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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사진 편집이 가능하고 위치정보를 통한 주변 정보를 획득 할 수 있고 SNS를 이용 할 수 

있는 Smart 폰용 Application을 개발한다. 

 

 

 

1.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Android 사진편집 SNS Application 현황 

 

현재 개발할 프로그램과 유사한 Application을 조사해본 결과 다양한 Application이 

존재 했다 

 

 

 

<PicPlz> 

16가지의 필터기능이 있고 사진에 위치와 장소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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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sart> 

다양한 스티커를 제공하며 사진만 따로 저장이 가능하다. 

1.2.2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문제점 

- PicPlz 는 사진스튜디오라는 명칭을 내걸 만큼 사진편집에 관한 다양한 필터와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PicPlz 에 가입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SNS 의 기능들은 단지 

사진을 올리는 기능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Picplz 을 이용하는 User 들은 SNS 기능을 

이용하려면 Picplz 을 종료하고 SNS Application 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말 

그대로 사진의 편집만을 위한 Application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찍은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사진을 얻어서 편집하고 다시 재 업로드를 하는 형식으로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지 않고 예쁜 사진들을 모아 놓는 느낌이 강하다. 

 

- Picsart 는 UI 를 확인해 본 결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낯설게 다가온다. User 가 

사진 편집에 관한 다양한 Application 을 접하고 사용해 본 것이 아니라면 Application 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정도이다. 그리고 레이어와 필터, 글쓰기 같은 사진편집 기능이 매우 

다양하여 오히려 번잡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용하려는 기능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사진을 공유를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찍은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사진을 찍은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할 수가 없다. 자신을 팔로워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녀왔던 곳의 추억을 함께 하면서 그 곳의 정보를 공유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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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 User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고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 Application을 

만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편집하고 원하는 형태로 얻을 수 Application을 

제작 한다 

 

-  기존 대부분의 Application의 단점은 중 하나는 Login인다. Login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

람이 올려놓은 사진을 보는 것 의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좋은 Application이라고 

나온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User들이 가지고 

있는 Twitter 계정을 이용해서 Login을 할 수 있어서 새로 가입을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

아도 되고 Login을 하지 않아도 사진편집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자신만의 사진으로 간직 

할 수 있는 Application을 제작한다. 

 

-  단순히 사진만을 Twitter에 올리고 보는 용도뿐만 아니라 사진이 포함된 글에 위치에 관

한 정보를 추가 하여 해당 위치에서 찍힌 다른 사진들을 찾아 볼 수 있고, 주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Application을 제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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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l 트위터 연동 기능  

- 트위터 인증  

- 로그인 기능 구현  

- 타임라인 취득 구현  

- 타임라인 사진 취득 구현  

- follower/following 취득 구현  

- 프로필 취득 구현  

- 타임라인 필터링 구현  

 

l User Interface Design 

- 초기화면 - Logi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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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 타임라인(사진피드) 화면 - 프로필 화면 

  

 

2.2 수행내용 

2.2.1  트위터 연동 기능 

1.  트위터 인증 

l 트위터 인증에 필요한 KEY 정의 

public static final String LOG_TAG = "TwitterCon"; 

  public static final String TWITTER_API_KEY = "4xpWnXf5vZNz08DUxyD2A"; 

  public static final String TWITPIC_API_KEY = "4xpWnXf5vZNz08DUxyD2A"; 

  public static final String TWITTER_CONSUMER_KEY = "4xpWnXf5vZNz08DUxyD2A"; 

  public static final String TWITTER_CONSUMER_SECRET = 

"kA68WETxC5WvMWssnQ5HPLUpisJP0JZURCWHmaBqtiQ"; 

  public static final String TWITTER_CALLBACK_URL = "http://m.daum.net"; 

  public static final String MOVE_TWITTER_LOGIN   = "Photo.Porter.TWITTER_LOGIN"; 

  public static final int TWITTER_LOGIN_COD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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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static final String TWITTER_LOGOUT_URL = "http://api.twitter.com/logout"; 

Twitter Development site 에 등록해 얻은 Key 이다. 

이 Key 들을 상수로 등록해 Twitter 를 인증해 로그인 및 Twitter 를 사용할 수 있다. 

 

2. 로그인 기능 구현 

private void login() { 

try { 

 ConfigurationBuilder cb = new ConfigurationBuilder(); 

 cb.setDebugEnabled(true); 

 cb.setOAuthConsumerKey(C.TWITTER_CONSUMER_KEY); 

 cb.setOAuthConsumerSecret(C.TWITTER_CONSUMER_SECRET); 

 TwitterFactory factory = new TwitterFactory(cb.build()); 

 mTwitter = factory.getInstance(); 

 mRqToken = mTwitter.getOAuthRequestToken(C.TWITTER_CALLBACK_URL); 

 Log.v(C.LOG_TAG,"AuthorizationURL >>>>>>>>>>>>>>> " 

   + mRqToken.getAuthorizationURL()); 

 Intent intent = new Intent(this, TwitterLogin.class); 

 Intent intent1 = new Intent(this, tab4Profile.class); 

 intent.putExtra("auth_url", mRqToken.getAuthorizationURL()); 

   intent1.putExtra("mTwitter1", mTwitter); 

 startActivityForResult(intent, C.TWITTER_LOGIN_CODE);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미리 Twitter 를 이용하기 위해 받은 인증 키를 사용 

getOAuthRequestToken Method 를 이용 OAuth 용 request Token 을 받는다. 

Token 을 twiterLogin activity 로 념겨 이를 이용해 로그인을 처리한다. 

Login 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onActivityResult 로 결과를 받는다. 

Twitter login 은 application 내의 처리가 아니라 Webview 를 이용하여  

Twitter 와 연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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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in 을 위한 TwitterLogin Class 

public class TwitterLogin extends Activity { 

 // INTENT 

 Intent mIntent;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twitter_login); 

 WebView webView = (WebView) findViewById(R.id.webView); 

 // 화면 전환시 WebView에서 화면 전환하도록한다. 

 // 이렇게하지 않으면 표준 브라우저가 열려 버린다. 

 webView.setWebViewClient(new WebViewClient() { 

 public void onPageFinished(WebView view, String url) { 

 // page 렌더링이 완료되면 호출됨. 

 super.onPageFinished(view, url); 

 

 // 로그아웃을 처리한후에는 바로 Activity를 종료시킨다. 

 if (url != null && url.equals("http://mobile.twitter.com/")) { 

  finish(); 

 } else if (url != null && url.startsWith(C.TWITTER_CALLBACK_URL)) { 

  String[] urlParameters = url.split("\\?")[1].split("&"); 

  String oauthToken = ""; 

  String oauthVerifier = ""; 

 

 try { 

  if (urlParameters[0].startsWith("oauth_token")) { 

   oauthToken = urlParameters[0].split("=")[1]; 

  } else if (urlParameters[1].startsWith("oauth_token")) { 

   oauthToken = urlParameters[1].split("=")[1]; 

  } 

 

  if (urlParameters[0].startsWith("oauth_verifier")) { 

   oauthVerifier = urlParameters[0].split("=")[1]; 

  } else if (urlParameters[1].startsWith("oauth_verifier")) { 

   oauthVerifier = urlParameters[1].spli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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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tent.putExtra("oauth_token", oauthToken);   

 mIntent.putExtra("oauth_verifier", oauthVerifier); 

 setResult(RESULT_OK, mIntent); 

 finish();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mIntent = getIntent(); 

 String url1 = mIntent.getStringExtra("auth_url"); 

 webView.loadUrl(url1); 

 } 

} 

 

3. 타임라인 취득 구현 

private void getTimeline() { 

 Paging page = new Paging(); 

 page.count(100); // the number of time line 

 page.setPage(1); 

 

 arrayFeed.clear(); // clear list 

 try { 

 mStatus = PhotoPorterActivity.mTwitter.getHomeTimeline(page); } 

 adapter.notifyDataSetChanged(); 

 } catch (Twitter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Paging 을 이용해 timeline 을 취득한다. 

현재는 timeline 취득 test 용이며 추후에 일정 개수만 얻어와 더 보기 기능으로 추가해 

타임라인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구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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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임라인, 사진, 게시자 정보, 취득 구현 

 

Twiter 에서 사진은 사진 url 로 twit 에 text 로 저장된다. 

형식은 http://t.co/~ 형식으로 저장되어 String 을 받아와 속한 형태에 패턴을 찾아 

사진이 있는 url 만 걸러서 넘겨준다. 

형식 안에 Media 와 사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URL Entity 와 Media Entitiy 를 이용해 

이를 구분하여 text 를 받아 걸러진 twit 에서 사진만 있는 twit 을 거를 수 있다.  

이렇게 걸러진 twit 에서 게시자의 정보와 내용은 이전의 타임라인 취득에 사용한 변수 

mStatus 에 array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method 을 이용하여 가져 올 수 

있다. 

 

for (Status s : mStatus) { 

 str = getTimelinePhoto(s.getText()); 

 if (str != "") { 

  media = s.getMediaEntities(); // get media entity 

  urlEn = s.getURLEntities(); // get URL entity. 

  if (urlEn.length == 0) {  

        url = media[0].getMediaURL(); // get photo URL 

        arrayFeed.add(new photoTwit(s.getUser().getName(),  

s.getUser().getScreenName(), s.getText(),"temp", url.toString())); 

        photoStatus.add(s); 

  } 

 } 

} 

private String getTimelinePhoto(String str) { 

 String url = ""; 

 int index = 0; 

 if (str.indexOf("http://t.co/") != -1) { 

  index = str.indexOf("http://t.co/"); 

  for (int i = index; i < str.length(); i++) { 

   url += str.charAt(i); 

  } 

 } 

 return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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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llower/following 취득 구현 

try { 

 mIds = PhotoPorterActivity.mTwitter.getFollowersIDs(cur); 

 fids = mIds.getIDs(); 

 // 팔로워들의 아이디를 받아와 아이디를 배열로 저장한다. 

 if (fids.length > 0) { 

  for (int i = 0; i < fids.length; i++) { 

   temp = PhotoPorterActivity.mTwitter 

     .createFriendship(fids[i]); 

   arraylist.add(new follower(temp.getName(), temp 

   .getScreenName(), temp.getProfileImageURL() 

   .toString())); 

   adapter.notifyDataSetChanged(); 

  } 

 } 

} catch (Twitter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팔로워는 getFollowerIDs()를 이용, 팔로잉은 getFriendsIDs()를 이용하여 팔로워 정보를 

얻는다. 

각각 얻은 id 를 이용해 이름, real Id, 프로필 사진 등을 얻어 구성한다. 

 

 

6. 프로필 취득 구현 

try { 

 User myProfile; 

 long md; 

 URL url = PhotoPorterActivity.mTwitter.showUser( 

  PhotoPorterActivity.mTwitter.getId()).getProfileImageURL(); 

 URLConnection conn = url.openConnection(); 

 BufferedInputStream bis = new BufferedInputStream( 

     conn.getInputStream()); 

 

 Bitmap bm = BitmapFactory.decodeStream(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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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close(); 

 mIv.setImageBitmap(bm); 

 //----->프로필 사진취득 

       

 md = PhotoPorterActivity.mTwitter.getId(); 

 myProfile = PhotoPorterActivity.mTwitter.showUser(md); 

 AccountTotals act = PhotoPorterActivity.mTwitter.getAccountTotals(); 

   //프로필 동작을 위한 임시 변수 

 

 mTvname.setText(myProfile.getName()); 

 mTvid.setText("Id: " + myProfile.getScreenName()); 

 mTvpro.setText("<Profile>\n " + myProfile.getDescription()); 

  //이름및 정보  

 

 mBncnt.setText("트윗 " + act.getUpdates()); 

 mBnfollow.setText("팔로워 " + act.getFollowers()); 

 mBnfollowing.setText("팔로잉 " + act.getFriends()); 

 //버튼에 트윗수와 팔로잉 팔로워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getMyTimeline(); 

각각 프로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증해 놓은 Twitter 를 통해 얻어온다. 

Image, 이름 ,Id, 프로필 정보 twit 정보 Follower, Following 정보 등 을 얻어 프로필에 

등록한다. 

프로필 화면에서 자신의 timeline 만 볼 수 있도록 HomeTimeline 과 유사하게 사진 

만을 추출하여 자신이 올린 twit 만을 검색해 리스트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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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RL 로 사진취득 

public Bitmap GetImageFromURL(String _url) { 

 Bitmap imgBitmap = null; 

 

 try { // to connect internet -> need permission 

  URL url = new URL(_url); // set URL 

  URLConnection conn = url.openConnection(); 

  conn.connect(); // connect URL 

  int nSize = conn.getContentLength(); 

  BufferedInputStream bis = new BufferedInputStream( 

   conn.getInputStream(), nSize); 

  imgBitmap = BitmapFactory.decodeStream(bis); // save data to bitmap

 bis.close(); // close Buffer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return imgBitmap; 

} 

Url 을 스트링으로 받아와 url 을 연결 시킨다.  

url 안의 정보를 decodeStream 을 이용해 bitmap 으로 바꿔 URL 을 Image 형태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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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User Interface Design 

1. 초기 화면 

 

Application 을 실행하면 나오는 초기화면으로, 

Application logo 와 이름을 상단과 중앙에 배치하

였고, Team logo 를 하단에 배치하였다. Twitter 

logo ‘t’를 본 따 만든 Button 을 클릭할 경우 

Twitter 와 연동하여 Application 을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 Button 을 클릭할 경우 Twitter 와 연동하지 

않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앨범에서 사진을 불

러와 사진 편집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현재 사진 편집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t’ Button 을 통해서만 Application 을 사

용할 수 있다. 

 

2. Login 화면 

 

초기 화면에서 ‘t’ 버튼을 클릭하여 Application

을 사용하는 경우 실행되는 Twitter login 화면이

다. Twitter 자동 login 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왼쪽과 같이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login 하게 

되고, 자동 login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Application 사용 승인 요청 화면으로 바로 전환된

다. 

Twitter 사이트서 로그인 화면을 제공 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했던 Dialog 대신 WebView 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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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n 화면 – 타임라인(사진피드) 화면 

 

Login 후 Application 사용을 승인 시 전환되면 

Application 의 Main 화면이다. Tab View 를 이용하

였으며, 하단에 Tab Widget 을 배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 은 총 5 개로 왼쪽부

터 순서대로 사진피드, 검색, 사진편집, 프로필, 설

정으로 구성하였다. 

왼쪽의 화면은 첫 번째 Tab 인 사진피드 화면으

로, Customized List View 를 사용하였으며, SNS 

Application 의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

라인을 제공한다. 본 Application 은 다른 Twitter 

application 들과는 달리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SNS 를 지향하기 때문에, User 와 User 의 Follower

들이 올린 Twit 중 사진을 포함하는 Twit 만을 추

출하여 사진과 이름, 아이디, 사진과 함께 작성한 

메시지, 장소(왼쪽 화면에서 temp 로 표시)를 한 

Row 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Row 를 클릭하면 해당 Twit 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해당 화면은 위치 서비스까지 구현된 

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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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필 화면 

 

네 번째 Tab 인 프로필화면이다. User 가 Twitter

에 등록한 User 의 사진과 이름, 아이디, 프로필이 

각각 Image View 와 Text View 를 통해 화면에 제

공되며, User 가 작성한 Twit 수, Follower 수, 

Following 수가 Button 으로 제공된다. 각각의 

Button 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처럼 Follower list, 

Following list 가 제공된다. 추후 추가적인 수정작업

이 있을 예정이다. 

세 개의 Button 아래에는 User 가 작성한 Twit 이 

제공되는데, 사진피드 화면에서 사용한 

Customized List View 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팔로워, 팔로잉 Button 을 누르면 각각 위의 화면으로 전환되어 User 의 Follower, 

Following list 를 보여준다. Customized List View 를 이용해 구성하였으며, 각 User

가 Twitter 에서 설정한 사진, 이름, 아이디를 보여준다. 자신의 Follower/Following 

user 를 클릭할 경우 프로필 화면과 같은 화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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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개발일정변경 

- 개발일정 변경 사유 

1. 초기 일정 계획 시 전체적인 캡스톤 일정을 몰라 중간보고서 준비 시간이 필요 

2. 학기 중으로 들어와 과제와 수업을 병행함으로 인한 시간부족 및 중간, 기말 고사 고려 

3. 검색, 위치, 편집 파트 별 상세 구현사항이 몇 가지 추가됨 

4. UI작업과 개발사항의 동시 진행 

è 종합 프로젝트 전시가 5월 말로 정해져 기존의 일정에 비해 한 달의 시간이 남아 바

꾸게 되었다. 
 

-  기존 개발일정 
 

세부내용 2/3 2/4 3/1 3/2 3/3 3/4 4/1 4/2 4/3 4/4 

UI design           

Twitter 연동           

검색기능           

위치서비스           

사진 편집           

버전적용           

           

 

내용 세부내용 2/3 2/4 3/1 3/2 

UI design 

flow 구성         

탭 activity         

사진 피드         

초기화면         

설정 및 스킨         

프로필         

twitter 연동 

트위터 인증         

타임라인 취득         

타임라인 사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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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올리기         

퐐로우체크         

프로필 취득         

 

내용 세부내용 3/3 3/4 4/1 4/2 4/3 4/4 

UI design 

검색             

위치서비스             

사진편집             

글올리기             

검색기능 

사람검색             

글 검색             

위치 검색             

위치서비스 

맵 인증(Naver,Daum)             

위치 정보 취득             

위치 타임라인 취득             

사진편집 

사진취득             

카메라 연동             

아이콘 구성             

필터 적용             

레이어 적용             

버전 호환 허니컴             
 

- 변경된 개발 일정 
세부내용 3/4 4/1 4/2 4/3 4/4 5/1 5/2 5/3 5/4 5/5 

검색기능                     

위치서비스                     

사진편집                     

상세화면구성                     

버전적용                     

성능개선                     

1 차중간보고                     

2 차중간보고                     

프로젝트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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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세부내용 3/4 4/1 4/2 4/3 4/4 

UI Design             

검색기능 
글 검색           

위치검색           

사진편집 

아이콘 구성           

필터, 레이어 구성           

필터 적용           

레이어 적용           

위치서비스 

위치 정보 취득           

글 위치 표시           

위치 주변상세           

상세화면 
글 상세           

편집화면           

1 차중간보고             

중간고사             

              

파트 세부내용 5/1 5/2 5/3 5/4 5/5 

2 차 중간보고             

글 올리기 

위치정보 저장(검색)           

글 올리기           

UI 디자인           

위치서비스 위치주변상세           

상세화면 
사람 프로필           

기타 상세화면           

버전적용             

성능개선             

전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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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로그인 UI 변경 

 

기존 UI         변경된 UI 

                  
 

 

Twitter 에서 login 을 위한 모바일용 웹 UI 를 제공 해 주기 때문에 따로 화면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twitter 에서 제공해 주는 UI 이기 때문에 application 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같은 

정보와 twitter 이용 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이 링크가 걸려 있어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고, 

사용 하고 있는 언어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UI 가 호출 되기 때문에 변경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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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검색기능 

1. 사람 검색 기능 

전체 Twitter에 등록된 User들을 아이디나 이름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다.  

 

2. twit 검색 기능 

twit에 포함된 글(Stirng)을 이용하여 전체 twit에 대하여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본 Application을 이용한 사용자들이 쓴 글만 검색하여 사진과 함께 얻어 올 수 있게 한

다. 즉, 사진이 포함 된 twit에 한에서 검색을 제한한다. 

 

3. 위치 검색 기능 

위치정보를 검색해 그 주변에서 올린 twit을 검색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Twitter User들이 올린 사진에 관한 twit을 검색해 준다.  

위치정보가 포함 된 twit 에 한에서 검색을 제한한다. 

 

4.1.2  위치 서비스 기능 

1. Naver 맵 인증 

Naver개발자 홈페이지에 application을 등록하여 key를 발급 받는다. 

 

2. Timeline의 위치 취득  

Twitter 글 작성시 위치정보를 포함 시키면 그 글이 작성된 위치의 위도와 경도 값을 가

져 올 수 있다. 이 값을 이용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 하면 주소값으로 

변경 할 수 있다. 

 

3. Timeline의 위치를 Naver 맵에 출력 

위에서 획득한 위도와 경도 값을 Naver 맵 AP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 하여 위

치를 표시 할 수 있게 한다. 

 

4. 주변에서의 사진 정보 출력. 

지도가 출력 될 때 해당하는 글에 포함된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글에 포함된 위치 주변에

서 찍힌 사진 정보를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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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사진 편집 기능 

1. 앨범 사진 취득 

갤러리에 포함된 사진을 취득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가져온다 

 

2. 카메라 연동 구현 

카메라를 연동시켜 application 안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3. 사진 편집 아이콘 구성 

사진 편집에 필요한 필터링, 레이어합성 기능, tool 등의 아이콘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

게 구성한다. 

 

4. 필터 적용 구현 

Graphic 전문가들이 open해놓은 graphic logic을 이용해 각각 filtering 함수를 구현한다. 

Bitmap조작으로 이루어 지도록 Image Processing을 한다. 

 

5. 레이어 적용 구현 

레이어 합성을 이용해 스티커, 텍스트 , 액자 등 사진 위에 덮어 씌어 꾸밀 수 있는 기능

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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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 Application 테스트를 할 경우 테스트 장치의 수가 부족하여 디버깅 및 프로그램 

실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 가상머신의 경우 Performance 가 실제 장비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디버깅 및 

프로그램 테스트 시 빠른 시간에 확인이 어려웠다. 

 

- Part 별로 나눠서 개발하여 자신의 개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서로 개발하는 부분간의 dependency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팀원들간의 communication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아 중복 작업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알

지 못해 필요 없는 작업을 수행 하는 경우가 발생 했다. 

 

- 사용하는 API들의 reference가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인원들은 이를 참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팀 프로젝트 실이 특정 시간에 너무 사람들이 몰려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졸업 프로젝트 실에 3 학년까지 이용하여 수업이 끝난 오후시간에 양쪽 다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 팀 프로젝트 실이 천장이 막혀 있지 않아서 회의를 할 경우 다른 팀의 목소리가 클 경우 

회의에 지장을 받는다. 

 

- 팀 프로젝트 실 무선인터넷의 혼선으로 유선인터넷을 이용하려 했으나 유선인터넷을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