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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ap 

계획서 발표 슬라이드쇼 

WhiteHole 

Grid & Cloud Computing Lab. 

Social Map 소개 동영상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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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 WhiteHole의 목표 

 

•  지도기반의 갤러리 

 

•  사진으로 이슈를 알려주는 소셜 서비스 

 

•  제품화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 

 

 

Grid & Cloud Computing Lab. 

프로젝트 개요 – Social Map 이란?  

지도 

지역 별로 사진 자동 분류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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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 Social Map 이란?  

핫 플레이스  

일정 시간 내에 사진 업로드 수가 많은 지역  

 

Grid & Cloud Computing Lab. 

 
현재 집중적으로  
사진이 업로드 되는 장소 

 

프로젝트 개요 – Social Map 이란?  

쿨 플레이스 

일정 단위 크기 내에 사진 밀집 분포가 높은 지역 

 

Grid & Cloud Computing Lab. 

위치 서울 중구 남산 

유정우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이을섭 

위치 전라남도 신안 

COOL PLACE를 소개합니다. 

♥ HOT PLACE ♥ COOL PLACE 

Map 
HOT 

&COOL SNS Label 
Mor

e 

국민대 

위치 경상북도 경주 첨성대 

박혜진 
COOL 

COOL 

COOL PLACE 

처음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시간 동안  

올라온 사진을 계산하여 밀집된 지역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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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ap 

유사서비스 

Grid & Cloud Computing Lab. 

Social Map 유사서비스 

 파노라미오 

Vega 소셜 갤러리 & 소셜온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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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ap 유사 서비스 – 파노라미오(Cont.) 

 월드맵 

Grid & Cloud Computing Lab. 

Social Map 유사 서비스 - 파노라미오 

 사진 클릭시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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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ap 유사 서비스 - 파노라미오 

SNS와의 연동이 없다 

 

  단순히 지역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웹 기반의 서비스이다. 

 

Grid & Cloud Computing Lab. 

Social Map 유사 서비스 – Vega 소셜온 & 소셜갤러리(Cont.) 

 소셜온 & 소셜 갤러리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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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서비스 – Vega 소셜온 & 소셜갤러리 

내 주변만을 한정하여 보여준다 

●제한적인 공유가 이루어진다. 

 

Grid & Cloud Computing Lab. 

유사서비스 보안점 

Grid & Cloud Computing Lab. 

소셜 갤러리 & 소셜온 Panoramio 

Soci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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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ap 

특징 

Grid & Cloud Computing Lab. 

Social Map 특징 

 사진 보기의 편리성 
●  기존의 리스트 형식으로 사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의 
위치정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장소 별로 볼 수 있음 

 

●  핸드폰에 저장된 갤러리 사진 뿐 아니라, SNS에 업로드 된 내 
사진, 친구들의 사진, SocialMap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사
진을 지도 위에서 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 

 

 핫 플레이스 
●  특정 위치에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 장소를 지도
로 한 눈에 볼 수 있고, 의견 공유가 가능함 

 

 쿨 플레이스 
●  사람들이 Upload한 사진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꾸준히 사람들
에게 꾸준히 관심 받고 있는 지역과 사진을 제공함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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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아키텍쳐 

Grid & Cloud Computing Lab. 

 

 

 

 

 

 

 

 

 

 

 

 

 

Android 

시스템 아키텍쳐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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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Map 앱 

Grid & Cloud Computing Lab. 

Clustering 

(k-medoids) Labeling 

Background 

Photo 

Tagging 

Image 

Caching 

SocialMap 서버 

Grid & Cloud Computing Lab. 

Calculate 

Hot & Cool 

 Place 

Clustering 

(k-medoids) 

Public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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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한 요소 

및 

대안 
Grid & Cloud Computing Lab. 

현실적 제한요소 및 대안 

Grid & Cloud Computing Lab. 

현실적 제한 요소 해결 방안 

메타데이터 
저장 관련 문
제 

• Facebook 사진의 방
대한  메타데이터를 
위한 필요 메모리 문
제 

•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DB에 저장하기 위해 
SQLite를 사용 

네트워크  
트래픽 

• 서버가 Facebook 서버 
내의 정보를 주기적으
로 크롤링하여 DB에 
저장 및 갱신 할 때 서
버 부하 문제 

• 서버 대신 클라이언트에서 Facebook 서버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핸들링하여 서
버의 크롤링 부담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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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한요소 및 대안 (Cont.) 

Grid & Cloud Computing Lab. 

현실적 제한 요소 해결 방안 

이미지의 로드 
속도 문제 

• 링크를 통해 로드할 경우 속도 
문제 발생 

• 캐시 사용 
• 비동기적인 이미지 로드를 사

용 
• 한정된 화면에 로드 하는 이미

지 수가 제한적 
•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서버로부

터 한번에 가져올 수 없음 

•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도상의 일정 요청 영역의 대
표사진만 로드  

• Google App Engine의 datastor
e에서 Spatial Query API 사용 

역할 분담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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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담 

 서버 
●  유정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Google 계정 연동, SocialMap 서버와 SocialMap 앱사이의 통신 

○ 정아름 

●  페이스북 계정 연동, SNS와 SocialMap 앱사이의 통신 

○  이을섭 

 

 애플리케이션 
●  핫 & 쿨 플레이스 , 뉴스피드, 파일 업로드 화면 구성 

○  정아름 

●  지도에서 로컬 사진/페이스북 사진 보기, 백그라운드  테깅, 라벨 탭 구현 

○  박혜진  

 

 마켓담당 
  안드로이드 마켓 앱 관리 

○ 이창호 

 

 

Grid & Cloud Computing Lab. 

Social Map UI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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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AP – ‘Map’ 

1. 앱 실행시 기본적으로 갤러리 내에 위치태그가 
설정되어 있는 사진들을 Map 상에서 보여준다. 
 

2. 시작 화면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로 보여준다. 
 

3. 현재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은 화면 아래에서 리
스트로 볼 수 있다. 
 

4. 위치의 모든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대표적인 사
진을 보여준다. 
 

5. Map 형식 또는 List 형식으로 사진을 보여준다. 

 

 

Map 
HOT 

&COOL SNS Label More 

HOT Place 

COOL Place 

Facebook 

Gallery 

Social MAP – ‘Map’ 

Map 
HOT & 
COOL 

Folder List 

Master 

라벨로 추가하기  

댓글 및 의견공유는 

해당 SNS 페이지로 링크 

HOT COOL 

Map 
HOT 

&COOL SNS Folder More Map 
HOT 

&COOL SNS Label More 

LIST 보기 새로고침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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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AP – ‘HOT & COOL’ 

♥ HOT PLACE 

HOT Hong Gil-dong 

위치 서울시 한강로 10길 

Areum Jeong 

위치 서울시 한강로 

What’s New in ‘HOT PLACE’? 

박혜진 

위치 서울시 한강로 

More 

♥ COOL PLACE 

Map 
HOT 

&COOL SNS Label More 

위치 서울 중구 남산 

유정우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이을섭 

위치 전라남도 신안 

COOL PLACE를 소개합니다. 

♥ HOT PLACE ♥ COOL PLACE 

Map 
HOT 

&COOL SNS Label More 

국민대 

위치 경상북도 경주 첨성대 

박혜진 
COOL 

COOL 

상위에는 HOT PLACE 

중 사람들의 호응(좋아
요)이 높은 소식 고정 

하단에는 HOT PLACE

의 소식이 계속 실시간
으로 올라옴 

Social MAP – ‘SNS’ 

상태 업데이트 

Map 
HOT 

&COOL SNS Label More Map 
HOT 

&COOL SNS Label More 

뉴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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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일정 

Grid & Cloud Computing Lab. 

개발 일정 

1차 발표 2차 발표 

유정우 1. Server와Client의 login모듈 

2. User를 DB에 저장하여 회원관리 

3. Google app engine spatial query 공부 

1. Google app engine spatial query 공부 

2. 사진을 전송받은 후 DB에 저장하기 

3. DB에 있는 사진을 Client에게 제공해주기 

4. Hot-place계산 하기(GAE Cron) 

이을섭 1. Facebook 연동 공부 

2. Facebook  login 구현 

3. Google 계정 login 공부 및 구현 

4. 내 Facebook 사진 받아오기 함수 구현 

1. 페이스북 계정 연동 구현 

2. Facebook 내 public 사진 받아오기 함수 구현 

3. Facebook 친구 사진 및 친구목록 가져오기 

함수 구현 

4. App과 server사이의 사진전송 함수 구현 

5. Facebook 사진 업로드 함수 구현 

정아름 1.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2. HOT&COOL Tab UI 완성 
1. Facebook 사진 업로드 탭 완성 

2. HOT Place UI 완성 

3. 구글 계정연동 구현 
4.   SocialMap 서버와 SocialMap App 간 통신 
함수 구현 

박혜진 1. Google Maps API 사용하여 지도 구성 

2. 로컬 갤러리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구현 

3. 로컬 DB 구현 

4. 이미지 로더 사용한 이미지 캐싱, 비동기 

로딩 적용 

5. 내 페북사진 지도위에 드로잉 구현 

6. 기기 별로 같은 화면 구성 

1. 내 페북 사진 중 public 사진 주기적으로 서버
에 보내기 구현 

2. 내 친구들의 페이스북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구현 

3. 전체 보기 구현 

4. 백그라운드 서비스(자동 태그 달기) 구현 

5. 새로고침 기능 구현 

6. 리스트로 사진 보기 구현 

7. 로컬 갤러리 사진 삭제 기능 구현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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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일정 

Grid & Cloud Computing Lab. 

최종 발표 

유정우 1. Oauth2.0 프로토콜을                                                
이용, user 정보 획득 구현 

2. 사진의 metadata저장 
3. ‘전체보기’ 기능을 위한 spatial query구현 
4. Hot-Place를 위한 구현 Memcache를 구현하여 

중복 요청으로 인한 낭비 최소화 
5. Hot-place에 이어서      hot-keyword도 구현 
 

이을섭 1. 라벨 탭 구현 

2. 라벨 별 보기 구현 

3. Newsfeed 완성 

4. COOL place UI 완성 
5. 지역별로 HOT place 보기 완성 
6. 사진을 테그별로 검색기능 추가 구현 
7. Facebook 뿐 아니라 타 SNS와의 연동 구현 
8. 사진 자세히 보기 화면 업그레이드 
9. 핫 키워드 UI 구현 
10. 댓글 보기 화면 자체적 구현 

 

정아름 

박혜진 

Q & A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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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Grid & Cloud Computing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