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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 사진 보기의 편리성 

 

- 사진을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지도에서 사진보기를 지원하여 사용자들이 각각의 장

소로 정리된 사진을 보고 편리하게 사진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가지고 있는 사진 및 친구/ 비 친구 사진까지 모두 볼 수 있는 편리성 

 

- 페이스북의 내 사진과 친구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앱 사용자들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 공유(핫 플레이스) / 지역의 랜드마크 소식 공유(쿨 플레이

스) 

 

- 한 위치에 집중되어 올라오는 사진정보를 모아서 이슈가 되는 장소 정보를 사용자

들에게 ‘핫 플레이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 일정 지역에 누적적으로 밀집된 사진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별 볼거리가 모여 

있는 장소(랜드마크)인 ‘쿨 플레이스’를 제공한다. 

 

4. 앱 사용시의 SNS 사용 편의성 제공 

 

-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기능을 제공하여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 페이스북에 사진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위치 정보가 있는 사진이라면 따로 위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위치정보와 함께 내 상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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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안드로이드 

 

개발계획(~1차) 세부내용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스북에 Login을 한다. 

지도 띄우기 Google Maps API v2를 사용하여 지도를 

로딩하였다. 

내 핸드폰의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Google Maps API v2의 마커, 인포윈도우

를 이용하여 내 핸드폰의 사진을 지도위에 

드로잉 한다. 캔버스와 Paint 객체를 이용하

여 비트맵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 하고, 

Cluster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진들을 

군집화 하여 나타낸다. 

로컬 DB 구현 페이스북 내 사진 정보와 내 친구 사진 정

보를 담기 위하여 SQLite를 사용하여 로컬 

DB를 구현하였다. 

이미지 캐싱, 비동기 로딩 구현 Image Load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인

터넷 상에서 링크를 사용한 이미지 로드시 

이미지를 캐싱과 비 동기 적인 로딩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페이스북 사진 가져오기 페이스북에서 내사진을 받아온다. 

내 페이스북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Access token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으로부터 

내 사진 정보를 받아오는 함수로부터 내 페

이스북 사진 정보를 받아와 지도 위에 드로

잉 하였다. 

기기 별로 같은 화면 구성 기종마다 다른 해상도라도 일관된 화면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자동 이미지 위치 태깅(~2차) 브로드 캐스트 리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

가 사진을 찍어서 SD 카드에 사진이 저장될 

때의 방송을 캐치하여 그 시점의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최근의 추가된 사진에 자동 저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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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서버 

 

개발 계획 세부 내용 

Social Map서버와 클라이언트의 Login 모듈  Oauth2.0 Protocol을 이용한 Social Map서

버와 클라이언트간의 Google Account를 이

용한 Login모듈을 구현하였다 

User를 DB에 저장하여 회원관리 Login 모듈을 이용하여 접근할 때 Google 

Account 정보를 이용하여 User의 정보를 획

득하고 Google App Engine의 DataStore를 

사용하여 저장하여 회원관리한다. 

Google App Engine Spatial Query 공부 사진을 이용한 정보를 만들 때 Spatial 

Query를 이용해 더욱 쉽게 데이터를 생성하

고자 공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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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계획서에 따른 프로젝트의 수행 내용 

2.2.1.1. 안드로이드 

 

1. 페이스북 로그인 

 

  

처음 로그인 화면 More의 추가 로그인 화면 

페이스북을 로그인 화면이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연동하기를 클

릭하여 로그인하지 않고 메인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추가적인 로그인은 앱의 메뉴

중 하나인 More 안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것이고 그곳으로 가면 로그인을 할 수 있

다. 

페이스북과 연동을 하지 않는다면 앱에서 내 휴대폰의 위치정보 있는 사진만 볼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버튼 위젯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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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앱이 설치되어 있을경우 페이스북 앱이 없을경우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면 3가지 경우가 있는데 

1. 페이스북 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앱에 로그인도 되있는 경우 

- 페이스북에서 SSO(Single Sign On)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지 않

아도 아무런 화면 전환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 한다. 

2. 페이스북 앱이 설치되어 있고 로그인은 안되있는 경우 

- 페이스북 고유의 로그인 화면이 뜨고 로그인을 할 수 있다. 

3. 페이스북 앱이 없는 경우 

- 웹뷰를 통하여 로그인 화면이 뜨고 그 곳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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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띄우기 

 

 

Google Maps API v2를 사용하여 지도를 로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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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핸드폰의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맵 확대 시 

Clustering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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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Maps API v2의 마커, 인포윈도우를 이용하여 내 핸드폰의 사진을 지도위에 

드로잉 한다. 또한 드로잉하는 과정에서 캔버스와 Paint 객체를 이용하여 비트맵 이

미지를 커스터마이징 하여 나타내었다. 사진을 지도위에 나타낼 때 Clustering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모든 사진을 지도 위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따라 군집화하

여 해당 군집의 대표사진만을 드로잉 하였다. 군집에 속한 사진들은 사용자가 대표사

진을 선택하면 하단의 갤러리 뷰에 나타나게 된다. 

 

 

4. 로컬 DB 구현 

 

 

페이스북 내 사진 정보와 내 친구 사진 정보를 담기 위하여 SQLite를 사용하여 로컬 

DB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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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지 캐싱, 비동기 로딩 구현 

 

  

  

대표사진 클릭시 하단의 갤러리뷰에 이미지들을 로딩하는 과정에서 Image Load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링크를 사용한 이미지 로드시 이미지를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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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미지의 비 동기 적인 로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 페이스북 사진 가져오기 
 

 

 

 

현재 세션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access_token을 받아온 후 미리 만들어놓은 url과 

합쳐서 페이스북 서버에 사진을 요청한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Json으로 사진 정보들을 보내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추출하여 사진정보의 리

스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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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 페이스북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Access token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으로부터 

내 사진 정보를 받아오는 함수로부터 내 페이스북 사진 정보를 받아와 지도 위에 드

로잉 하였다. 페이스북 사진의 테두리는 파란색으로 나타냄으로써 핸드폰 사진과 구

별할 수 있게 하였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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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 이미지 위치 태깅(~2차) 

 

  

브로드 캐스트 리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사진을 찍어서 SD 카드에 사진이 저장

될 때의 방송을 캐치하여 그 시점의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최근의 추가된 사진에 자동 

저장한다. 즉,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위치 정보 표시 옵션에 체크하거나, GPS 옵션

을 켜지 않아도 앱에서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위치 태그를 사진에 태깅하도록 구

현하였다. 앱의 More 탭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옵션으로 위치 태그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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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서버 

1.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Login 모듈 , User를 DB에 저장하여 회원관리 

 

  

 

 

1. 위 코드와 같이 클라이언트로부터 login 요청이 들어오면 User 라는 Google API를 사용하여 

유저가 Oauth Protocol을 사용하여 로그인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확인한다. 

 

2.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무시하며, 제대로 된 클라이언트라면 DB 에 저장하여 회원관리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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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gle App Engine Spatial Query 공부 

 

GeoCell 을 이용하여 어느 지점을 구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어느 부분을 4 등분을 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 하고 선택한 부분을 다시 4 등분 하여 

선택하는 방법을 재귀적으로 사용하는 Algorithm 을 Quad Tree 라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Google 에서 제공하는 API 로 지구를 16 등분 하고, 16 등분하는 Algorithm 이 있다. 이 방법으로  

사진의 위도경도를 표현한다면 16 등분의 13 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위 코드가 Google API를 사용한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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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계획서상의 진도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진도의 비교 

2.2.2.1. 안드로이드 

 

 

 

2.2.2.2. 서버 

 

 

  

개발계획(~1차) 진도 

지도 띄우기 완료 

내 핸드폰의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완료 

로컬 DB 구현 완료 

이미지 캐싱, 비동기 로딩 구현 완료 

내 페이스북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완료 

기기 별로 같은 화면 구성 2차에 구현 예정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치 태깅(~2차) 완료 

페이스북 Login 구현 완료 

페이스북 사진 받아오기 함수 구현 완료 

개발계획(~1차) 진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Login 모듈 완료 

User를 DB에 저장하여 회원관리 완료 

Google App Engine Spatial Query 공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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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안드로이드 

항목 내용 사항 이유 수행 계획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치 

태깅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5분 마다 

순차적으로 최근 이

미지에 사용자의 현

재 위치정보를 태깅

한다. 

보완 5분 마다 안드

로이드 백그라

운드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호

출하는 과정에

서 디바이스의 

배터리 소모량

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브로드 캐스트 리시버를 이

용하여 디바이스에서 카메라

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서 

SD카드에 추가할 때 발생하

는 방송을 캐치하여, 현재 사

용자의 위치 정보를 현재 시

간과 비교하여 최근에 추가

된 이미지에 태깅한다. 

로컬 DB에 

친구사진 저

장 방식 

앱 실행시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연동 된 

상태일 때, 로컬 DB

에 사용자의 친구 사

진의 정보를 모두 저

장한다. 

보완 사용자가 당장

보지않는 수많

은 친구의 사

진 정보를 앱 

매 실행시 마

다 모두 불러

와 저장하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 통신 

비용을 유발한

다. 

실행 시에 친구의 사진 정보

를 DB에 저장하지 않고, 사

용자가 친구의 사진 보기를 

선택 했을 경우에만 해당 친

구의 사진정보를 선별적으로 

불러와 DB에 저장하도록 하

고, 앱을 종료하지 않는 이

상, 추후 DB에 저장된 친구

의 사진을 사용자가 다시 요

청하는 경우에 DB에서 해당 

친구의 사진 정보를 불러와 

지도 위에 드로잉 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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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서버 

 

 

항목 내용 사항 이유 수행 계획 

Oauth 프로 

토콜 유저 

인증 

클라이언트가 구글서 

버로부터 직접 

token을 받아와 서버 

에게 전달해주는 식 

으로 바꾸었다 

로그인 서버가 유저에게 로그

인 페이지를 redirect

하려고 했으나 안드로

이드의 특성상 서버가 

로그인 페이지를 보이

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token을 받아와 서버

에게 전달해주는 식으

로 바꾸었다 

클라이언트가  

핸드폰에 등록되어

있는 구글 계정으로 

Google Login 

Server에게 token을 

요청하고 받아 

token으로 서버에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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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서버 / 안드로이드 개발계획 세부내용 

서버 사진 저장 앱에서 받은 public사진을 DB에 저장한

다. 

서버 사진 보내기 DB에 있는 사진을 앱에게 제공한다. 

서버 핫플레이스 계산 앱의 사진 올리기 기능을 통해 올라온 사

진들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현시간 및 

매시각마다 가장 많이 올라온 지역을 핫

플레이스로 계산하여 최대 12시간전의 

핫플레이스까지 저장한다. 

안드로이드(페이스북) public사진 받아오기 유저의 사진중 public사진만 받아온다 

안드로이드(페이스북) public사진 보내기 public사진을 서버로 보낸다 

안드로이드(페이스북) 친구리스트 받아오기 페이스북의 내 친구리스트를 받아온다 

안드로이드(페이스북) 친구 사진 받아오기 친구리스트를 이용하여 각각의 친구사진

까지 받아온다 

안드로이드(페이스북) 사진 업로드 앱상에서 페이스북에 휴대폰의 사진을 올

린다 

안드로이드 구글 로그인 구글 계정 연동 구현 및 완성 

안드로이드 친구 사진 드로잉 맵 위에 페이스북 친구들의 사진을 드로

잉 하는 것을 구현한다. 

안드로이드 전체 사용자 보기 구

현 

맵 위에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public 사진 만을 모아 보여주는 전체 사

용자 보기 항목을 구현한다. 

안드로이드 기기 별로 같은 화면 

구성 

기종마다 다른 해상도라도 일관된 화면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현한다. 

안드로이드 새로고침 기능 구현 사용자가 앱 실행 중에 새로 고침을 선택

했을 경우 페이스북과 서버로부터 다시 

데이터들을 받아와 최신 업데이트 사진들

을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한다. 

안드로이드 리스트로 사진보기 구

현 

사진들을 맵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드 뷰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안드로이드 사진 삭제 기능 내 핸드폰의 사진의 경우 사진을 long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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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시 해당 사진을 앱과 SD카드에서 삭

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