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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개 • Python으로 작성된 오픈 소스 웹 프레임워크

주요기능

• MVC패턴 기반의 MVT
• ORM(Object-Relational Mapping) 기능 지원
• 관리자 웹 인터페이스 제공
• 자체 템플릿 시스템

대분류 • 시스템 SW 소분류 • SW공학도구

라이선스 형태 • 3-clause BSD 사전설치 솔루션 • Python 3

운영체제 • Windows, Linux, MacOS 버전 • 2.1.2 (2018년 10월 기준)

특징
• django는 웹 개발에서 번거로운 요소들을 새로 개발 할 필요 없이 내장된 기능만을 이용해
빠른 개발 가능

보안취약점

• 취약점 ID : CVE-2018-16984

• 심각도 : N/A
• 취약점 설명 : 2.1.2 이전 Django 2.1에서 권한 없는 사용자가 임의 계정의 암호해시를읽을수
있는 문제가 발견, 사용자가 전체 암호를표시하기위해"view" 권한(Django 2.1의 새로운 기능)

만 가진 경우 Django 관리자가 난독화된 암호 해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읽기전용암호
위젯이 무시됨

• 대응방안 : 2.1.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 참고 경로 : https://www.djangoproject.com/weblog/2018/oct/01/security-release/

개발회사/커뮤니티 • Django Software Foundation

공식홈페이지 • https://www.djangopro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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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Python으로 작성된 오픈 소스 웹애플리케이션프레임워크로 MVC(Model – View–Controller)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는 장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관리

• 주요 목표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웹 사이트의 생성을 쉽게 함

• 컴포넌트의 재사용성과 플러그인화 가능성, 빠른 개발 강조함

• Django를 사용하는 잘 알려진 사이트는 Instagram, Mozilla, The Washington Times, 

Disqus 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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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요약

• MVC 패턴 기반 MTV

- django는 전통적인 MVC 디자인 패턴에서 이야기하는 컨트롤러의 기능을 프레임워크를자체에서하기

때문에 모델(Model), 템플릿(Template), 뷰(View)로 분류해 MTV 프레임워크라고 보기도 함

• 객체 관계 매핑(ORM; Object-Relational Mapping)

-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구축한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다른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정을 조금만 변경하면 가능하도록 쉽고 편리함

• 프레임 워크 제한없이 원하는대로 URL을 디자인 가능

• 자체 템플릿 시스템

• Django는 양식을 HTML로 렌더링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검증하고, 해당데이터를

원시 Python 유형으로 변환하는 강력한 양식 라이브러리 제공

• 가장 강력한 부분 중 하나는 자동 관리 인터페이스

•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날짜, 시간, 숫자 및 시간대에대한로케일별형식을완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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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환경

• 지원 OS

- Windows 32bit / 64bit

- MacOS

- Linux

• Django는 1.11 LTS 버전이 Python 2.7을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버전(2020년 4월까지 지원)

• 2.0 버전부터는 Python 3 전용 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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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및 실행
세부목차

4.1 django 설치하기

4.2 코드 에디터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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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및 실행
4.1 django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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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ango를 설치하려면 Python이 먼저 설치 필요

• Python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먼저 Python 설치가이드(https://www.oss.kr/storage/app/publi

c/oss/2d/81/%5bPython%5d%20Solution%20Guide%20V0.95.pdf)를보고Python 설치

• 플랫폼에 따라서 django를 설치하는 방법 다름

• Windows - cmd 창에서

- > pip install django

• Mac / Linux - 터미널 창에서

- $ pip install django



4. 설치 및 실행
4.2 코드에디터 설치하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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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

- Atom은 GitHub에서 만든 무료 오픈소스

• Brackets

- Brackets은 어도비에서 만든 무료 에디터

• Sublime Text3

-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와사용이편리하고모든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



4. 설치 및 실행
4.2 코드에디터 설치하기(Mac / Linu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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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lime Text 설치하기

- $ sudo rpm -v --import https://download.sublimetext.com/sublimehq-rpm-pub.gpg

-$ sudoyum-config-manager --add-repo https://download.sublimetext.com/rpm/stable/x86_64/sublime-text.repo

- $ sudo yum install sublime-text



4. 설치 및 실행
4.2 코드에디터 설치하기(Mac / Linu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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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방법으로 안될 시

- $ wget https://download.sublimetext.com/sublime_text_3_build_3176_x64.tar.bz2

- $ tar vxif sublime_text_3_build_3176_x64.tar.bz2



5. 기능소개
세부목차

5.1 Admin 사이트

5.2 파이썬 쉘

5.3 템플릿 시스템

5.4 form

5.5 클래스형 뷰

5.6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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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소개
5.1 Admin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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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의 Admin 기능은 데이터 관리를 쉽게 해주고 UI도 깔금하게 정돈된 모습을 제공

• 또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미는 것도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장고를 사용하는 장점으로

뽑고 있음



5. 기능소개
5.2 파이썬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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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는 추가로 파이썬 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API 제공

• 쉘 데이터 처리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 Admin 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울 때 사용 가능

• 복잡한 조건으로 검색하는 것처럼 Admin 사이트보다는 더 다양한 데이터 관리 명령이

가능하다는 장점 있음



5. 기능소개
5.3 템플릿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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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V 모델에서 UI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템플릿 시스템

• 템플릿 코드를 작성 시에 HTML 코드와 파이썬 코드가 섞이지만 중요한 점은 템플릿에서

는 로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룩앤필을 표현한다

는 것이며, 따라서 템플릿 코딩은 프로그래밍 이라기 보다는 화면 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

• 템플릿 코드에 if 태그, for 태그 등이 있지만, 이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는

다른 것이며 템플릿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고유 문법

• 장고의 템플릿 시스템은 템플릿 문법으로 작성된 템플릿 코드를 해석하여 템플릿 파일로

결과물 생성

• 이렇게 템플릿 코드를 템플릿 파일로 해석하는 과정을 장고에서는 렌더링이라고 함

• 결과물인 템플릿 파일은 HTML XML CSV 등의 단순한 텍스트 파일



5. 기능소개
5.4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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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는 폼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3가지 기능 제공

- 폼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폼 클래스로 구조화하기

- 폼 클래스의 데이터를 렌더링하여 HTML 폼 만들기

-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폼과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기



5. 기능소개
5.5 클래스형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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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는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반환해주는 호출 가능 객체

• 장고에서 뷰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함수이고 하나는 클래스

• 프로젝트가 간단한 경우에는 함수형 뷰로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클래스형 뷰를 사용하면 상속과 믹스인 기능을 사용하여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뷰를

체계적으로 구성 가능



5. 기능소개
5.6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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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의 로깅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로깅 체계를 따르면서 일부 추가

• 파이썬의 로깅 모듈을 보면 로거, 핸들러, 필터, 포맷터 4가지 주요 모듈을 정의하고 있음

• 장고의 runserver나 웹 서버에 의해 장고가 실행될 때 장고는 settings.py 파일에 정의된

LOGGING_CONFIG, LOGGING 항목을 참고하여 로깅에 관련된 설정 처리

• settings.py 파일에 관련 항목이 없더라도 디폴트 로깅 설정 처리

• 따라서 장고의 로깅은 실행되는 시점부터 준비되어 있으므로, 항상 로그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 상태임



6. 활용예제
세부목차

6.1 django 프로젝트 만들기

6.1.1 django 프로젝트 생성

6.1.2 django 서버 실행

6.1.3 django 서버 접속

6.1.4 django 서버중단하기

6.2 Hello World 출력하기

6.2.1 app 만들기

6.2.2 hello world를출력하는 index 함수 만들기

6.2.3 앱에 접근할 조건을지정하는 함수 만들기

6.2.4 앞서 생성한 index 함수를 실행할 조건을지정하는 함수 만들기

6.2.5 Hello World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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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용예제
6.1.1 django 프로젝트생성(Window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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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ango-admin startproject <프로젝트이름>

• > dir 로 확인해보면 mysite 라는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 가능

• > cd mysite 디렉터리를 이동하여 dir로 확인해보면 manage.py 파일과 mysite 라는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 가능



6. 활용예제
6.1.1 django 프로젝트 생성(Windo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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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에서 파일 - 폴더열기 - mysite 를 하면 파일들의 구조 확인 가능



6.1.2 django 서버 실행(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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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 mysite 로 디렉토리 이동

• > python manage.py runserver를 입력하면 서버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 가능

6. 활용예제



6. 활용예제
6.1.3 django 서버 접속(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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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창에 127.0.0.1:8000 또는 localhost:8000 입력

• 화면이 나오면 성공



6. 활용예제
6.1.4 django 서버 중단하기(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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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d에서 접속했던 로그 확인 가능

• 이 상태에서는 서버가 계속 구동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 불가

• 서버를 다시 시작하고 싶거나 다른 작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실행중인 서버를

종료 해야함

• 이 때 Ctrl + c 키를 누르면 됨



6. 활용예제
6.2.1 app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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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d에서 > python manage.py startapp <앱이름> (Windows)

• 터미널에서 $ python3 manage.py startapp <앱이름> (Mac / Linux)

• <앱이름> 이라는 앱을 만들라는 명령임

• Hi 라는 폴더가 mysite 라는 프로젝트 안에 생성됨

• 프로젝트명과 같은 이름을 가진 폴더는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을 담고 있음



6.2.2 Hello World를 출력하는 index 함수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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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 views.py 로 이동한뒤 from django.http import HttpResponse 추가

- def index(request):

- return HttpResponse("Hello World")

• index 함수 추가

6. 활용예제



6. 활용예제
6.2.3 앱에 접근할 조건을지정하는 함수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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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ite – mysite - urls.py 이동

• path 뒤에 include 추가

• path('', include('hi.urls')) 추가



6. 활용예제
6.2.4 앞서 생성한 index 함수를 실행할조건을 지정하는함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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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안에 urls.py 라는 파일 생성

- From Django.urls import path

- From . Import views

- Urlpatterns = [ path(＇＇, views.index), ]

• 내용 추가



6. 활용예제
6.2.5 Hello World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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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host:8000 에 접속하면 Hello World 확인 가능



7. FAQ

Q 왜 CentOS 에서는 $ python3 manage.py runserver python3라고 하나요?

A CentOS 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python2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Python3를

설치하여도 기본설정은 python2로 되어있기때문에 숫자를 붙여주는것입니다.

Q 그렇다면 기본 설정을 python3 로 바꾸면 안 되나요?

A 그렇게 하였을 경우 yum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하므로 다시 되돌려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30 -



8. 용어정리

용어 설명

MVC
모델-뷰-컨트롤러(Model–View–Controller, MVC)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
용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ORM
객체 관계 매핑(Object-relational mapping; ORM)은 데이터베이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간의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프로그래
밍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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