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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그림 1. 반려동물 시장 규모 

   

현재 대한민국에서 애완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는 1,000만이 넘으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그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여행이나 장기 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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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여 곳에 지점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

목 받는 펫시터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접근을 높이고, 애완동물을 양육하

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제시한 애완동물을 키울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애완동물을 맡기고 싶은 사람과 ‘펫시터’를 이어주는 

서비스이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검색 기능을 통해 펫시터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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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펫시터 관련 어플리케이션 

  

1) 애완동물 종류의 다양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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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파충류, 토

끼 등 여러 종류의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 시장에 존재하는 

서비스로는 이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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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이버트렌드 2015.03 펫시터 & 애견호텔 검색율 비교 

 

2) 펫시터 자체의 필요성 증가   

그림 3은 네이버에 ‘펫시터’와 ‘애견호텔’로 검색한 빈도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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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적이고 개별적으로 애완동물을 관리가 가능한 펫시터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심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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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예능 프로그램 ‘마리와 나’ 

 

최근 주인을 대신해 애완동물을 맡아준다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 ‘마리와 나’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은 펫시터가 필요함은 물론, 자신의 애완동물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

서 관리 받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다. 

 

3) 특정 기간에서의 펫시터 필요성 증가 

 위의 그림 3의 그래프에서 8월, 9월 그리고 2월에 높은 검색율을 기록했다는 것

이 확인되는데, 이로써 휴가철과 명절에 애완동물 위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명절이나 휴가 기간에 애완동물 위탁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하

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펫시터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적고,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대두되는 문제가 명절과 휴가철 유기동물 수 급증이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는 맡길 곳이 없어서 유기하거나, 휴가에 함께 데려갔다가 

잃어버리는 동물의 수가 다른 기간 평균보다 25%나 높다. 만약 애완동물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 된다면, 이처럼 유기되는 동물들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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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사용자가 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펫시터를 찾고, 원하는 

펫시터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맡길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펫시터 등록에 특별한 절차와 규제를 두어 인증된 펫시터만이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하며, 위탁을 원하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이 점을 알려 안심하고 위탁하도록 한다. 검색 

기능의 날짜 설정과 펫시터와의 메시지 교환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누구나 날

짜를 편리하게 조율할 수 있게 해준다. 

 

2) 개발 방향성을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 위탁 서비스 제공에 둔다. 강아지뿐만이 아니

라 고양이, 토끼, 파충류 등 맡길 수 있는 여러 애완동물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펫시터는 자신이 맡아 돌볼 수 있는 모든 애완동물 종류를 선택, 정보에 표시할 수 있

도록 하고, 일반 사용자 역시 프로필 탭의 펫 프로필 설정으로 자신이 기르는 애완동물

의 종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 명절, 휴가철에 급증하는 펫 위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명절과 휴가철에 애

완동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펫시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유기되는 애완동물

의 수의 감소 역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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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1) 서버  

- 안드로이드와 통신하기 위한 웹서버를 구현한다. 

- 앱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관리할 DB를 구현한다. 

 

2) 안드로이드 앱  

- 사용자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UI를 디자인한다. 

- 로그인 및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한다. 

- 서버 및 디바이스와의 동기화 기능을 구현한다. 

- 글을 작성하거나 편집 할 수 있는 편집기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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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그림 6. 사용자 유즈케이스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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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터 

- 가입: ID, password, 이메일, 성별, 나이, 시터 경험 여부 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세 기

재 

- 내 정보 조회: 내 정보를 조회 가능. 가입 때 적었던 정보 외에 평가 등 조회 가능  

- 내 정보 수정: 내 정보를 수정 가능. ID는 수정 불가. 가입 양식 외에 자기소개 등이 수

정 가능 

- 글 등록: 위탁 가능한 날짜와 동물 종류 및 위치 등을 상세히 기재 

-  글 수정, 삭제 : 자신이 올린 포스팅을 수정, 삭제 가능 

 

 

2) 일반 유저 (주인) 

- 가입: ID, password, 이메일 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세 기재 

- 내 정보 조회: 내 정보를 조회 가능. 가입 때 적었던 정보 외에 찜한 시터 등 조회 가

능 

- 내 정보 수정: 내 정보를 수정 가능. ID는 수정 불가. 가입 양식 외 자기소개 등이 수정 

가능 

- 시터 정보 검색: 특정 조건(위치, 성별, 나이 등에 대한 필터)을 만족하는 시터 검색 

- 시터 북마크: 마음에 드는 시터를 북마크 (찜) 

- 시터 컨택: 원하는 날짜와 시터에게 애완동물 위탁을 의뢰 

- 시터 평가: 위탁 이후, 시터에 대한 의견 및 평점 등록 

- 시터 평가 확인기능: 시터가 자기자신에게 유저가 전송한 별점,한마디를 확인 가능  

- 동물 정보 등록: 자신이 소유한 애완동물의 상세 정보를 기입 

- 동물 정보 수정: 자신이 등록한 애완동물 정보를 수정 가능 

 

3) 관리자 

- 유저 글 삭제: 시터 유저가 등록한 글이나 일반 유저가 등록한 리뷰가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되면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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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유효성,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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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시스템 구조 

시스템 구조는 크게 서버와 UI로 나뉜다. 서버는 Python으로 설계하고, Cloud9을 이용

한다. 데이터 베이스는 SQLite를 이용한다. UI는 C9서버 상에서 HTML을 사용하며, 시터

의 글 등록/유저의 리뷰 등록/시터, 유저 간의 접촉을 서버로 전달하고 앱 상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UI 

Login 
사용자의 정보를 통한 

로그인 기능 

Android/UI 

 

Home 
애완동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튜토리얼 표시 
 

Bookmark 
검색 결과 중 사용자가 지정한 

정보를 저장해두는 기능 
 

Search 
DB 중 사용자 검색 키워드와 

일치하는 결과 제공 
 

Profile 
사용자와 애완동물 정보 수정 및 

환경설정 
 

Server 

서버구성 

24시간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한 웹서버 

안드로이드로 접근이 

가능해야 함 

Python 

django 
 

DB 

서버와 연동 될 테이터베이스 

텍스트와 이미지의 추가, 제거, 

수정 가능 

sqlit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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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사용자 관점 

 사용자가 접근 하기 쉽고 간편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구

하는 펫시터를 간편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애완동물을 맡겼을 경우 걱정될 때마다 

펫시터와 연락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다.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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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원치않는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2.4.3 사회적 관점 

1) 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특정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기동

물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애완동물 위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도 기대할만한 

점이다. 

 

2) 펫 위탁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기간

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여가시간을 이

용하여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다. 또한, 펫시터 문화의 대중화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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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개발환경은 크게 http 기반의 웹서버와 클라이언트(어플리케이션)으로 나뉜다. 

 

1) 웹서버 환경 

서버는 django 프레임워크, DB는 sqlite를 이용한다. 주된 언어는 python이다. 이

를 위해 서버 환경에서는 python과 django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python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웹 프로토콜, html, 정규표현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2) UI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으로, 버전은 Android 6.0 (Marshmallow)

이다. 주된 언어는 HTML이며, 이 외에도 xml, http 등의 지식이 요구된다. 

 

 

3.1.2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환경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환경과 같

다. 

 

-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Android 6.0 (Marshmallow) 버전 이상 

- Http 프로토콜로 서버와 연결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 

- 유저의 위치정보를 읽어 주변의 시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위치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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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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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에서 구현할 때, Device Independent Pixel(dp)을 사용하여, 해상도가 달라지더라도 비율이 

깨지거나, 잘리지 않게 한다.  

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종류는 한정적이며, 안

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의 에뮬레이터 종류 역시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기 호환성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화면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 건의할 수 있도록 프로필 탭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정보에 프

로젝트 팀과 연락할 수 있는 메뉴를 두어 해결한다. 

 

3.2.2  소프트웨어 

1) C9서버 공동작업 문제 

서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동시간대에 다수의 인원이 개발&수정을 진행할 경우 

코드가 망가져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팀원들간의 소통과 역할에 따른 파일 분담으

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2)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른 호환성 문제 

하위버전 혹은 상위버전의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상위버전 안드로이드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업데

이트를 통해 접속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3.2.3  기타 

1) 펫 시터의 안전성 검증 문제 

펫 시터 등록 시 업로드 해야 할 정보를 명확히 하고 규제한다. 가령 애완동물을 기르

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애완동물의 사료와 공간의 청결성이므로, 애

완동물을 맡아줄 펫시터는 어떤 사료를 먹일 것이며 맡아 돌보아줄 환경은 어떤지 구체

적인 사진과 설명을 펫시터 정보에 필수적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평점제를 도입하여 펫시터에게 애완동물을 맡겨본 사용자가 펫시터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애플리케이션 유저들이 매긴 평점은 검색결과와 펫시터 정보, 검색 이외의 탭

에서도 노출해 평점의 중요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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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지선 
- User Interface 설계 

- Application Interface 개선 

김세원 
- User Interface 설계 

- Application Interface 개선 

원윤주 
- User Interface 설계 

- 테스트 및 오류 검사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프로젝트 주제 선정 

UI 디자인 

안드로이드 UI 구현 

서버 구축 

데이터 베이스 설계 

데이터 베이스 구현 

통합 및 테스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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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6-09-12 2016-09-22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09-12 2016-09-22 

1차 중간 보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서버 구축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9-22 2016-10-20 

2차 중간 보고 

클라이언트 서비스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10-20 2016-11-1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2016-10-20 2016-11-17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오류 수정 

산출물: 
2016-11-17 2016-11-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016-11-18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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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

(MD) 

김지선 
프로젝트 개선요소 정리 2016-09-09 2016-09-17 15 

UI 및 기능 개선 2016-09-20 2016-11-03 20 

김세원 
프로젝트 방향 제시 2016-09-09 2016-09-17 15 

UI 및 기능 개선 2016-09-20 2016-11-03 20 

원윤주 
프로젝트 개선요소 정리 2016-09-09 2016-09-17 15 

UI 개선 및 테스트 2016-09-20 2016-11-03 20 

전원 
Application 테스트 2016-09-09 2016-11-17 10 

오류 수정 및 보완 2016-09-20 2016-11-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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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3대 Samsung, Apple 2016-09-09 2016-11-24  

Android Device Samsung 2016-09-09 2016-11-24  

서버 c9 2016-09-09 2016-11-24  

 

6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1 서적 Do it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2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3 기사 

“설에 반려동물 어디에 맡겨요?” 

벌써부터 걱정 

http://m.ruliweb.daum.net/news/536/view/MD20160124091021039.dau

m 

4 기사 

휴가철에 유기동물 25% 증가, 

7~8월 가장 높아 

http://www.isstime.co.kr/view/?nid=201507231646596041946 

4 웹 
네이버 트렌드 

http://data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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