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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속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

다. 그 중에 이성적이 아닌 감성을 나누기 위해서 많이 사용 되는 것이 바로 ‘사진’이다. 

사진을 이용한 감성의 공유는 소속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매개체중 하나이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개인화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소속단체는 감성이 아닌 이성을 나누며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사진이란 훌륭한 감정 공유 매개체는 개인의 자료 

수집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흐름에 반하여, 감성의 공유를 위해 프로젝트 ‘lookbaCk’이 계획 되었다. 

 

‘lookbaCk’ 은 모바일 기기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들을 쉽고, 간단하며, 즉각적으로 다

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사진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며, 포토북 생성을 

통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모바일 Application이다. 

 

사람들은 ‘lookbaCk’ 을 이용하여 감정을 통한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현대에 

느끼기 힘들었던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껴 볼 수 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아날로그 감성을 잠식하는 디지털 사진들’ 

 

많은 사람들은 추억을 간직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남긴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사진을 찍

을 때 필름 카메라 대신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다.  

 

첫째, 영향력이 적은 필름의 컷 수. 휴대용 모바일 기기로 사진을 찍을 경우 필름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모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다량의 사진파일을 가지게 된 이상,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정제된 사진을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둘째, 가상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추억. 사람들은 추억을 뒤돌아 보기 위해 사진들을 차

곡차곡 정리한 앨범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휴대용 모바일 기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매체의 무게가 줄어들면서 사진에 들어있는 감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였고, 다량의 사

진 덕분에 예전처럼 자신만의 추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앨범 제작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LookBack 

팀 명 DOO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MAR-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5 of 18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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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baCk’은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사진’의 단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lookbaCk’은 다량의 사진들 스스로가 DB가 되어, ‘시간’, ‘장소’, ‘인물’ 별 사진 필터링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제된 사진을 단시간 내에 얻어낼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포토북을 직접 받아 볼 수도 있다.   

 

 
<’ lookbaCk’과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비교>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LookBack 

팀 명 DOO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MAR-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6 of 18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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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Android와 Server를 연동한 Cloud 기반 Native Application 구현. 

2) 얼굴을 구별하기 위한 사진기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구현.  

3) 데이터공유와 빠른 속도로 Filtering을 처리하기 위한 사진기반 Server Application 구현. 

4)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UI 제작. 

 

2.2 연구/개발 내용 

1) Android 기반 Application 구현. 

A.  Facebook API 

i.  Facebook Login 을 사용하여 회원가입 없이 손쉽게 로그인 

ii.  Facebook API를 사용하여 Friend list 작성  

iii. Facebook 의 자신의 고유 id 번호를 본 Application 의 identity 로 사용 

 

B. OpenCV 

i. OpenCV 를 이용하여 Application 최초 접속 시 개인의 사진첩의 사진을 

기반으로 얻은 얼굴 데이터를 분류하여 본인의 얼굴 Data 를 서버에 전송. 

 

C. Android 페이지 

i. 친구 

1. Facebook API 를 이용하여 Friend List 출력 

ii. 방 

1. 생성 : Friend list 에서 친구를 초대하여 사진을 공유할 방 개설 

2. Identity : 방을 새로 개설 할시 고유 identity 를 생성하여 서버와 연동 

3. 사진 업로드 : 방의 Identity 와 사진 제공자 ID 를 사진의 metadata 에 

추가하여 서버에 전송 

4. 입장 : 공유한 사진 출력 (필터링 기능(시간, 장소, 인물)) 

5. 앨범 생성 : 방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필터링 한 후 앨범 생성 가능 

- 정렬된 사진에 따라 앨범의 템플릿에 맞추어 자동으로 앨범 생성 

- 각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앨범 템플릿의 날짜와 장소 기록 

iii. 앨범 

1. 진열 : 생성한 앨범 진열 (앨범 데이터 자체는 서버에 존재) 

2. 공유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친구 ID 를 지정하여 공유 

3. 공개 :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지정한 친구에게만 공개 범위 설정 

4. Photo Book 제작 : Photo Book 회사와 협력하여 제작된 앨범을 실제 

포토북으로 제작 

- 설정 : 기본 필터링 지정, 도움말, 프로필, 버전, 제작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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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굴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    

A. OpenCV(오픈소스 컴퓨터비전 라이브러리) 

- OpenCV에서 제공해주는 face detection 기능을 바탕으로 face recognition 알고리

즘을 제작하여, 사진상의 얼굴을 비교한다. 

 

3) Amazon Web Service를 사용한 가상 리눅스 서버 개설 

A. EC2 (Elastic Compute Cloud) 

- 다양한 운영 체제로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가상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주는 서

비스로 리눅스 운영 체제 인스턴스를 개설 

B. S3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로, 개발자가 보다 쉽게 웹 기반의 컴퓨팅 작업을 할 수 있

도록 설계, 가상 메모리 공간을 할당 

- 서버(인스턴스)에 저장된 대용량 데이터의 손상을 고려하여 S3에 백업 

 

4) 대용량 데이터 분산처리를 위한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 하둡 

A. Hadoop(분산 컴퓨팅 플랫폼) 

- 개설한 가상 리눅스 서버상에 Hadoop 설치 

B. MapReduce 

- map(), reduce() 두 개의 메서드로 구성된 알고리즘 

- 대규모 분산 컴퓨팅 혹은 단일 컴퓨팅 환경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분석 

- Hadoop내에서 Java를 이용해 사진데이터를 정제된 데이터(메타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한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 

 

<Meta Dat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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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Local Android User Interface 구현 JAVA  

   OpenCV Face Recognition Algorithm C++  

   Protocol 통신 프로토콜 정의     XML  

Server    AWS 서버제공   

  Hadoop 사진 정렬 JAVA  

 Meta Data 사진 정보 축출 
JAVA,JAVA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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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시스템 스택>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A. 사용자들이 사진 공유를 통해 서로의 사진을 손쉽게 보고, 정리할 수 있다.  

B. 쉬운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조작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C. 기존에 포토북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포토북 제작이 

번거로워서 만들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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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방안 

A. 지인들끼리의 여행 사진 및 일상모습 등의 사진을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다. 

B. 모바일 기기에 있는 사진을 자신만의 물리적 앨범으로 만들고 싶을 때 포토북 기능 

을 사용하여 손쉽게 앨범을 만들 수 있다. 

C. 여러 SNS 서비스, 대표적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연동하여 자신이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한다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현재 

 카카오 API 를 회사측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동과정은 

 추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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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Local 

A. O/S : Android 

i. Android SDK(Android Software Developer’s Kit) 

 : UI를 기반으로 특화된 API를 제공하여 Application Level에서의 개발을 돕는다. 

ii. Android NDK(Native Developer’s Kit) 

 : JNI를 통하여 Linux에서 사용하던 C/C++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B. 개발 프로그램: eclipse 

C. 개발 언어: Java, C++ 

D. 사용 라이브러리 

i. OpenCV : 오픈 소스 컴퓨터 비전 C 라이브러리 

ii. JDOM : XML 파일을 만든다. 

 

2) Server 

A. 프레임 워크 

  i. Hadoop :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바소프트웨어 프레임 워크. 

B. 개발 언어: Java 

C. 사용 라이브러리 

i. OpenCV : 오픈 소스 컴퓨터 비전 C 라이브러리 

i. JDOM : XML 파일을 만든다. 

D. 사용 서버 

i. AWS(Amazon Web Service) : 아마존 닷컴이 제공하는 각종 원격 컴퓨팅 서비스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포토북 기능에서의 포토북 관련 회사와의 제휴 가능성. 

2) 카카오 API 사용이 제한. 

3) 서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문제. 

4) DSLR,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의 메타데이터 정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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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하드웨어 

3.2.2  소프트웨어 

첫째, 포토북 기능에서의 포토북 관련 회사와의 제휴문제이다. 포토북을 제작할 때에는 

전문적인 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학부 수준에서의 제휴는 힘들다. 따라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적인 부분들 요소들을 완벽히 구현한 후에 제휴회사와의 연결을 

시도하려고 한다.  

둘째, 카카오 API 사용의 제한이다.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을 

때 맨 처음 구상했던 것은 카카오 API 를 이용하여 친구목록을 불러오는 것이었다. SNS 

서비스 중 가장 친숙하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친구목록을 불러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 API 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연동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API 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의 친구목록을 불러오기로 하였다.  

셋째, 서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문제이다. 서버를 형성할 때 Amazon Web 

Service 에서 제공하는 EC2 를 사용하는데 서버 하나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서버가 두 대 이상이 되게 되면 1/n 식의 계산을 통해 요금이 청구된다. 따라서 서버가 

여러 대 필요한 cluster 방식의 서버 사용보다는 서버 한대로 구현하는 standard 

alone 방식을 선택하였다. 

넷째, Dslr 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의 메타데이터 정보 부족이다. 사진을 장소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할 경우 GPS 정보가 필요하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경우, 

메타데이터에 GPS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있는 Dslr,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의 경우, 메타데이터에 GPS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장소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출시되는 

카메라의 경우, 사진에 GPS 정보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차차 해결될 문제라 보여진다.  

 

<스마트카메라의 GPS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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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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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자료조사 10 

플랫폼 통신 프로토콜 및 디렉토리 구조 정의  20 

                     Android 전체적인 기능 개발 40 

Face Recognition 알고리즘 개발 30 

사진 Meta-data 정규화 30 

사진 Hadoop 정렬 40 

데이터 통신 30 

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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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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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주제 선정 

주제 선정 및 각 개발 영역(Local : Android, 

Server : AWS, Hadoop) 공부 

산출물 : 

1. 프로젝트 주제 선정 완료 

2013-01-07 2013-02-01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Eclipse 설치, AWS 의 EC2 가상 

리눅스 환경 구축,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처리 프레임워크 Hadoop 설치, openCV 개발을 

위한 Visual Studio 설치 및 openCV 라이브러리 

구축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각각의 개발 환경 구축 

3. 프로젝트 전체적인 OverView 완료 

2013-02-04 2013-03-07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3-03-07 2012-03-22 

1 차 중간 보고 

기능 OpenCV Face Recognition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3-22 2013-04-04 

2 차 중간 보고 

기능 Hadoop Map Reduce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혀 소스 코드 

2013-04-08 2013-05-02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2013-05-06 2013-05-13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2013-05-13 2013-05-2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보고서 
2013-05-20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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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서경원 Server 구축 2013-02-04 2013-05-28 40 

최원석 Server 구축 2013-02-04 2013-05-28 40 

강은경 OpenCV 알고리즘 구현 2013-02-04 2013-05-28 40 

이윤아  Android 개발 2013-02-04 2013-05-28 40 

정재광 Android 개발 2013-02-04 2013-05-28 40 

주에피롱 Android 개발 2013-03-04 2013-05-28 3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5 대 
SUMSUNG, LG, 

APPLE 
2013-01-01 2013-05-28  

서버 AWS 2013-03-04 2013-05-28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LookBack 

팀 명 DOO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MAR-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18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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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시작하세요! 하둡 프로그래밍 위키북스 2012 정재화  

2 서적 Programming Amazon EC2 에이콘 2011 
유르흐 판 

플리트 
 

3 서적 거침없이 배우는 하둡 지엔선 2012 척 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