프로필 

사진과 글의 제목, 글 작성자, 별점, 간략한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글 제목을 선택했을 

시 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글 상세 페이지는 리스트에서 표시된 내용과 함께 시팅 가능한 동물 종류, 성별, 

애완동물 유무, 주거형태, 마당 유무, 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북마크 할 수 있는 

하트 버튼이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다. 하단의 컨택하기 버튼은 사용자가 해당 시터와 

컨택할 폼이 담긴 옵션 창을 띄워주며, 제출을 누르면 시터에게 컨택 요청이 전해진다. 

 시터 등록 된 경우 검색 탭 하단의 글 등록 버튼을 눌러 글을 등록할 수 있다. 글 등록 

페이지는 제목과 시팅 가능한 종류, 시팅에 필요한 가격, 시터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내용 박스가 있다. 글 등록 버튼을 눌러 최종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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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필 

로그아웃 상태거나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프로필 탭 선택 시 로그인 

페이지가 뜬다. 로그인 페이지는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약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문구가 버튼 아래에 있다. 

 문구를 클릭하여 회원가입 창을 띄우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메일을 

필수 입력해야 하는 텍스트 박스들과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할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뜬다. 필수 기입 사항을 입력한 뒤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면 ‘마이페이지’ 즉, 프로필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필 페이지는 유저의 프로필 사진과 유저 이름, 펫 프로필 편집 메뉴, 컨택 내역 메뉴, 

시터 프로필 편집 메뉴, 로그아웃 메뉴로 이루어져있다.  

 펫 프로필 편집 메뉴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애완동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추가’ 버튼을 눌러 애완동물의 이름, 사진, 종류, 성별, 생일,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기입 가능하다. 입력한 애완동물은 리스트로 표시된다. 

 컨택 메뉴는 모든 컨택 내역과 나에게 맡긴 내역 두 가지 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컨택 내역에서는 이제까지 컨택 내역들이 표시되며, 컨택 진행중인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고, 컨택 이후에는 리뷰 등록이 가능하다. 리뷰 등록에는 1 점부터 10 점까지 

시터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가 항목과 시터의 서비스에 대해 적을 수 있는 코멘트 

항목이 있다. 

 시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자에게는 시터 등록 메뉴가, 시터 등록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시터 프로필 메뉴가 뜬다. 시터 등록 페이지와 시터 프로필 페이지의 형태는 

동일하며, 시터 프로필 메뉴는 성별과 주거형태, 마당 유무, 핸드폰 번호,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시터에 관한 정보를 기입 후 확인 버튼 또는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로그인 상태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 로그인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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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찜 
북마크 

설정 

현재 

시터를 

북마크에 

추가한다. 

검색 탭의 시터 리스트에서 시터 

글 상세로 들어가 하트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 북마크를 

활성화한다. 회색 아이콘이 빨간 

아이콘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한다.  

두 번째 탭 

<찜>에 

북마크한 시터가 

리스트로 

표시된다. 

성공 

검색 

필터 

애완동물을 

맡길 

날짜를 

지정한다. 

‘YY-MM-DD’가 표기된 

텍스트박스를 선택하여 달력을 

띄우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설정’을 눌러 최종 결정한다. 

달력에서 선택한 

날짜가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다. 

성공 

원하는 

지역의 

시터를 

검색한다. 

‘인근지역검색’이 표기된 

텍스트박스를 선택, 지도 창을 

띄운다. 새로운 창의 텍스트 

박스에 지역을 입력 후 ‘찾기’ 

버튼을 눌러 검색한다.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지역이 

지도 상에 

마커로 표시된다. 

성공 

글 목록 

시터에 

관한 

정보가 

간략하게 

리스트에 

보여진다. 

세 번째 탭 <검색>에서 지도 

검색과 필터 적용을 마친 후 

시터들의 글들이 리스트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한다. 

글 제목과 

작성자, 아이콘 

등이 시터가 

등록한 글 

정보를 반영한다.  

성공 

글 등록 

시터가 

새로운 

글을 

등록한다. 

<검색> 탭 하단의 글 등록 

버튼을 눌러 제목, 맡을 동물의 

종류, 기타 설명 등의 정보를 

작성 후 등록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시터가 등록한 

글이 시터 

리스트에 

나타난다. 

실패 

글 상세 

시터에게 

컨택 

요청을 

글 리스트에서 글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 페이지 하단의 ‘컨택하기’ 

버튼을 누른 뒤, 정보 입력 후 

시터의 ‘컨택 

내역’ 메뉴에 

컨택 요청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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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컨택 요청을 보낸다. 들어온다. 

프로필 

회원가입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한다.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인 하단의 회원가입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 필수 사항을 입력하고 

가입 버튼을 눌러 전송한다. 

가입 버튼 선택 

후 가입 시 

입력한 정보로 

로그인한다. 

성공 

펫 

프로필 

소유한 

애완동물을 

추가한다. 

<프로필> 탭의 펫 프로필 관리 

메뉴에서 ‘add’ 버튼을 누른 뒤, 

애완동물에 대한 정보 기입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애완동물을 

등록한다. 

‘펫 프로필 관리’ 

메뉴에 등록한 

애완동물이 

리스트로 

표시된다. 

성공 

컨택 

내역 

사용자가 

컨택한 

기록을 

나타낸다. 

1) 시터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시터가 등록한 

글에서 컨택 버튼을 눌러 컨택을 

요청했을 시, 시터의 프로필 탭 

중 컨택 내역 버튼에서 컨택 

요청을 확인한다. 

2) 일반 사용자의 경우 

- 예약 취소하기: 컨택 요청을 

‘예약 취소하기’ 버튼을 눌러 

취소할 수 있다. 

- 리뷰 남기기: 컨택이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시터에게서 애완동물을 

되찾아 갔을 경우 리뷰를 남길 수 

있다. 

일반 사용자는 

컨택의 진행 

상황과 리뷰 

등록을, 시터는 

일반 사용자가 

시터에게 보낸 

컨택 요청 

로그를 ‘컨택 

내역’ 메뉴에서 

확인한다. 

성공 

펫 시터 

등록 

일반 

사용자가 

시터로 

등록한다. 

가입 이후 펫 시터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프로필 메뉴에서 ‘펫 

시터 등록’ 버튼이 뜨고, 버튼을 

눌러 시터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일반 

사용자에서 시터로 전환된다. 

 

검색 탭 하단의 

글 등록 버튼이 

뜨고, 버튼 선택 

시 글 등록이 

됨을 확인한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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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차분 구현 소스 코드에 대한 기술 문서 

1) 시터 목록 

 

 

 

 

 

시터 목록을 표시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웹 서버 코드와 html 코드이다. DB 쿼리로부터 포스트에 

대한 정보를 받고, 글의 등록일에 따라 정렬하며, 받은 정보를 가공하여 html 파일에 전달한다. 

북마크 기능도 시터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북마크와 시터 목록은 같은 형태를 

공유하고, 따라서 검색 탭일 때와 북마크 탭일 때를 is_show_post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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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 상세 

 

 

 

 

 

시터 목록에 해당하는 코드와 유사하게, DB에 쿼리를 보내 객체를 가져와 적절히 데이터를 가공

한 후, view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형식이다. 맡길 동물의 종류나 동물의 마리 수 등은 forms.py에 

form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html에서 쓰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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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 

 

 

 

 

 

로그인 시에 ID나 비밀번호가 form에 맞지 않으면 error를 띄우게 된다. 사용자명과 비밀번호 

string은 각각 form의 label_tag이며, 입력된 ID와 PW는 form으로 넘겨져 submit 버튼을 누르면 

장고가 로그인 처리를 해준다. 만약 <맡긴다>의 회원이 아니라면 하단의 텍스트를 눌러 회원가입

을 하는 페이지인 accounts/regist로 넘어간다. 

 

4) 회원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메일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텍스트 박스를 form을 통

해 구현하였다.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버튼을 누를 시, required 속성에 의해 입

력란을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뜬다. 사진 등록은 선택사항이며,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에

서 사진을 선택하여 유저의 프로필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모든 입력란을 작성 후 가입 버튼

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