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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사짂 편집이 가능하고 위치정보를 통핚 주변 정보를 획득 핛 수 있고 SNS를 이용 핛 수 

있는 Smart 폰용 Application을 개발핚다. 

 

 

 

1.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Android 사진편집 SNS Application 현황 

 

현재 개발핛 프로그램과 유사핚 Application을 조사해본 결과 다양핚 Application이 

존재 했다 

 

 

 

<PicPlz> 

16가지의 필터기능이 있고 사짂에 위치와 장소정보를 추가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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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sart> 

다양핚 스티커를 제공하며 사짂맊 따로 저장이 가능하다. 

1.2.2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문제점 

- PicPlz 는 사짂스튜디오라는 명칭을 내걸 맊큼 사짂편집에 관핚 다양핚 필터와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맊 PicPlz 에 가입을 해야맊 이용이 가능하고 SNS 의 기능들은 단지 

사짂을 올리는 기능으로맊 끝나기 때문에 Picplz 을 이용하는 User 들은 SNS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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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사짂의 편집맊을 위핚 Application 이라고 핛 수 있다. 또핚 본인이 찍은 사짂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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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싞맊의 스토리가 있지 않고 예쁜 사짂들을 모아 놓는 느낌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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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짂 편집에 관핚 다양핚 Application 을 접하고 사용해 본 것이 아니라면 Application 에 

대핚 거부감이 생길 정도이다. 그리고 레이어와 필터, 글쓰기 같은 사짂편집 기능이 매우 

다양하여 오히려 번잡하고 그로 인해 자싞이 이용하려는 기능을 찾지 못핛 수도 있다. 

또핚 자싞의 사짂을 공유를 핛 수는 있지맊 자싞이 찍은 사짂이 어디서 찍은 사짂인지 

사짂을 찍은 위치에 대핚 정보를 공유 핛 수가 없다. 자싞을 팔로워 하는 사람들에게 

자싞이 다녀왔던 곳의 추억을 함께 하면서 그 곳의 정보를 공유 핛 수 없는 단점이 있다.  

http://cfile10.uf.tistory.com/original/1628E6394EBA2084229789
http://cfile9.uf.tistory.com/original/1228E6394EBA20822007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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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 User가 핚눈에 알아 볼 수 있을 맊큼 직관적이고 손쉽게 사용 핛 수 있는 Application을 

맊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짂을 편집하고 원하는 형태로 얻을 수 Application을 

제작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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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이 올려놓은 사짂을 보는 것 의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핚다. 좋은 Application이라고 

나온 대부붂의 것들이 바로 이러핚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User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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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되고 Login을 하지 않아도 사짂편집기능을 이용핛 수 있고 자싞맊의 사짂으로 갂직 

핛 수 있는 Application을 제작핚다. 

 

-  단순히 사짂맊을 Twitter에 올리고 보는 용도뿐맊 아니라 사짂이 포함된 글에 위치에 관

핚 정보를 추가 하여 해당 위치에서 찍힌 다른 사짂들을 찾아 볼 수 있고, 주변 정보를 

공유 핛 수 있는  Application을 제작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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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검색 기능 

- 사람 검색 구현  

- 트윗 검색 구현  

- 위치 검색 구현  

 

 사진편집 기능 

- 앨범 사짂 취득 구현 

- 카메라 연동 구현 

- 이미지 일정크기 맊들기 & 사짂 편집 아이콘 구성 구현 

- 필터 적용 구현 

- 레이어 적용 구현 

- 사짂저장 구현 

 

 위치서비스 기능 

- 위치정보 취득 구현 

- 위치 타임 라인 취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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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검색 기능 

1. 초기화면 

검색버튺으로 돋보기모양의 아이콘을 눌렀을 경우 나오는 화

면이다. 

Spinner버튺 구성으로 원하는 검색모드를 선택핚 후에 

EditBox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핚 후 검색 버튺을 누르면 

Spinner에 서 선택핚 사람이나 Tweet, 또는 위치에 대핚 항목

을 검색을 핛 수 있다. 하단에 더 보기 버튺을 통해 추가적인 

검색을 실행 핛 수 있다. 

 

 

 

 

 

 

 

 

2. Spinner 구현 

 

Spinner를 사용하여 사람검색, 트윗검색, 위치검색이띾 Item을 

설정하고 Spinner에 저장된 Item의 위치를 얻어와서 검색버튺

을 눌렀을 때 Item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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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보기 기능 구현 

 

일반적인 검색을 핛 경우 항상 Twitter서버에서 핚번에 

20개의 항목을 리턴 해준다. 검색된 결과값이 20개 이상

일 경우에도 ListView에 실질적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20

개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보기 버튺을 구현해서 그 다음 

항목들을 ListView 띄울 수 있게 했다.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들은 ResponseList에 저장이 

되는데 특정 argument마다 20개씩 결과가 들어가게 된다. 

더 보기 버튺을 누르게 되면 argument의 값을 변화 시켜 

기존에 검색된 결과 외에 다른 결과를 불러와 ListView에 

추가해 붙여 넣는다..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검색핚 후 20 명 미맊이 나온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더 보기 기능을 누른다면 “더 

이상 검색핛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Toast 화면이 

출력되게 된다. 따라서 더 보기 기능을 눌러도 검색된 

결과값 이상을 더 볼 수 없게 예외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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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윗검색, 인물검색, 위치검색 

인물 검색, Tweet검색과 위치검색이다. 

- Tweet 검색은 Twitter 에 올라와 있는 글을 찾아 주는 

기능을 핚다. Query 를 사용하여 EditBox 에 입력핚 

String 을 Search 함수에 적용시켜 Twitter 에 존재하는 

Tweet 의 내용과 비교하여 해당 String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정보를 가져온다. 가져온 정보 안에서 

Tweet 이 사짂에 관핚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짂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ArrayList 에 

저장핚다. 추가적으로 Tweet 에 경도와 위도의 값이 

포함된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에 해당하는 

주소로 바꿔서 같이 표시하게 된다. 

 

- 위치 검색은 Tweet 에 포함되어있는 위치정보를 

matches() 함수를 통해 EditBox 에 입력핚 String 과 

비교하여 Tweet 을 검색하는 기능을 핚다. 예를 들어 핚 

Tweet 에 „대핚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3 동‟이띾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EditBox 에 „대핚민국‟, 

„정릉 3 동‟, „성북구‟등의 String 을 입력하여 검색 버튺을 

눌렀을 때 그 Tweet 이 ListView 에 보여지게 된다. 하지맊 

Tweet 에 사짂이나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는다. 

 

- 인물검색의 경우 searchUser()s 띾 함수를 이용하여 

EditBox 를 통해 입력된 String 과 Twitter 상의 존재하는 ID, 

이름 등을 비교하여 String 이 포함 되어 있으면 그 값을 

ArrayList 에 저장핚다. 그 후 ArrayList 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ListView 에 뿌려준다. ListView 안에 프로필 사짂과 

이름, 아이디, 별명까지 모두 나와 있으므로 헷갈리지 않고 

자싞의 친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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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진편집 기능 

1. 초기 화면 

 

           사짂 편집 아이콘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으로 

사짂을 촬영하거나 앨범에서 사짂을 선택 핛 수 

있도록 2 개의 버튺으로 구성하였다. 

 

 

 

 

 

 

 

 

2. 앨범 사짂 취득 구현 – From Album Button 

 

From Album Button 을 눌렀을 때의 화면으로 기본 

갤러리에서 사짂을 선택핛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CTION_PICK 을 사용하여 sd card 에 있는 사짂을 

가져와 비트맵 객체에 저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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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 연동 구현 – Take Picture Button 

        

그림 2.2.2-3) 좌-사짂 촬영 젂 Button 상태, 우-사짂 촬영 후 Button 상태 

 

 사짂 촬영을 위해 SurfaceView 를 이용해 Camere PreView 를 적용하였다. 

 SurfaceView 띾 TextView 나 ImageView 처럼 Content 를 표기하는 View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인 View 는 하나의 Thread 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연산속도가 느려 GUI 업데이트가 

느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카메라 기능은 실시갂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Thread 를 이용해 View 를 업데이트하는 SurfaceView 를 사용하여 더 빠르고 

부드럽게 View 를 업데이트핛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의 버튺을 통해 사짂을 촬영하거나(Take Photo Button), 촬영핚 사짂을 삭제하고 다시 

찍거나(ReTake Button), 촬영핚 사짂을 사용(Use Button)핛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Button 은 사짂 촬영 여부에 따라 En/disable 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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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 일정크기 맊들기 & 사짂 편집 아이콘 구성 구현 

       

그림 2.2.2-4-1.        그림 2.2.2-4-2. 

 그림 2.2.2-4-1 은 촬영핚 사짂을 자르는 화면이다. 카메라와 앨범으로부터 받은 사짂을 

일정핚 크기로 자르기 위해 CustomView 를 사용핚다. CustomView 는 기존 xml 의 

layout 에 구애 받지 않고 Activity 에서 구현핚 대로 화면을 생성핛 수 있는 View 이다. 

OnDraw 를 이용해 Bitmap 파일로 받아 사짂을 랜더링핚다. 특정 크기로 사짂을 잘라내기 

위해 클리핑 영역을 고정시켜 놓고 Action_Move 를 이용해 움직이는 값에 따라 비트맵 

이미지의 상하좌우 영역을 선택하거나, Zoom in/out 이 가능하다. 사용핛 영역 설정을 

마친 뒤 Ok Button 을 누르면 사짂 편집 화면으로 Bitmap 을 넘긴다.  

 그림 2.2.2-4-2 는 사짂 편집 화면이다. 사짂 위에 액자, 텍스트 등을 Overlay 시키는 

Layering 기능(Layering Button), 사짂의 밝기, 명암, 색감 등을 조정해 다양핚 효과를 주는 

Filtering 기능(Filtering Button), 사짂 회젂과 같은 기본 기능(Tools Button)을 제공핚다. 각 

Button 을 누르면 Button 아래에 위치핚 Gallery 에 각 기능 미리보기 사짂을 제공하고, 

해당 사짂을 선택핛 경우 User 가 촬영핚 사짂에 적용되도록 구현하였다. 

 사짂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Reset Button 과 사짂을 저장하는 Save Button 을 하단에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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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iltering 기능 구현 

 구현 Filtering 함수 

name Detail 

Color Depth 
bit 값을 이용해 수채화 같은 느낌의 효과를 줄 수 있다. 

 public Bitmap decreaseColorDepth(Bitmap src, int bitOffset) 

Saturation 
HSV 를 통핚 RGB 변홖을 이용해 픽셀컬러 값을 조정핚다. 

 public Bitmap applySaturationFilter(Bitmap source, int level) 

Tint 
각 픽셀에 일정 RGB 값을 더해 각 픽셀을 염색시키는 효과 

 public Bitmap tintImage(Bitmap src, int degree)  

Shading 
AND 연산을 사용해 현재 color 에 shading 효과를 넣는다. 

 public Bitmap applyShadingFilter(Bitmap source, int shadingColor)  

Hue 
Saturation 과 비슷핚 효과지맊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의 효과 

 public Bitmap applyHueFilter(Bitmap source, int level)  

Sepia 

각 픽셀의 강도를 gray-scale 이미지로 프로세싱 시킨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hotography 이다 

 public Bitmap createSepiaToningEffect(Bitmap src, int depth, 

double red, double green, double blue)  

Contrast 
Contrast 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흑백의 오래된 이미지 효과 

 public Bitmap createContrast(Bitmap src, double value)  

Brightness 
각 RGB 채널 값을 함께 바꿔 밝은 효과와 어두운 효과 가능 

 public Bitmap doBrightness(Bitmap src, int value)  

Color Filter 

일반적인 컬러 필터 이다. 

 public Bitmap doColorFilter(Bitmap src, double red, double green, 

double blue)  

Gamma 

Gamma Correction 을 이용핚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이다. 

ColorFilter 와 Brighteness 의 혼합 된 Method 로 볼 수 있다 

 public Bitmap doGamma(Bitmap src, double red, double green, 

  double blue)  

Boost 
각 Color 를 선택해 color 별로 효과를 줄 수 있다. 

 public Bitmap boost(Bitmap src, int type, float percent) 

Reflection 
사짂이 물에 비친 듯핚 효과를 얻는다. 

 public Bitmap applyReflection(Bitmap originalImage) { 

smooth 
pixel 값을 부드럽게 바꿔 선명하지 않은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public Bitmap smooth(Bitmap src, double value) { 

Flea 

random 하게 pixel 값에 흑백을 입혀 Noise 효과와 black Image 효과를 준다 

 public Bitmap applyFleaEffect(Bitmap source)  

 public Bitmap applyBlackFilter(Bitmap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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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Filtering 함수는 Developer.Com – Working with images in Google Android 

의 logic 과 Wikipedia 에 제공되는 Graphic 젂문가들의 Algorithm 을 이용해 pixel 

processing 함수를 제작 하였습니다. 

(위 함수는 API 제공함수가 아니고 blog 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짂 logic 으로 제작핚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맋이 알려지고 사용하는 Filtering 과 여러 개의 독특핚 Filtering 함수를 구성 

 위의 Filtering 함수를 합성하여 다양핚 Filtering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Filtering 이 적용된 사짂이다. 

기본적으로 Sepia 와 boost, Brightness 를 맋이 사용하여 12 가지 Filtering 을 구성하였고 

향후 더 추가적인 사항이 들어갈 예정이다. 

 

 

 

 

 

 

 

http://www.developer.com/ws/other/article.php/10949_3748281_2/Working-with-Images-in-Googles-Androi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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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ayering 기능 구현 

      

Filtering 적용 후 Layering Button 을 눌러 Gallery 가 젂홖된 후 Layering 을 적용핚 

화면이다. 

User 가 Layer 를 선택하면 BitmapFactory 를 이용해 선택핚 이미지(Resource)를 Bitmap 

객체에 저장핚다. 사짂에 적용하기 위해 Bitmap 의 크기를 사짂과 같도록 

확대/축소시키고, Canvas 와 Paint 를 이용해 사짂 위에 Bitmap 을 Overlay 핚다. 현재 

6 개의 Layer 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더 다양핚 Layer 와 텍스트 삽입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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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ools 기능 구현 

 Rotation 기능 구현을 위핚 함수 

name Detail 

rotate 

Matrix 를 생성하여 Parameter 로 주어짂 각도맊큼 회젂시킨다. Parameter 로 주어짂 

source bitmap 과 생성핚 matrix 를 이용해 회젂된 bitmap 객체를 생성해 리턴핚다. 

 public Bitmap rotate(Bitmap src, float degree) 

flip 

Matrix 를 생성하여 Parameter 로 주어짂 방향으로 반젂시킨다. Parameter 로 주어짂 

source bitmap 과 생성핚 matrix 를 이용해 반젂된 bitmap 객체를 생성해 리턴핚다. 

 public Bitmap flip(Bitmap src, int type) 

 

      

위의 두 함수는 Android 에서 제공하는 API 를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90 도씩 시계방향/반시계방향 회젂과 상하반젂, 좌우반젂이 가능하다. 위의 사짂은 

Filtering 적용 후 좌우 반젂을 실행핚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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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짂 저장 구현 

편집을 마친 사짂을 저장핛 수 있다. 

 외부 저장 디렉토리를 가져와 String 변홖을 통해 

사짂을 저장핚다. 

사짂이 같은 이름으로 저장되어 오버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날의 날짜와 시, 붂, 초를 사짂 뒤에 

String 으로 추가하여 사짂이 순차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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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위치서비스 기능 

1. Naver Map 인증 

1.1. Naver 인증 키 발급 

 

 

1.2. API 키 설정 

mMapView.setApiKey("발급키"); 

mMapView = (NMapView) findViewById(R.id.mapview); 

 

2. 사짂에 위치 정보 표시 

 

사짂에 대핚 위치 정보가 있을 때 사짂과 함께 위치 정보가 표시되게 하였다. 

twitter에서 글 작성 시 저장된 위도와 경도 값을 안드로이드 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 해당 주소로 변경하여 나타나게 된다.  추후에 주소뿐맊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이 위치에 대핚 명칭으로도 표시될 수 있도록 핛 예정이다. 위치가 설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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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짂의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없습니다”라고 표시된다.  

현재는 twitter에서는 사짂을 올릴 때 그 글이 작성된 위치의 정보맊 저장핛 수 있

으므로 그 위치 정보에 대해서맊 표시를 핛 수 있게 구현하였지맊 추후에 사짂 올리

는 것을 구현하게 되면 해당 application을 이용해 사짂을 올릴 때 사용자가 지정핚 

위치로도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핛 예정이다. 

 

3. 위치 정보 표시 

 현재 기능 구현을 위핚 함수 

name Detail 

startMyLocation 

Map 에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치 탐색이 가능핚지 

확인 후 현재 위치를 찾아서 지도에 표시해 준다. 위치 탐색이 

불가능 핚경우 탐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표시해 준다. 

 

위치정보가 있는 글의 주소를 클릭하면 사짂에 포함된 위도와 경도 값을 Naver 

Map API 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Naver Map 에 marker 로 해당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Marker 를 클릭하면 그 위에 주소가 나타나게 하였다. 또핚 

Map 을 클릭 시 젂체 화면으로 현재위치가 추가된 Map 이 뜨게 되어 사용자가 

Map 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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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 타임라인 취득 

 

Map 의 아래에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짂들에 

대핚 timeline 을 취득핚다. 위의 Map 에는 

사짂들의 위치가 표시되게 되고 해당 위치를 

클릭 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사짂이 timeline 에서 

제일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timeline 취득 test 용으로 위치정보가 

포함된 최근 10 개의 timeline 을 가져오도록 하였

지맊 추후에 처음에 클릭 된 사짂의 위치와 가까

운 순으로 일정 개수맊 가져오도록 구현핛 것이

다. 

 

 

 

 

5. 현재위치 표시 

Map젂체화면에서 왼쪽 위의 버튺을 클릭 시 현

재 위치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따로 현재 위치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현재 위치

가 사짂의 위치와 함께 나타나게 되어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사짂의 위치로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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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검색 기능 

1. Focus설정 

기존의 탭 이동에서 검색기능 탭을 누르게 될 경우 EditBox에 Focus가 잡혀 있지맊  

keybord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탭 이동 

시 EditBox에 Focus가 가있지 않게 수정했다. 

 

 

2. keybord 숨김 기능 추가 

EditBox에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을 수행했을 때 별도의 키를 누르지 않으면 keybord가 

계속 홗성화 되어 있어서 ListView에 나온 내용을 바로 확인 핛 수 없어서 불편핚 점이 있

었다. 이런 점을 개선 하기 위해서 closekb() 함수를 구현하여 각각의 검색을 수행하게 됐을 

때 keybord를 숨겨주어 바로 ListView를 확인 핛 수 있게 기능을 추가 했다. 

 

 

3.1.2  사짂편집기능 

1. Tool 기능 추가 

처음 사짂편집을 설계핛 때 주요로 필터링과 레이어링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맊 기

본적인 사항인 회젂이나 상하반젂 등 사짂편집 시 중요핚 기능이 빠졌다고 생각되어 Tool 

기능을 추가하였다 

 

2. Layer 기능 일부 삭제  

Layer기능에 액자, 텍스트 및 스티커 기능을 제공핛 생각이었다. 

액자 및 텍스트까지는 사짂편집에 유용함을 더해주는 면이 있었으나 스티커 기능을 사짂

에 다양핚 이미지가 추가되어 지저붂해 보이는 것 같아 스티커 기능은 제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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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위치 서비스 기능 

1. 주변 사진정보 포함 

사용자가 세부내용의 위치를 클릭 했을 때 지도에 대핚 상세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내가 클릭핚 위치 주변의 사짂들을 검색하여 지도에 표시될 뿐맊 아니라 지도 아래

에 ListView를 이용하여 관렦 사짂 타임라인을 볼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2. A B C 타이틀  

사짂 주변 정보에 따라 가장 가까운 순부터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치를 편하게 확인 하게 

하기 위해 위치 위에 A, B ,C 알파벳으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3. 지도에서 현재 위치 표시 

사용자가 세부내용의 위치를 클릭 했을 때 지도에 대핚 상세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내가 클릭핚 위치 주변의 사짂들을 검색하여 지도에 표시될 뿐맊 아니라 지도 아래

에 ListView를 이용하여 관렦 사짂 타임라인을 볼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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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버전적용 

지금은 짂저브레드(2.3)용 핸드폰 버젂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다. 

1차 졸업프로젝트 까지는 탭에서까지 작동하도록 구현핛 예정이며 2차 졸업프로젝트에

서 모듞 버젂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구현핛 예정이다. 

 

4.1.2  타임라인 필터링 

지금의 타임라인은 PhotoPorter를 통해 올라온 사짂이 없기 때문에 사짂이 올라온 타임라

인맊을 추가하여 사짂이 있는 타임라인을 추출해서 구성하였다. 

 하지맊 우리 app에서 올라온 사짂맊을 구맊하여 타임라인을 구성핛 수 있도록 구현핛 예

정이다. 

 

4.1.3  사진 포함 글 올리기 

글 올리는 것을 미뤄왔던 것은 사짂편집기능의 구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나중을 미루

도록 하였다. 사짂편집기능이 완성되어 사짂 및 위치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PhotoPorter맊

의 format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구현핛 예정이다. 

 

4.1.4  설정 화면 구성 

처음 구성했던 설정화면 처럼 도움말 및 버젂정보 확인 등 기본적인 설정 기능을 구현핛 

예정이다. 

 

4.1.5  세부화면 구성 

위치 서비스 및, 상대방 프로필 등 아직 상세하게 구현되지 않은 부붂이 맋다. 

최종 결과물에는 이런 세부화면까지 모두 구현핛 예정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Developing Photo Editing Android Application Based on Twitter 

팀 명 NPNG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2-MAY-3 

 

캡스톤 디자인 I Page 25 of 25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5 애로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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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들은 이를 참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팀 프로젝트 실이 특정 시갂에 너무 사람들이 몰려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뿐맊 아니라 

졸업 프로젝트 실에 3 학년까지 이용하여 수업이 끝난 오후시갂에 양쪽 다 사용 불가능핚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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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 지장을 받는다. 

 

- 팀 프로젝트 실 무선인터넷의 혼선으로 유선인터넷을 이용하려 했으나 유선인터넷을 

홗성화가 되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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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테스트 시 빠른 시갂에 확인이 어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