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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쉽게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
지만, 그에 따라 대량으로 늘어난 사진 파일 중에서 원

하는 사진을 찾기란 쉽지 않다. 

프로젝트 개요 

많은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할 때 
불편한 사진 전송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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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스마트폰에서 언제나 사진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사진첩을 통해 추억들을 되새기며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끼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필요성 

비교 결과 본 프로젝트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개발에 앞서 인식한 문제들을 해결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응용 프로그램 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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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Maecenas porttitor congu
e massa.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사용자간의 사진 공유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얻기 위한 필터링 

추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포토북 

목표 

사진공유 

지난 2012년 부터 클라우드 서버 시장이 확대 됨에 따라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발맞춰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사진 공유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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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필터링 

사진과 같은 크기가 큰 빅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하둡을 

통한 사진 필터링을 구현하였다. 

포토북 

사용자의 필터링된 사진들을 
추가적인 정보 없이도 다양한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포토북이 제작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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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 
 - UML 

시스템 구조 
 - UML •  Local : Android OS / Server : Ubuntu 

 
•  Local에서 서버로 PHP를 통해 정보를 
   업로드 한다(사용자의 정보 및 사진 데이터)  
 
•  Server에서는 하둡을 이용하여 대량의 사진 
   정렬을 수행한다.(XML File 사용) 
 
•  정렬된 사진들은 필터링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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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 
 - 서버 
    디렉토리 구조 

시스템 구조 
 - 서버 
    디렉토리 구조 

•  Imgs : 실제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Meta-data를 저장한다. 
   - Faces : 얼굴 데이터 저장 

    - Rooms : 각각 개설된 방에 나타낼 사진 데이터 저장 

 
•  MemInfo :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 저장 
 
•  Template : 앨범을 만들 때 사용 되는 
                    템플릿 정보 저장 

   - Frame1~9, text : 앨범 템플릿에 사용되는 XML 

                                파일이 저장됨(숫자는 프레임의 
                                개수 or only Text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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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 Google API Google Map API 

•  사진의 Meta-data 정보(위도, 경도)를 통해 
   위치 정보를 얻어 올 수 있다.  
 
•  사진의 위도경도 형식 : DMS 방식 
 
•  Google place API 형식 : WGS84 방식 
 
※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진의 위치장소를 얻어 
   필터링에 이용하고자 사용함 

시스템 기능 
 - Google API 
   (Google 
     Place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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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 Hadoop Hadoop 

•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 분산 처리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  루신 개발자인 더그 커팅과 마이크 카파펠라가 
   구글의 GFS와 맵리듀스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 
 
•  사진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함. 
 
※ 본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빠른 사진 정리 위해 
   서버에서 HDFS와 맵리듀스를 통해 구현.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Maecenas porttitor congu
e massa.  

시스템 기능 
 - Hadoop 

(Map/Reduc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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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Maecenas porttitor congu
e massa.  

시스템 기능 
 - Find frame 
    Algorithm 

•  사진에 알맞게 배치하여 앨범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어려움을 해소 
 
•  사용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정보 없이 
   자동으로 앨범 생성 가능한 알고리즘 구현 
   (frame의 XML 파일을 이용) 

< frame 정보를 갖는 XML 디렉토리 > 

시스템 기능 
 - Find frame 
    Algorithm 

< Find frame Algorith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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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 OpenCV OpenCV 

•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 강력한 
   영상처리 라이브러리. 
 
•  초급부터 고급수준까지 약 500개 이상의 
   함수와 알고리즘 제공 
 
 
※ 얼굴 정보인식을 위해 Face detection과 
    Face Recognition을 사용하여 서버와 
    로컬에서 사용 

시스템 기능 
 - OpenCV 
  (Local 구동) 

1. 사진에 대한 
   Face Detection 수행 
 
2. personInfo.txt에 저장 
    (얼굴 좌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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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 OpenCV 
  (Server 구동) 

 < 서버에서 사용하는 DB > 

< 얻어낸 얼굴 정보를 하나의 String 으로 저장 >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Maecenas porttitor congu
e massa.  

실행화면 
  - 로그인 & 
     친구목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며 
로그인이 완료되면 친구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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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탭을 클릭하면 방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고 
기존의 방에 누르면 방에 대한 정보 보기, 초대하기, 나가기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실행화면 
  - 방 목록 

TAP! 

기존의 방으로 들어가면 업데이트된 사진들을 확인 할 수 있고, 
시간별, 인물별, 장소멸로 필터링이 가능하다. 

실행화면 
  - 사진 갤러리 
     &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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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된 사진으로 자동으로 앨범을 만들고, 
이 앨범으로 포토북 제작이 가능하다. 

실행화면 
  - 앨범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Maecenas porttitor congu
e massa.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추후에 DSLR 카메라와 Digital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에 GPS정보가 추가된다면 본 프로젝트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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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Maecenas porttitor congu
e massa.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서버에 저장된 사진이 많을 경우, 메타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위치 정보를 입력할 경우 

주변에서 찍힌 사진을 제공하고 
명소나 포토존 추천 기능으로 확장 가능하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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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