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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가 되면서 SNS 사용 또한 일상화가 되었다. 따라서 사진, 위

치 및 편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application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Twitter를 사용하여 다양한 편집기능을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ser Interface를 제공하고, 위치정보를 통한 주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Photo 

Editing application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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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글 올리기 

 위치 정보 저장 

 글 / 사진 올리기  

 UI 디자인 

 

 

 상세 화면 

 사람 프로필화면 

 각각의 Intent 연결 

 

 

 UI 개선 

 사진 피드 개선 

 프로필 개선 

 로딩 화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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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글 올리기 

 위치 정보 저장 

 GPS 로부터 현재 위치정보를 얻어와 Tweet 에 포함 시킨다. 

  

 글 / 사진 올리기  

사진 편집이 종료 시 파일을 SDcard 에 임시로 저장시킨다.  

StatusUpdate 의 media 에 임시로 저장해놓은 파일을 넣어 editbox 의 string 과 함께 

트위터로 넘겨준다. 

 

 UI 디자인 

 

 올라 갈 사진을 미리 보여주고  

오른쪽에 editBox 를 위치 시켜 스트링을 입력할 

있도록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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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세 화면 

 사람 프로필화면 

프로필 화면으로 자신의 정보와 트윗 팔로워 팔로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각의 Intent 연결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연결시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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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UI 개선 

 사진 피드 개선 

Tab 부분과 List View 부분을 좀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였고  

Tab 부분을 눌렀을 시 어느 기능을 사용하는 지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필 개선 

Follow 가 다른 Activity 로 넘어가던 것을 같은 화면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로딩 화면 추가 

  

API요청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로딩 화면을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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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Diagram 

3.1.1  State Machine Diagram 

 Login 

 

 Twitter 아이디를 이용하여 PhotoPhoter application으로 접속 할 수 있다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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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editing 영역으로 가져와 Filtering, Tool, Layering 기능을 사용하여 편집 작업을 

할 수 있고 사진 또한 저장할 수 있다. 

 

 

 Post 

 

사진과 함께 올라갈 사진의 정보와 그에 따른 위치정보를 얻어 사진과 함께 글, 

위치까지 함께 Twitter 를 통해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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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Use case Diagram 

 

 User : 사진 올리기, 사진 편집, 사진 촬영, 프로필 , 검색 , 위치 서비스, 설정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Developer : 설정기능의 도움말 버전정보 등을 제공하여 application 의 각종 

업데이트를 담당하고 버그 수정을 제공한다 

 Twitter : 사용자가 접속 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Posting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프로필, tweet, 인물 검색기능, 타임라인을 제공 한다. 

 Naver Map : GPS 와 함께 위치에 따른 지도를 제공하며, 위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GPS :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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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현 기능 

3.2.1  SNS 

1. TimeLine 

 

Twitter를 연동하여 application을 통해 올린 tweet을 

불러와 사진 중심으로 Time line을 구성하였다. Tab

을 이용하여 사진 피드, 검색 사진, 프로필 설정 등

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Profile _ Follow 

 

자신의 프로필을 볼 수 있다. 이름 아이디 자기소개

를 볼 수 있고 자신의 tweet, follower, following을 

확인할 수 있다. 

 Timeline에는 자신이 Follow 한 사람들의 Tweet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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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위치서비스 

1. Case 

 

2. User Interface 

1. ListView의 tweet을 클릭한다 

2. 내부 화면의 위치를 클릭한다 

3. 위치에 따른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주변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4. 지도를 클릭하여 full screen 으로 지도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의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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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설명 

 Naver Map API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네이버 지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소를 준비한다.  

1) 안드로이드 네이버 지도 라이브러리용 API 키 발급 

2) 안드로이드용 네이버 지도 라이브러리 

발급받은 API 키는 키 발급 요청 시 등록한 패키지 네임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API 키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지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지 네임

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지도생성 

1) NMapActivity 클래스를 상속받은 Activity 클래스를 생성한다. 

NMapView 클래스를 포함하는 Activity는 반드시 NMapActivity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하

며 해당 Activity는 하나의 NMapView 클래스만 포함해야 합니다.  

2) NMapActivity클래스를 상속받은 Activity의 onCreate() 메서드에서 NMapView객체를 

생성한다. NMapView 객체를 생성한 후, 발급받은 API 키를 설정한다. 

 

 지도위에 오버레이 표시 하기 

 1) NMapOverlayManager 객체(지도 위에 표시되는 오버레이 객체들을 관리하는 클래

스)를 생성한다. 각 오버레이 객체는 추가된 순서대로 화면에 렌더링되지만 이벤트 처리

는 역순으로 마지막으로 추가된 오버레이 객체부터 처리된다. 본 객체 생성 시에는 화면

에 표시될 오버레이 객체에 대한 이미지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MapResource 

Provider 클래스 (지도 위의 오버레이 객체 드로잉에 필요한 리소스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객체를 전달한다. 

2) NMapPOIdataOverlay 객체(여러 개의 오버레이 아이템을 포함할 수 있는 오버레이 

클래스)를 생성한다. 오버레이 객체에 포함된 전체 아이템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지도 중

심 및 축적 레벨을 변경한다. 

3) NMapCalloutOverlay객체(오버레이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표시되는 말풍선 오버레이

의 기반 클래스)를 생성한다. 이후에 오버레이 아이템을 선택하면 NMapCalloutOverlay 

콜백 인터페이스가 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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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정보 표시하기. 

1) 선택한 tweet의 위도, 경도 값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된 트윗들에 포함된 위도

와 경도 값을 2차원 평면의 점들이라고 생각 하면 두 위치간의 거리는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가 된다. 이 선분의 길이(거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여 구한다. 

2) 트위터에서 가져온 timeline들과 선택한 tweet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Collections.sort() 함수로 정렬 한 뒤 지도에 표시하고 리스트에 출력한다.  

 

 현재위치 표시 하기. 

1) NMapLocationManager 클래스(단말기의 현재 위치 탐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클래

스)의 현재위치를 구하는 getMyLocation()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의 NGeoPoint(지도 

상의 경위도 좌표를 나타내는 클래스) 값을 구한다.  

2) NMapController 클래스(지도의 상태를 변경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클래스)의 지도를 

입력 받은 NGeoPoint값으로 이동 시켜주는 animationTo() 함수를 이용하여 위에서 구한 

현재위치의 NGeoPoint 값을 넘겨주어 현재위치를 표시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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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진편집 

1. Case 

 

2. User Interface 

 

1. 사진촬영이나 gallery를 통하여 이미지를 가져온다 

2. 가져온 이미지를 clipping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진을 확대/축소 이동할 수 

있다 

3. 가져온 이미지를 editing 영역으로 가져온다. 

4. 회전 반전 등 Tool 기능, 다양한 Filtering, Layer 가능을 사용할 수 있다. 

5. 편집이 모두 끝난 후에 사진을 저장하거나 Posting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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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설명 

 Crop Image 

Transform Matrix를 사용하여 Vector를 이용해 입력 받아지는 두 손가락의 위치를 받

아 postScale과 PostTranslate 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시킨다. 

이미지의 위치 조절이 끝난 후에는 화면 전체를 cache에 임시 저장(capture)하여 주어

진 clipping 영역의 값으로 이미지를 자른다 

 Filtering 

- 주요 function 

Image의 width, height 값을 이용해 각 위치의 color의 r, g, b, a 값을 받아 각각 pixel 

color 값을 조정한다. 

● doBrightness(Bitmap src, int value) 

Value로 넘어온 값을 이용하여 r, g, b 값을 동일하게 증가 시켜주어 이미지의 전체적인 

밝기 효과를 낼 수 있다. 

(-)값을 이용해 어두운 이미지 표현도 가능하다. 

● Boost(Bitmap src, double r, double g, double b) 

Color filtering 을 기반으로 r, g, b 퍼센트 값을 이용해서 좀더 부드러운 느낌의 색조정

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CreateSepiaToningEffect(Bitmap src, int value, double r, double g, double b) 

각 픽셀을 grey-scale 이미지로 프로세싱 시킨다.  

그리고 주어진 depth에 r,g,b 값을 사용하여 grey Image에 색을 입힌다. 

● CreateContrast(Bitmap src, double value) 

value값을 이용해 pow 함수로 컨트라스트 값을 얻어내 그 값을 애용해 r g b 값을 변

경시켜 자연스러운 흑백의 오래된 이미지 효과를 낸다 

● tintImage(Bitmap src, int degree) 

각 pixel 에 일정값을 같이 증가시켜 색을 입히는 효과를 낸다  

● doGreyscale(Bitmap src) 

Digital Image Processing에서 지정된 grey scale의 r g b 값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흑백 이미지를 나타낸다. 

● decreaseColorDepth(Bitmap src, int bitOffset) 

bitOffset 값을 이용하여 각 픽셀 값을 조정해 수채화 같은 느낌의 효과를 줄 수 있다. 

● applyShadingFilter(Bitmap src, int shadingColor) 

AND 연산을 사용해 현재 color 에 shading 효과를 넣는다. 

 위의 Filtering 함수는 Developer.Com – Working with images in Google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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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ing 함수를 제작 하였습니다. 

 

http://www.developer.com/ws/other/article.php/10949_3748281_2/Working-with-Images-in-Googles-Androi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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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ering example 

 

 

 Layering  

- 사진 편집 과정에서 Layering 기능을 사용할 경우, 선택한 Layer를 바로 이미지에 

합성하지 않고 ImageView 위젯을 통해 수정중인 이미지 위에 겹쳐서 보여준다. 수

정 작업을 마치고 Save, Post 버튼을 누를 때 setLayer 함수를 호출하여 최종 결과

물을 만들어 저장, 포스팅한다. 

 

-

 

- Layering example 

 

● setLayer 

Canvas와 Paint를 이용하여 이미지에 선택된 Layer를 합성한 비트맵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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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l  

● Rotate 

Matrix를 만들어 degree 만큼 회전시킨 후 Matrix를 가지고 비트맵을 새로 생성한다. 

● Filp 

Matrix를 만들어 preScale 시킨 후 Matrix를 가지고 비트맵을 새로 생성한다. 

 

3.2.4  검색 

1. Case 

 

2. User Interface 

 

 

 

 

 

 

 

 

 

 

1. Spinner를 사용하여 사람, Tweet, 위치 검색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 

2. Editbox에 Query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고 아래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3. 처음에는 최대 20개의 검색된 결과를 보여주고 더 보기 기능을 통해 추가 정

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Developing Photo Editing Android Application Based on Twitter 

팀 명 NPNG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20 of 23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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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현설 

 Spinner 

Spinner는 ArrayAdapter에 Resource에서 새로 만드는 것으로 레이아웃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Image를 가져와서 구현한다. 그 뒤에 원하는 함수를 선택하면 

Public으로 만든 Integer변수의 값을 변경하여 사람, T, 위치에 대한 분기 문을 완

성한다. 

 

 

 사람검색 

Twitter 에서 제공하는 searchUser  함수를 사용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String

을 입력 받는다. 임의의 integer type 의 cursor값을 설정하여 검색된 결과를 그 

곳에 저장하고 ListView에 저장된 내용을 출력한다. 추가적인 검색 내용은  

cursor 의 값을 변화시켜 다음 내용을  저장하고 ListView 에 출력한다. 

 

 

 트윗 검색, 위치 검색 

입력된 String을 Query에 집어 넣어 String으로 검색되는 모든 자료를 얻어와 

List에 저장한 뒤 그 리스트에서 Tweet내용을 따로 분류하여 얻어온다. 그 뒤 

ListView를 통해 검색한 내용을 출력한다. 위치 검색의 경우 Tweet의 내용 중에

서 위치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String비교를 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ListView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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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제안서 대비 시스템의 구현정도 및 완성도 

내용 세부내용 구현여부  

UI design 

flow 구성 0 

탭 activity 0 

사진 피드 0 

사진 내부 화면 0 

초기화면 0 

설정 및 스킨 x 

Follow List 0 

프로필 0 

검색 0 

위치서비스 0 

사진편집 0 

글 올리기 0 

twitter 연동 

Twitter 인증 0 

타임라인 취득 0 

타임라인 사진 취득 0 

글 올리기 0 

Follow Check 0 

프로필 취득 0 

로그인/로그아웃 0 

타임라인 거르기 0 

검색 

사람검색 0 

글 검색 0 

위치 검색 0 

추가 검색 0 

검색 내용 취득 0 

위치서비스 

Map 인증(Naver) 0 

위치 정보 취득 0 

위치 타임라인 취득 0 

사진편집 
사진취득 0 

카메라 연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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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구성 0 

필터 적용 0 

Layer 적용 0 

버전 호환 허니컴 x 

 

1) 구현 정도 : 대부분의 내용은 구현되었으나 일정 마지막에 하기로 되어있는 허니컴 버전

호환과 설정 및 스킨에 대한 부분을 완료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전부 구현하였

으며 성능개선이 조금 필요한 상태이다.  

처음 추구하고자 했던 Twitter Server를 기반으로 하는 사진 편집 기능을 전부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외 다른 Application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Application에 넣어서 보완하고 

싶었던 내용을 모두 완료 하였다. 위의 표를 통해 작성 된 모든 부분이 현재 가능하며 실

행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2) 완성 정도 : 기능의 구현 정도에 대한 자체 평가는 90%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계획하였던 스킨과 설정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완성이고 Android의 특성상 다양한 

버전에 대해서도 전부 호환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진저 브레드 버전에서만 가능하다. 

그 외 위 표에서 보듯이 모든 기능이 전부 사용가능 한 상태이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속도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 Application이 사진편집을 위한 Application

인 만큼 Twitter에 접속 할 경우에는 보여지는 화면 대부분에 사진화면을 받아서 보여줘

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3g이용자는 사진파일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물론 wifi의 빠른속도를 이용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로딩 화면 및 

검색등등 모두 빠른 속도를 보였기 때문에 wifi를 이용하여 Application을 실행할 것을 권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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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제 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 

4.2.1  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각자 파트를 나누어서 하면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코드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만 했다. 

 자신이 구현한 부분만을 따로 Export하여 조장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 

2) 각자 어느 정도의 실력차이가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어려웠다. 

 각자 맡은 파트부분을 공부하여 자연적으로 해결  

3) 시험 밑 과제와 병행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마다 실제 기능구현만 하고 최적화를 하지 못

하여 속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말을 이용하여 다같이 해결 

4) 졸업 프로젝트실과 팀 프로젝트실을 모두 합쳐도 20개의 조를 모두 수용할 정도의 공간

이 나오지 않았다. 작년과는 다르게 졸업 프로젝트실을 3학년에게 공개하여 모자란 공간

이 더욱 모자라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할 때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거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진행 

5) Android 진저브레드 Phone이 단 두 대밖에 존재 하지 않아서 모두가 Test를 진행할 때 

상당히 곤란하였다. 

 Virtual Machine을 이용하거나 GPS가 필요 시에는 Phone이 존재하는 조원과 만나서 해

결 

6) 인터넷 속도에 따른 Twitter 속도의 저하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하여 Wifi를 사용하여 해결 

7) 학교 시간표와 개인의 사생활에 따른 시간이 너무 엇갈려서 팀원이 모두 모일 시간이 부

족했다. 

 자투리 시간과 저녁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 

8) 조원들과의 갈등발생 시 해결할 방안 부족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 대인관계의 문제가 발생 하였지만 팀원간에 대화로 해결 

 

 

 

4.3 결론 

진행상의 문제를 대부분 스스로 해결하였으며 목표에 근접한 결과물을 얻었으므로 프로젝트 자체

는 성공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