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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 

SNS 사용의  
일상화 

편리한 정보(사진/위치)
공유 Application이 필

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목표 

다양한 

 편집기능 

 제공 

편리한  

User Interface 

제공 

위치 정보 

 통한 주변  

정보 공유 

SNS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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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Flow 

위치 서비스 

 Naver Map API 키와 Android용 Naver M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API키를 등록하여 application을 통해 Naver Map 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Map 위에 tweet의 위치나 그에따른 주변정보 현재위치 등을 표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알 수 있다 

Marker Overlay 

Overlay  

Side Information 

Information 

Current Location 

NMapLocationManager 클래스
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의 NGeo
Point값을 구하고 NMapControl
ler 클래스의 NGeoPoint값으로 
이동 시켜주는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위치를 표시 해 준다. 

Current Location 

Tweet을 클릭하면  
NMapCalloutOverlay를  
사용하여 그에 따른  
위치를 보여주는  
말 풍선을 표시한다 

 Twitter에서 가져온 timeline
들과 선택한 tweet과의 거리
가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Coll
ections.sort() 함수로 정렬 한 
뒤 지도에 표시하고 리스트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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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nterface U I 

1.  사진피드의 tweet을  
    클릭한다 
2.  Tweet화면의 위치를  
    클릭한다 
3.1 클릭한 tweet과  
    주변의 사진들이  
    표시된다 
3.2 ListView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에 따른  
    위치를 지도를 통해  
    볼 수 있다. 
4.1 지도를 클릭하여  
    Full Screen 화면으로  
    지도를 볼 수 있다 
4.2 왼쪽 위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다. 

Photo Editing Flow 

사진 편집 

사진촬영과 갤러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의 부분을 선택해  
다양한 Filtering과 Layering, Tool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다 

사진 편집 후에는 SDcard 에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Twitter를 통해 Posting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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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ing Effect Filtering 

Image의 width, height 값을 이용해 각 위치의 Color 
의 r, g, b, a 값을 받아 각각 pixel color 값을 조정한다 

각각 value 값을 이용해 r, g, b 값을 변경시켰고 
색의 경계 값인 255를 넘어 가지 않게 처리하였다. 

Layer 
    Effect 

Tool Effect 

Layering 

Tool 

Matrix를 만들어 degree를 90으로 
주어 좌/우로 회전시키거나  
PreScale 을 이용한 Matrix를  
가지고 Bitmap을 새로 생성해   
회전 및 반전 효과를 준다. 

선택한 Layer를 바로 이미지에 합성하지 않고 ImageView 
widget을 통해 수정중인 이미지 위에 겹쳐 보여준다 

수정 작업을 마치고 Save, Post 버튼을 누를 때  
이미지합성 함수를 호출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저장 , 포스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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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nterface U I 

1. 사진을 촬영하거나 
갤러리를 통해 선택한다 

2. Crop Image를 통해  
이미지를 일정 영역으로 
자른다 

3. Editing 영역으로  
이미지를 받아온다 

4. Tool 기능을 사용한다 

5. Filtering 기능을  
사용한다 

6. Layering 기능을  
사용한다 

7. 사진 편집 후엔 사진을 
 저장하거나 올릴 수 있다 

Search Service Flow 

검색 기능 

검색을 할 경우에는 Spinner를 이용하여 사람, 트윗, 위치에 관한 내용을 검색 할  
수 있다. 검색할 Item을 선택하여 검색을 누르면 원하는 내용이 검색된다.  
그러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색한 것이 아니라면 검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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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Interface 

U  I    

1. 돋보기 Button을 누른다.  
2. 왼쪽 상단의          Button을 눌러 검색하고 싶은 Item을 선택한다. 
3. 검색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한 뒤 검색 Button을 누른다. 
4. 검색된 내용 중 찾는 내용이 없을 시 더보기 Button을 누른다. 

Time line 

Profile _ Follow  

Time Line 

Follow 

Twitter를 연동하여 Photo Porter로 올린 tweet을 불러와 
사진 중심으로 Time line을 구성하였다 

tab을 사용하여 사진피드, 검색, 사진, 프로필, 설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ollowing Follower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친구들을 
볼 수 있다 timeline에는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Tweet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신의 프로필을 볼 수 있다 이름 아이디 자기 소개를 볼 
수 있고 자신의 tweet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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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Effect 

Self Estimation 

Twitter 

사진편집 

- Server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 

- Twitter 기능과 사진 편집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Application 

  실행이 불필요 

- 글 작성시 등록한 위치를 이용해 위치 정보 획득이 편리 

- 진행상의 문제를 대부분 스스로 해결하였으며 목표에 근

접한 결과물을 얻었으므로 프로젝트 자체는 성공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