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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Project; 개발 배경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 

SNS 사용의 일상화 

편리한 정보(사진/위치) 

      공유 Application 필요! 

Introducing Project; 개발 배경 

picplz 
SNS 기능 부족 

picsart 
복잡한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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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Project; 목표 

 
다양한 사진 편집 기능 제공 

SNS 이용 

편리한 User Interface 제공 

위치 정보를 통한 주변 정보 공유 

Introducing App;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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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App; SNS - Twitter 

게시물 
Click 

Introducing App; 사진편집, 검색 

필터 , 레이어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사진 
편집 기능 제공 

특정 인물이 올린 사진, 
특정 장소에 관련된 

사진 검색 



9/6/2012 

5 

Introducing App; 요구 사항 

• Twitter API – twitter4j library 

• Naver Map API 

• Android API – 사진 편집 
주요 기술 

• Java development kit 

• Eclipse indigo version 

• ADT, GPS 
사용 Tool 

• Compile : Eclipse indigo version 

• OS : Windows vista, 7 

• Language : Java 
개발 환경 

• AVD 

• Android OS 2.3 이상의 스마트폰 테스트 환경 

Introducing App; 제한 요소 

 
• 스마트폰 기종 

• 배터리 소모량 Hardware 

• AVD의 낮은 성능 

• Android OS version 

• Twitter 자체적 제약 
Software 

• 사용자 수 확보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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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App; 기대 효과 

 Twitter + 사진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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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Schedule;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월 10월 11월 비고 

UI Design UI 개선 

사진 편집 

레이어 추가 

필터 추가 

검색 기능 
검색 알고리즘 최

적화 

위치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안정화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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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chedule; 역할 분담 

• Project Leader 

• Twitter 연동 구현 

• Location based service 구현 

박진영 

• 사전 자료 조사 

• Twitter 연동 구현 

• Search service 구현 

김재언 

• Software Analysis 

• User Interface 구현 

• Search service 구현 

채재윤 

• Report 및 PPT 작성 

• User Interface 구현 

• Location based service 구현 

이재훈 

• Report 및 PPT 작성 

• Twitter 연동 구현 

• Photo editing service 구현 

임유미 

• Software Design 

• User Interface 구현 

• Photo editing service 구현 

조윤경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