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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SNS는 일상 생활이 되어 다양한 감정들을 

공유 하며 자신의 표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의 보급으

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일은 그 중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SNS에 

올라간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확산 됨에 따라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자신의 사

진이 공유되길 원한다. 또한 Smart폰의 보급으로 인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

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위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어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욕

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해 사진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 할 수 있고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자신의 SNS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Smart폰용 

application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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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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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Smart 폰용 Application을 개발한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Android 사진편집 SNS Application 현황 

 

현재 개발할 프로그램과 유사한 Application을 조사해본 결과 다양한 Application이 존

재 했다 

 

 

 

<PicP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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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스티커를 제공하며 사진만 따로 저장이 가능하다. 

2.2.2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문제점 

- PicPlz는 사진스튜디오라는 명칭을 내걸 만큼 사진편집에 관한 다양한 필터와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PicPlz에 가입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SNS의 기능들은 단지 

사진을 올리는 기능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Picplz 을 이용하는 User들은 SNS 기능을 

이용하려면 Picplz을 종료하고 SNS Applic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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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sart는 UI를 확인해 본 결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낯설게 다가온다. User가 

사진 편집에 관한 다양한 Application을 접하고 사용해 본 것이 아니라면 Applica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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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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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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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편집하고 원하는 형태로 얻을 수 Application을 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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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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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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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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2.3.1  SNS (twitter) 연동 

1. OAuth 이용한 트위터 인증 

1) OAuth란? 

An open protocol to allow secure API authorization in a simple and standard 

method from desktop and web applications. (데스크탑과웹어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하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API 인증을 하도록 하는 공개 프로토콜) 

OAuth 는 OpenAPI 로 개발된 표준 인증 방식으로,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을 거칠때 활용될 수 있다. 

2) OAuth 인증 과정 

Image via sitepen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Developing Photo Editing Android Application Based On Twitter 

팀 명 NPNG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SEP-06 

 

캡스톤 디자인 I Page 9 of 35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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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Consumer가 Service Provider(twitter) 에게 Request Token을 요청한다. 

② twitter가 Consumer 에게 Request Token을 발급해준다. 

③ Consumer가 user를 twitter 로 이동시킨다. 여기서 사용자 인증이  

수행된다. 

④ twitter가 user를 Consumer 로 이동시킨다. 

⑤ Consumer가 Access Token을 요청한다. 

⑥ twitter가 Access Token을 발급한다. 

⑦ 발급된 Access Token 을 이용하여 Consumer에서 사용자 정보에 접근한다 

3) 용어 정리 

*Service Provider(twitter) – OPENAPI 를 제공하는 서비스  

*user - Service Provider 혹은(그리고) Consumer를 사용하는 사람. 

*Consumer – API를 사용하여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Protected Resources - Service Provider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데이터 

*Token – Consumer 에서 Service Provider에 있는 사용자의 Protected  

Resources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용자의 인증정보. 

*Request Token - Consumer 가 사용자에게 접근권환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값이며, 이것은 차후 Access Token 으로 교환된다.  

*Access Token - Consumer 가 사용자의 Service Provider 를 통해서가 아닌 

Consumer를 통해서 Protected Resources 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 위한 

값. 

 

2. API 

1) Search API 

주로 트위터컨텐츠 검색에 사용된다. 특정 키워드를 담고 있거나 특정 사용자를 

언급한 tweet 혹은 특정 사용자의 tweet 을 검색할 수 있다. Search API 를 

통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등록된 tweet(6~9 일 정도)만을 검색할 수 있으며, 

복잡한 키워드를 검색할 수 없다. Rate limit 은 한시간동안 보내는 API 

request 의 양이 아니라 request 의 복잡도와 빈도에 연관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길 원하거나 rate limit 에 도달할 경우에는 Streaming 

API를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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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reaming API 

Streaming API 는 많은 양의 키워드들을 검색, 추적(특정 지역에서의 tweet 에 

대한 검색)하거나, 사용자 집합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Streaming API 는 연관되는 data 들의 검색이나 통계적 조사 등에 

유용하다. 이를 위해서는 long-lived HTTP connection 을 생성, 유지하여야 한다. 

Streaming product 에는 크게 3 가지로 Streaming API, User Streams, Site 

Streams 가 있다. Streaming API 는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public status 로 

사용자 아이디, 키워드, 지리적 정보 등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다. User Streams는 

사용자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즉 

public status 는 물론 protected stauts(팔로잉, 메시지,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Site Streams 는 Site Stream connection 을 통해 다수의 User Stream 을 

다중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동일한 호스트나 서비스에서 한 개 이상의 

User Stream connection 이 만들어질 경우, Site Streams 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3) REST API 

REST API 는 개발자들이 timeline, status update, user information 과 같은 

트위터의 주요 요소들에 접근하는 것들 가능하게 해준다. REST API 는 또한 

트위터 자체와 상호작용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REST API 를 통해 tweet 을 

포스팅하거나 retweet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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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사진 보정 기술 

1. 필터링 효과 

1) 컬러필터 효과 

레이아웃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커스텀뷰를 생성하여 컨텐츠뷰로 설정한다. 

알파값을 이용한 그림자 표현. 

블렌딩 모드를 이용해 여러 가지 컬러 필터를 적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PorterDuffColorFilter(intsrcColor, PorterDuff.Mode mode): mode 를 이용해 

다양한 필터 효과 적용 가능하다. 

2) 컬러 매트릭스 이용한 컨트라스트 효과 

비트맵의 각 픽셀 컬러 값과 매트릭스 행렬 곱을 이용하여 스케일 요소와 이동 

요소를 이용해 컨트라스트를 적용한다. 

스케일요소와 이동요소를 이용해 다양한 컬러 필터를 구현할 수 있다. 

(setContrastTranslateOnly, setContrastScaleOnly) 

1차원 float 배열로 들어가며 안드로이드에서 4x5 행렬로 해석되어 행렬 곱 

연산이 수행 

오른쪽의 R' G' B' A' 가 새롭게 계산된 컬러 값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 publicColorFiltersetColorFilter(ColorFilter filter) 

ColorFilter : 설정할 새로운 컬러 매트릭스 객체를 넘겨준다. 

반환값 : 이전에 설정되었던 컬러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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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어(서피스플링거) 서비스 

1) 서피스플링거의 주 기능 : 화면출력 

2)서피스와레이어 

두 개의 서피스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서피스의 개념에 Z-order 라는 속성을 

추가한 Layer 개념으로 관리 (Z-order :레이어의 앞/뒤 순서 명시) 

각각의 레이어 수정 시 다른 레이어를 고려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다. 

3)레이어 합성 과정 

① CPU와 배터리 낭비를 줄이기 위한 화면 출력 이벤트 대기 단계 

② 레이어가 숨겨졌거나 크기가 변경됐는지를 확인하는 레이어 상태 확인 단계 

③ 중복으로 화면 출력을 하지 않기 위한 레이어의 출력 영역 계산 단계 

④ 최종 출력이 확정된 레이어렌더링 단계 

⑤ 레이어 합성 단계 

⑥ 합성된 화면을 프레임 버퍼로 출력하는 단계 

> 합성 과정에서 OpenGL ES API를 이용하여 합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 

※ 레이어 합성을 이용하여 스티커 효과, 블러링 효과를 처리할 수 있다. 

 

3. 블러링효과 

- 레이어를 이용하여 원본 파일이 아닌 레이어에블러링 효과를 적용한다. 

flag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블러링 효과를 준다. 

* flag 설명 

FLAG_BLUR_BEHIND : 윈도우 뒤의 모든것을 흐리게 한다.  

FLAG_DIM_BEHIND : 윈도우 뒤의 모든것을 어둡게 한다.  

FLAG_NOT_FOCUSABLE : 윈도우 에서 키 입력 포커스를 갖지 않는다. 사용자가 

키나 다른 버튼의 이벤트를 보낼수 없다. 어떤 포커스 윈도우 

대신에 뒤에 남을 것이다.  

*setFlags(WindowManager.LayooutParams.FLAG,WindowManager.LayoutParams.FL

AG )  

- MaskFilter 제공 

Blur적용 종류와 Embossing을 적용하여 블러링 효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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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메라 기술 

1) 주요기능  

- 영상 미리보기(Preview) 

- 사진 촬영 (Take Picture) 

- 카메라 하드웨어 설정 : 영상 데이터 크기, 포맷, 배경모드, 자동 초점모드, 

화이트 밸런스 

- 갤러리에서 사진 불러오기  

2) 카메라 서비스 아키텍처 

프리뷰 쓰레드 생성 후 카메라 HAL을 통해 카메라 하드웨어를 동작 

카메라 HAL 에서 전달받은 카메라 데이터를 JPEG 포맷으로 압축해 

애플리케이션에 전달 

* 카메라 서비스 연결 

① 프레임워크 Camera 에서 open() method 호출 

② 리모트 서비스 생성 후 카메라 서비스 연결 요청 

③ 카메라 서비스의 카메라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카메라 HAL 초기화 

④ 카메라 클라이언트 리모트 서비스 생성 후 애플리케이션에 반환 

⑤ 카메라 영상 데이터와 동작 상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콜백 함수 설정 

3) 갤러리 사진 이용 

핸드폰에 내장된 갤러리 프로그램을 호출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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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위치 정보 제공 

1. 구글맵 연동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인터넷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글구글이나구글맵 등의 

다양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아무런 제약 없이 연동이 가능하다. 

1) 연동 방법 

① MapView : 

구글 API에서 제공하는 MapView를 호출하여 구글지도를 화면에 표시한다. 

구글맵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MD5 와 API 키를 얻어야 하며 이렇게 얻은 API 

키를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MapView 에 맵 API를 추가시켜야 한다. 

API 를 추가했으면 이것을 사용할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androidmanifest. 

xml 에 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권한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점에 

분석 표시되며 설치 승인 및 거부를 할 수 있다. 

- android.permission.INTERNET :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socket에 open 권한 설정 

-android.permission.ACCESS_COARSE_LOCATION : 애플리케이션의 access 

coarse(e.g, Cell-ID, WiFi) 권한 설정 

- android.permission.ACCESS_FINE_LOCATION : 애플리케이션의 access 

fine(e.g, GPS) 권한 설정 

② ItemOverlay 

지도 위에 어떤 특정한 곳을 이미지를 이용하여 보여주는 방식 

③ LBS(위치기반서비스)  

GPS로 부터 내 위도와 경도 값을 받아서, 내 위치를 표시해준다.  

안드로이드 SDK를 이용하여 GPS 위치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 LocationManager 를 호출하여 GPS 와 기지국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얻어온다. 

- Geocoder를 활용하여 주소를 가져온다. 

2) 구글맵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기능 

- 어느 지역이든 그 거리를 볼 수 있다. 

- 스트리트뷰, 위성사진부, 교통정보뷰를 사용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컨트롤로 지도를 움직일 수 있다. 

- 지도 위에 원하는 그림을 오버레이 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이벤트에 지도를 반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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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지도 연동 

안드로이드플랫폼에서애플리케이션개발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갖춘사용자를대상으로

안드로이드용네이버지도라이브러리사용하여지도를연동한다. 

1) 연동 방법  

안드로이드네이버지도라이브러리용 API 키발급 

안드로이드용네이버지도라이브러리 (nmaps.jar :샘플프로젝트에포함) 

발급받은 API 

키는키발급요청시등록한패키지네임과동일한애플리케이션에서만정상적으로작동

한다. 즉, API 

키발급을요청하기전에지도라이브러리를사용할애플리케이션의패키지네임을먼저

결정해야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패키지네임은 Context.getPackageName() 

Method로확인할수있다. 

<uses-permissionandroid:name="android.permission.INTERNET"/> :  

네트워크접근권한을설정한다. 

위에서보듯대부분구글지도와비슷한면모를보인다. 

 

2) 장점 :네이버지도는우리나라의지도에대한상세한정보를쉽게얻을수있으므로우리

나라에서어플을이용하는사용자에게최상의정보를줄수있다 

 

3. 다음 지도 연동 

오픈 API 는 Daum 의 검색, 지도, 블로그 등의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와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Daum 지도 API v3는 Desktop 환경 뿐만 아니라 Mobile 환경에서도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하였으며, API 사용자가 자유롭게 기능을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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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동 방법  

API를 넣어보자 

Daum 지도 API v3 를 사용하기 위해서 API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있다. 

 

View sourceprint?1.<scripttype="text/javascript" 

src="http://apis.daum.net/maps/maps3.js?apikey=DAUM_MAPS_DEMO_APIKEY"

></script>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API 주소에 포함된 key입니다. apikey 뒤에 나오는 

DAUM_MAPS_DEMO_APIKEY 부분은 사용자 여러분께서 지도 API 등록하기를 

통해서 미리 받으신 값으로 채워주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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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검색기능 

1. 트위터 검색 

지정한 검색조건을 만족하는 tweet을 반환한다. 특히 건수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최대 15건의 결과를 반환한다. 검색대상이 되는 tweet은 ‘공개된 것’에 한하며, 

protected(비공개) 설정한 유저 tweet은 검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인수는 옵션이지만 적어도 q나 gencode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지정해야 한

다. 

API 실행횟수 제한의 적용대상으로 IP 어드레스 단위로 제한을 받으며, 동일 IP 어

드레스로부터 검색 관련 API 실행은 1시간당 150회까지이다. REST API의 150회 제

한과는 별개로 카운트 된다. 

 

2. 트위터 검색 조건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 등을 지정한다. 키워드 종류는 percent encode해야 하며, 또

한 percent encode된 상태에서 140문자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검색조건은 Twitter

의 http://search.twitter.com/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http://search.twitter.com/에서는 연산자를 포함해서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하지

만 http://search.twitter.com/advanced에서는 서식에 따라 검색조건을 지정할 수 있

다. 검색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검색 조건 개요 

Words 키워드 임의의 문자열, 해시태그로 검색 가능. 언어 지정도 가능 

People 유저 누구 tweet인지, 누구에게 전송하는 것인지, 누가 참조하는 것인지 등 

Places 장소 임의의 장소와 거리, 몇 m, 몇 mile이내인지 등 

Dates 일시 임의의 날짜 이후, 이전으로 검색 가능 

Attitudes 내용 포지티브 내용인지 네거티브 내용인지 또는 질문인지 등 

Other 그 외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지 retweet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 

  

http://search.twitter.com/
http://search.twitter.com/
http://search.twitter.com/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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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back] 

콜백함수명을 지정. (format에 JSON을 지정한 경우만 가능). 

 

-[lang] 

검색대상이 되는 언어를 지정합니다. 언어는 ISO 639-1 게재의 문자열로 지정하는 

것 

 

-[locale] 

검색조건을 구성하는 문자열의 언어를 지정  

-[rpp] 

검색결과 1페이지 분량에 포함되는 tweet 수를 지정하며 최대 100까지 지정 가능 

 

-[page] 

페이지 번호를 지정해서 검색결과를 rpp로 지정한 건수 단위로 취득, 페이지 수는 

‘1’부터 시작 

 

-[max_id] 

검색결과 가운데 지정한 status ID 이하의 값인 status ID tweet만을 반환. 

 

-[since_id] 

검색결과 가운데 지정한 status ID보다 큰 값인 status ID의 tweet만을 반환.  

Since_id 인수는 폐지될 예정 

 

-[until] 

검색결과 가운데 일시 이전에 투고된 tweet만을 반환 

 

-[geocode] 

지정한, 위도, 경도, 반경(그 위도, 경도로부터 반경 몇 m/km 이내인지 지정 가능)

에서 투고된 tweet만 검색대상이 됨 

 

-[since] 

검색결과 가운데 지정한 일시 이후에 투고된 tweet만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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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_user] 

True 또는 false를 지정합니다. True를 지정하면(title 요소 내의) tweet의 머리부분

에 ‘유저 이름:’이 포함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SNS와 사진편집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SNS에 원하는 형태의 

사진을 수월하게 올릴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장소를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여행지를 찾을 수 있다. 

- 뛰어난 사진보정 효과로 누구든지 원본사진을 좀더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 사진을 통해 간접경험이 가능하다. 

- 컴퓨터로 사진을 편집하지 않고 찍은 장소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하다. 

- 아날로그 앨범처럼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내 주변에 찍힌 사진들을 보고 가까운 곳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위치정보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다. 

- Login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다. 

- 사진을 보고 다양한 감정을 공유 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으로 좋다. 

- Twitter의 기능이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따로 Twitter를 실행하는 불편함이 없다. 

- Twitter의 서버를 쓰기 때문에 Twitter측의 문제가 아니면 서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따로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다. 

- Twitter에 올릴 수 있는 글자의 수가 한정적인 만큼 보다 빠른 업로드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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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에 쓰인 Tool 

- Java Development Kit : Java Tool 

- Eclipse(Indigo Version) : 컴파일러l 

- Twitter API : twitter4J 라이브러리  

- Android SDK :안드로이드 개발 Tool 

- Naver Map API :nmaps 라이브러리, 네이버맵을 사용하기 위한 API 

- GPS : 위치정보획득을 위한 기술 

- XML 

3.1.2  개발에 필요한 환경 

- 컴파일 환경 : Eclipse Indigo Version, 

- 운영체제 환경 : Windows종류의 OS 

- 개발언어 : Java 

3.1.3  프로젝트 결과물 확인 환경 

- 운영체제 환경 : Android OS 2.3이상의 스마트 폰 

- 스마트폰 통합 USB 드라이버 

 

3.1.4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 Twitter OAuth인증 :트위터를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OAuth는 OpenAPI로 개발

된  표준 인증 방식으로 각종 application에서 사용자 인증을 거칠 때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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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매트릭스 : 컬러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constrast를 적용해 다양한 컬러 

필터를 만든다. 

- Twitter4J 라이브러리 :Twitter에서 타임라인을 가져오거나, 트윗검색, 사람검색, 

팔로우,팔로잉 체크 등을 사용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 

- Naver Map API(Nmaps) :위치정보를 통한 맵핑을 가능하게 해주는 API. 

- SDK Google API 10 : Software 개발 키트로 구글의맵에 관한 정보를 얻어 올 수 있다. 

- Search API :주로 트위터컨텐츠 검색에 사용된다. 특정 키워드를 담고 있거나 특정 

사용자를 언급한 tweet 혹은 특정 사용자의 tweet을 검색할 수 있다. 

- Streaming API :많은 양의 키워드들을 검색, 추적(특정 지역에서의 tweet에 대한 

검색)하거나, 사용자 집합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된다. 

- Rest API :개발자들이 timeline, status update, user information 과 같은 트위터의 주요 

요소들에 접근하는 것들 가능하게 해준다. 

 

3.2 결과물 상세사양 

3.2.1  기능일람표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Twitter 연동 트위터 인증 트위터 인증키 획득 문자열 / 등록  

  트위터 인증 토큰 획득 문자열 / 트위터 API  

 타임라인 취득 트위터 타임라인 획득 Twitter4j라이브러리  

 
타임라인 

사진취득 
미디어가 있는 타임라인 취득 Twitter4j라이브러리  

  미디어 타임라인 엔티티 취득 Twitter4j라이브러리  

  엔티티 안의 사진 URL 취득 Twitter4j라이브러리  

 글올리기 트윗 작성 Twitter4j라이브러리  

  리트윗 작성 Twitter4j라이브러리  

 팔로우 / 로그인 계정의 friend ship 생성 Twitter4j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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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잉체크 

  팔로워 / 팔로잉 리스트 획득 Twitter4j라이브러리  

 프로필 취득 로그인 계정의 프로필 획득 Twitter4j라이브러리  

 로그인/로그아웃 
트위터 로그인 / 로그아웃 및 

트위터 사용 허가 
Twitter4j라이브러리  

 타임라인 거르기 
PhotoPorter를 이용한 타임라인만 

획득 
Twitter4j라이브러리  

UI design Flow 구성 시스템 구조도 작성 그림  

 탭 activity 
사진피드, 검색, 사진, 프로필, 

설정탭 작성  
XML  

 사진 피드 사진피드 화면 XML  

  사진 상세화면 구성 XML  

 사진 내부 화면 팝업메뉴, 촬영 / 갤러리 XML  

 

 
 사진 편집하기 Java/함수  

  글, 위치 올리기 Java/함수  

 초기화면 트위터 로그인하기 XML  

  사진 편집하기 실행 XML  

 설정 및 스킨 도움말 보기 Java/함수  

  버전 정보 확인하기 Java/함수  

  잠금 설정하기 Java/함수  

  자동로그인 설정하기 Java/함수  

 팔로우 리스트 팔로워 / 팔로잉 리스트 표시 XML  

 프로필 팔로워/팔로잉 버튼 XML  

  프로필 편집 Java/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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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List 보기 Java/함수  

 검색 검색을 위한 창 xml  

 위치서비스 장소를 표시할 화면  Naver Map API  

 사진편집 사진편집을 위한 화면   

 글올리기 글을 올리기 위한 화면 Twitter4j라이브러리  

검색기능 사람 검색 
Potophoter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 
Twitter4j라이브러리  

 글 검색 
Potophoter에서 글 내용의 정보를 

획득 
Twitter4j라이브러리  

 위치 검색 Potophoter에서 위치 정보를 획득 Twitter4j라이브러리  

위치 서비스 맵 인증 MD5와 API키를 획득 Naver Map API  

  XML에 권한을 설정 Naver Map API  

  소켓을 오픈 Naver Map API  

 위치 정보 취득 LBS로부터 내위치값을 획득 Naver Map API  

 
위치 타임라인 

획득 
Twitter에서 위치 타임라인만 획득 Naver Map API  

사진편집 사진취득 SD카드에서 사진 읽기 Android API  

  SNS에서 사진 읽기 Android API  

 카메라 연동 사진 촬영하기 Android API  

 아이콘 구성 필터링을 위한 아이콘 구성 Android API  

  레이어 적용을 위한 아이콘 구성 Android API  

 필터 적용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필터 제공 Android API  

 레이어 적용 스티커 기능 제공 Android API  

  다양한 효과 제공 Android API  

  액자 기능 제공 Android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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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Use case 

Main Use case 

1. PhotoPorter application 실행한다. 

2. 트위터 연동 아이콘 클릭한다. 

A.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B. applicaion의 트위터 사용을 승인한다. 

C. 메인화면의사진피드 화면이 출력된다. 

i. 타임라인의 글을 선택 한다. 

ii. 해당 트위터를 화면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D. 탭 메뉴의 검색을 선택한다. 

i. 검색 메뉴의 위치, 사람, 글을 선택한다. 

ii.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iii. 검색결과가 화면에 출력되고 검색 결과 중 하나를 선택 한다. 

1. 사람을 검색 하여 선택한 경우 그 사람의 프로필이 화면에 나온다. 

2. 위치, 글을 검색하여 선택한 경우 해당 글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E. 탭 매뉴의 사진을 선택한다. 

i. 사진 촬영, 앨범 선택 대화상자가 화면에 출력된다. 

1. 사진 촬영을 선택한 경우 

A.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다. 

B. 촬영한 사진을 편집 한다. 

C.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다. 

D. 위치정보를 포함 시킨 경우 위치 정보도 함께 올린다. 

2. 앨범을 선택한 경우 

A. 앨범에 있는 사진중 편집을 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한다. 

B. 사진을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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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다. 

D. 위치정보를 포함 시킨 경우 위치 정보도 함께 올린다. 

F. 탭 메뉴의 프로필을 선택 한다. 

i. 로그인한 계정의 정보와 작성한 글들이 화면에 나타난다. 

1. 팔로워를 선택 한다. 

A.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화면에 출력된다. 

B. 팔로워 리스트 중 한명을 선택한다. 

C. 선택한 팔로워의 프로필을 화면에 출력한다. 

2. 팔로잉을 선택한다 

A. 자신을 팔로우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화면에 출력된다. 

B. 팔로워 리스트 중 한명을 선택한다. 

C. 선택한 팔로워의 프로필을 화면에 출력한다. 

3. 작성한 글을 선택한다. 

A. 해당 트위터를 화면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G. 탭 매뉴의 설정을 선택 한다. 

i. 설정 항목들이 화면에 출력된다. 

1. 도움말 선택한다. 

A. PhotoPorter application 사용에 관한 내용이 화면에 출력된다. 

2. 버전 정보를 선택한다. 

A. 현재 사용하고 있는 PhotoPorterapplication의 버전과 정보가 

출력된다. 

3. 스킨 설정을 선택한다. 

A. 여러가지 변경 가능한 스킨들이 화면에 출력된다. 

B. 스킨을 선택하면 해당 스킨을 application에 적용한다. 

4. 잠금 설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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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처음 설정인 경우 

i. PhotoPorter application 을 잠금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ii. 잠금상태를 설정 한다. 

B. 처음 설정이 아닌 경우 

i. 잠금 상태 변경을 한다. 

ii. 잠금 비밀번호를 변경 한다. 

5. 자동 로그인 설정을 선택한다. 

A. 자동로그인 활성화, 비활성화를 설정한다. 

B. 자동 로그인 계정을 변경한다. 

i. 트위터 로그인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한다. 

ii.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iii. applicaion의 트위터 사용을 승인한다. 

3. 사진 편집 아이콘을 선택한 경우 

A. 앨범에 있는 사진중 편집을 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한다. 

B. 사진을 편집한다. 

C.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다. 

D. 위치정보를 포함 시킨 경우 위치 정보도 함께 올린다. 

 

Alternative flow 

*a.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은 경우. 

 1. 트위터 연동 상태 인 경우.  

A. 트위터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 출력. 

 

2. 트위터 연동 상태가 아닌 경우 

  A. 트위터 연동 선택을 선택 하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 정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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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트위터 연동을 선택 한 경우 트위터에 연결 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 출력 

*b 트위터 서버가 정상작동 하지 않는 경우 

1. 트위터 연동 상태 인 경우.  

A. 트위터에 연결돼 있지 않다는 메시지 출력. 

2. 트위터 연동 상태가 아닌 경우 

  A. 트위터 연동 선택을 선택 하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 정상 실행 

B. 트위터 연동을 선택한 경우 경우 트위터에 연결 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 

출력 

1a. 로그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1.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 받는다.  

 

2a. 카메라가 작동 하지 않는 경우 

1. 사진 촬영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 정상실행 

2. 사진 촬영을 선택 한 경우 카메라가 정상 작동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출력 

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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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스템 핵심 기능 

(1) 사진 편집 기능 : 사용자 에게 다양한 종류의 사진 편집 기능을 제공함 

(2) SNS(Twitter) 연동 : Twitter를 연동하여 Timeline을 불러오거나 혹은 어떤 인물에 

대하여 팔로잉 중인가 아닌가를 체크하여 실시간으로 팔로우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함. 

(3) 위치정보 제공 : 사진을 찍은 장소를 제공함. 

(4) 검색 기능 : 같은 장소, 혹은 지정된 장소의 일정 반경 안에서 찍힌 사진을 검색해 

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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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 안드로이드는 같은 OS환경이라도 특정 기종에 대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다양한 기종으로 실험해보고 조금씩 버그를 줄여나간다. 

 '안드로이드호환성프로그램Android Compatibility Program' 을이용하여미리호환성

에대해테스트를해보고문제를해결한다. 

- 안드로이드개발시 대부분의 이미지는 리소스 관리 차원에서 나인패치 이미지를 사

용하는데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될 시 나인 패치 이미지를 

사용할 때와 다르게 해상도에 따라 이미지가 깨지게 된다. 

 Application개발시 폴더 차원에서의 해상도 구분외에 해상도별 이미지 구별법을 

마련한다. 

 태블릿용 OS를 위한 버전 호환용 Application을 따로 준비 해 둔다. 

 이미지가 도트형식의 이미지가 아니므로 태블릿용정도(10inch)의 크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휴대폰의 프로세서가 명령을 실행하거나 메모리가 refresh 되고 화면 픽셀을 밝히

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배터리가 소모된다. 사용자는 잦은 배터리 충전을 원하지 않으

므로 배터리의 용량이 제한된다.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최적화 하는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3.4.2  소프트웨어 

- 안드로이드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OS의 버전들이 다르다. 

 가장 최신 버전인Android 2.3 진저브레드를기반으로 한다. 

- 컴파일시 기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의 낮은 성능 때문에 한번의 테스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대신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 직접 대처해서테스트한다. 

- 현재 개발하려는 Application은 Twitter를 서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어진 API 환경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 

 주어진 API환경 내에서 모든걸 구현한다. 

- Twitter 본연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본 프로그램의 SNS의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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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없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 Twitter에서 자체적으로 트윗 글은 14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고, 검색할 시에 동일 

IP 어드레스에서 시간당 150회까지 할 수 있는 등의 제한이 있다. 

 Twitter에서 정해 놓은 제한이 적용 될 시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 

- 검색 시 가져오는 범위를 넓게 잡게 되면 정보를 가져오는데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사진과 같은 정보를 최대한 압축정보로 만들어서 신속히 가져오도록 변경한다. 

 

3.4.3  기타 

- 검색, 타임라인 등 정보를 가져오는데 있어 사용자의 참여도가 중요한 어플리케이

션인 만큼 일정 수 이상의 사용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 사용자의 부재로 인해 활

발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마켓에 등록 후 개인 블로깅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홍보를 최대한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Developing Photo Editing Android Application Based On Twitter 

팀 명 NPNG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SEP-06 

 

캡스톤 디자인 I Page 31 of 35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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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박진영 

- User Interface 

- Software Project Leader 

- Location-based Service 

김재언 

- User Interface 

- Search Service 

- Software Analysis 

채재윤 

- Search Service 

- User Interface 

- Software Analysis 

이재훈 

- User Interface 

- Location-based Service 

- Report 및 PPT 작성 

임유미 

- Photo Editor Service 

- Software Design 

- Report 및 PPT 작성  

조윤경 

- User Interface Design 

- Software Design 

- Photo Edit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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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UI 개선 90 

사진 편집 기능 추가 30 

검색 알고리즘 최적화 30 

위기기반 서비스 안정화 30 

테스트 22 

합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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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월 10월 11월 비고 

UI Design UI개선     

사진 편집 
레이어 추가     

필터 추가     

검색기능 검색 알고리즘 최적화     

위치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안정화     

테스트 
알파 테스트     

베타 베스트     

 

 

 

6.2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원 UI 개선 2012-09-01 2012-11-22 83 

채재윤 

김재언 
검색 알고리즘 최적화 2012-10-01 2012-10-31 31 

박진영 

이재훈 
위치기반 서비스 안정화 2012-10-01 2012-10-31 31 

임유미 

조윤경 
사진편집 2012-09-01 2012-09-30 30 

전원 테스트 2012-11-01 2012-11-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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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컴파일러(Eclipse) Apache 2012-09-01 2012-11-22  

개발용 PC 4 대 Dell, acer, asus, doshiba 2012-09-01 2012-11-22  

Smart Phone AnyCall 2012-09-01  2012-11-22 Android 2.3 진저브레드 

 Tablet PC Galaxy tab 2012-09-01  2012-11-22 Android 2.3 진저브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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