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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Social Map 의 특징 

 

첫째, 기존의 갤러리와는 다르게 사진을 리스트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을 

당시에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상에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사진을 위치를 기반으로 관

리 할 수 있다. 

 

둘째,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SNS계정에 사진을 쉽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해 준다. 위치정보가 있는 사진의 경우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입력하여 업로드 해준다. 또한 특정 사진을 업로드 하기 위해 SNS에 로그인 하지 

않고 Social Map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번에 여러 SNS에 동시에 업로드가 가능하다. 

 

셋째, Hot-place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Hot-place 는 최근 일정 시간 동안에 사진이 제일 

많이 업로드 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용자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슈 지역의 사진들을 볼 수 있고, 그 지역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

으며, 다른 사람들과 그 지역과 이슈에 관해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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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기술의 발전으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다양화 

 

- 기술의 발전으로 폰으로 쉽게 사진을 찍고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커

뮤니케이션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문자대화뿐만 아니라 쉽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글로 자신을 상태를 올려서 친구들에게 상태를 보여줌으로서 사람들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이렇게 되면서 사진도 하나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용

되고 있고 SNS와 결합하여서 거의 글과 사진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 

 

 

 

 

2. 현재의 사진보기(갤러리)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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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사진보기는 폴더로만 구분을 하여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폴더 안에 사진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사진이 폰에 들어온 시간순으로

만 나열된 화면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준다. 

 

- 사진이 나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나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자신의 기억인데 사진을 찍은 후 기간이 많이 지나서 사

진에 대한 부정확한 기억을 하고 착각을 하거나 모를 수 도 있다. 

 

- 현재는 사용자의 개인 폰의 갤러리에만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Facebook나 Twitter

등과 같은 SNS에도 사용자의 사진들이 많이 있다. 각각의 SNS에서도 나름 앨범을 구

축하였지만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진을 볼 수 없다. 

 

 

3. 사진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사진보기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 사진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지도상에 각각의 사진을 띄워서 사용자들이 한눈

에 각 사진이 찍혔던 위치를 알아 볼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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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사진을 관리하는데 시각적으로 유용하며, 그 사진의 위치를 확인함

으로써 사진관리에 더욱 도움을 준다. 

 

 

4. SNS에서는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서로 교류가 있다. 

 

- 우리 어플은 SNS에서 친구라는 관계의 줄을 통해서만 공유되는 사진들을 친구가 아

닌 우리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더욱더 많고 유용한 사진들

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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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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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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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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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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세부 목표 결과 달성 방법 

사진을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지도에서 사진

보기를 지원하여 사용자들이 각각의 장소로 

정리된 사진을 보고 편리하게 사진을 선택

하여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도는 Google Map API v2의 fragment를 

이용하여 나타내었고, 지도 위에 보여지는 

사진 들은 Google Map API의 Marker를 이

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사진을 선택 했을 

때 보여지는 창은 InfoWindow를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사진들은 지

도 위에 모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

터링을 거쳐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로 도출

되는 대표사진의 형태로 보여지도록 구현하

였다. 대표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대표

사진의 군집에 포함되는 모든 사진들을 하

단의 리스트에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하였다. 

내 핸드폰 사진의 경우 Media DB를 이용하

여 위치정보가 있는 사진들을 커서의 형태

로 참조하여 지도 위에 나타내었다. 

페이스 북의 내 사진과 친구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페이스북 API에서 제공하는 LoginButton 

widget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구현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계정 정보를 얻어와 페이스북

에 해당 사용자의 사진과 요청한 친구 사진

의 메타데이터를 받아와 SQLite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구현한 DB에 저장한다. 페이스

북 사진을 지도 위에 나타낼 때는 DB에서 

정보를 꺼내와 보여주도록 구현하였으며, 

DB의 갱신은 사용자가 페이스북 연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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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앱을 실행할 때, 새로고침을 수행할 때, 

사진을 앱 상에서 업로드 할 때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 

앱 사용자들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OAuth 2.0을 사용하여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 구글을 통해 계정정보를 얻어와 회원임

을 인증받았으며, 인증의 결과로 해당 사용

자의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계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앱을 통해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의 모든 전체공개 사

진의 메타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서버는 이를 저장해두게 된다. 서버에 저장

된 사용자 사진의 메타데이터의 갱신은 사

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 할 때, 앱을 실행 

할 때, 새로 고침 할 때, 사진을 앱 상에서 

전체공개로 업로드 할 때, 더 보기 탭에서 

모든 데이터 삭제를 요청 했을 때 수행되도

록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모든 앱 사용자 사진 보기를 요

청했을 때, 현재 보여지는 화면의 영역을 서

버로 전송하게 되며, 서버는 Google App 

Engine의 Spacial Qeury 의 GEOcell를 이용

하여 현재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 영역의 

지도 좌표 범위가 포함되는 모든 셀의 각각

의 대표사진 정보를 앱으로 전송하게 된다. 

앱은 서버로부터 받아온 대표사진의 메타데

이터를 이용하여 지도 위에 앱 사용자의 사

진을 나타내게 된다. 

한 위치에 집중되어 올라오는 사진정보를 최신 사진의 정보들을 원형 큐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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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서 이슈가 되는 장소 정보를 사용자들

에게 ‘핫 플레이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된 자료구조 에 저장한다. 클라이언트에서 

핫플레이스 요청할 때에 현 시간부터 한시

간 전까지의 사진들 중에서 사진이 제일 많

이 업로드된 지역을 계산하여 클라이언트에

게 그 장소 정보와 사진을 제공한다. 

 매 시간 단위로 Previous HOT Place를 제

공하여 지나간 핫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볼 수있다. 

일정 지역에 누적적으로 밀집된 사진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별 볼거리가 모여 있

는 장소(랜드마크)인 ‘쿨 플레이스’를 제공한

다 

업로드된 모든 사진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서 지역별로 사진의 수를 카운트를 하여, 그 

수가 일정 기준을 넘기면 그 장소를 쿨플레

이스로 지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시 장소 

정보 및 사진을 제공한다. 

페이스북에 사진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위치 정보가 있는 사진이라면 따로 위치정

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위치정보와 

함께 내 상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갤러리 내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여 그 사

진에 위치정보가 있는지 판단하여 정보가 

있다면 페이스북에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주

변 장소 page들을 받아와서 사용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장소정보가 없다면 

아예 나오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

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게시물의 3

개의 공개등급인 전체공개, 친구만, 나만보

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앱에서 올

리는 글에도 privacy정보를 선택가능하게 하

였다. 대신 페이스북에선 앱의 권한을 기본

적으로 나만보기와 친구만까지 지원하는데 

전체공개를 위해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수

정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하였으며 마지

막으로 사진과 함께 올리고 싶은 글을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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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이 올

라가게 된다. 

 

 

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Social Map 의 기능 

(사진과 각 기능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  

 구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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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로그인 

 

 

 : IntroActivity

 : AlertDialog

 : DialogInterface.OnClickListener

accountManager : AccountManager

1 : onCreate()

2 : loadData()

3 : googleLuancher()

4 : selectAccount()

5

<<create>>

6 : onClick()

7 : login()

8 : getAuth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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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위에 나타나는 사진 (사용자의 핸드폰 사진)  

 

 

 

  

 : MapTestActivity

mGoogleMap : GoogleMap markers : ArrayList<Marker>

1 : OnCreate()

2 : setUpMapIfNeeded()

3 : moveCamera()

4 : OnCameraChangeListener()

5 : onCameraChange()

6 : reDrawThumnailMap()

7 : reDrawGallaryThumnailMap()

8 : addMarker()

9 : marker 10 :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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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위에 나타나는 사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구의 페이스북 사진)  

 

 

 

  

 : MapTestActivity

menu : Menu

 : OptionViewActivity

select : Button

intent : Intent

handler

markers : ArrayList<Marker>

fdb : SQLiteDatabase

favoriteClustering : Clustering

task : BitmapDownloaderTask

mGoogleMap : GoogleMap

1 : onCreateOptionsMenu()

2 : OnMenuItemClickListener() 3

<<create>>

4 : startActivity

5 : OnClickListener()

6 : finish

7 : OnResume()

8 : sendEmptyMessage() 9 : clear()

10 : reDrawThumnailMap()

11 : drawFacebookThumnailMap()
12 : query()

13 : cursor
14 : kMedoids()

15 : excute()

16 : doInBackground()

17 : downloadBitmap()

18 : bitmap

19 : onPostExecute()

20 : addMarker()

21 : marker

22 :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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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위에 나타나는 사진 (라벨 사진) 

 

 

 

  

 : MapTestActivity

menu : Menu

 : OptionViewActivity

select : Button

intent : Intent

handler

markers : ArrayList<Marker>

fdb : SQLiteDatabase

favoriteClustering : Clustering

task : BitmapDownloaderTask

mGoogleMap : GoogleMap

1 : onCreateOptionsMenu()

2 : OnMenuItemClickListener() 3

<<create>>

4 : startActivity

5 : OnClickListener()

6 : finish

7 : OnResume()

8 : sendEmptyMessage() 9 : clear()

10 : reDrawThumnailMap()

11 : drawFacebookThumnailMap()
12 : query()

13 : cursor
14 : kMedoids()

15 : excute()

16 : doInBackground()

17 : downloadBitmap()

18 : bitmap

19 : onPostExecute()

20 : addMarker()

21 : marker

22 :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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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위에 나타나는 사진 (모든 앱 사용자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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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사진 위치 태깅 

 

위 사진 처럼 설정 한 후, 사진을 찍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진행됨 

 

 

  

 : SDbroadcastReceiver

context : Context

 : Tag_Service

mLocMam : LocationManager

mListener : LocationListener

1 : onReceive()

2 : startService()

3 : onStartCommand()

4 : locationUpdate()
5 : getBestProvider()

6 : requestLocationUpdates()
7

8 : onLocationChanged()

9 : removeUpdates()
10

11 : imageTa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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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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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Place 와 Cool-Place 기능 

- 안드로이드 

 

 

 

Ho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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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Place 

 

 

- 서버 

 핫플레이스 

 

 

 

 

 

 

 

 

 

 

 

 

 

 

 

 

원형큐는 Map타입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이때 Key는 지역을 나타나는 

현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사진

은 핫플레이스의 대상이 되므로  

원형큐에 삽입한다. 

자료구조 

(지역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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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ell이며, Value는 그 GeoCell에 따른 Count가 된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진을 

수신할 때마다 만약 그 GeoCell이 큐에 있으면 새로운 자료구조를 삽입시켜주는 것

이 아니라, 원래 있는 자료구조에 count만 증가시켜주며, 없었다면 새롭게 큐에 삽

입시켜준다.  

 

매 1시간마다 원형큐에 있는 사진들을 대상으로 count가 제일 높은 지역을 핫플

레이스라고 선정해주며, DB에 저장해둔다. 큐에 있는 사진 중에 삽입된 지 1시간이 

지난 사진에 대해서는 큐에서 삭제 시켜줌으로써 핫플레이스 계산 대상에서 제외시

켜준다. 

 

 Google App Engine Spatial Query 

 

 

 

지구를 16등분 하면 위 그림과 같이 1자리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16

개의 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 안에서 한번 더 16등분이 가능하며, 이런 방법

을 이용하여 재귀적으로 16등분을 여러 번 하면 결국 매우 작은 사각형이 될 것이다. 

Google App Engine에서 제공하는 Spatial Query API에서는 13등분까지 하여 사진

을 구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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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은 Spatial Query의 과정을 나타낸다. 

 

 Cool-Plac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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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업로드 될 때 마다 지역별로 count를 세어주며 일정 시간이 지날 때 마다 메모

리의 내용을 위 그림과 같이 DB에 업데이트해준다. DB에서 Count가 일정 수가 넘어간 

지역을 쿨플레이스라고 선정하며 그 지역의 사진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준다. 

 

쿨플레이스로 선정된 지역의 사진은 Google App Engine의 GeoSpatial Query를 사용하

여, 쿨플레이스 사진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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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조 

 

 

 

Client와 social map Server, 그리고 SNS 가 존재 한다. 

Client가 SNS 로부터 사진을 요청하여 받으면 그 사진을 social map server로 전송해 줌으

로써 social map server는 사진의 링크 주소를 저장하며, 그것을 토대로 hot-place를 계산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셜 맵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페이스북 사진을 요청하게 되면 

그 사진의 정보를 social map server가 client에게 제공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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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활용/개발된 기술 

 안드로이드 

 

 클러스터링 

본 프로젝트에서 사진을 지도 위에 나타낼 때, 순차 알고리즘과 K-medoids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진들을 거리에 따라 Clustering하고, 지도 위에 효과적으로 

사진들을 배치하도록 구현하였다.  

 

 라벨링 

SQLite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담아두고 싶은 사진들을 담기 요정했을 때, 해당 

사진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자동 사진 위치 태깅 

안드로이드의 브로드 캐스트 리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할 때, 

SD카드에 사진이 저장되는 이벤트를 캐치하여, 만약 저장된 사진이 방금 촬영한 

사진이고, 위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최근 위치 정보를 얻어와서 

해당 위치 정보를 사진의 EXIF 포맷의 위치정보에 기록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이미지 캐싱 및 비동기적 이미지 로딩 

Image Load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페이스북 사진의 메타데이터(URL)를 이

용하여 이미지를 비동기적으로 받아와서 보여주는 기능과 로드한 이미지를 SD

카드에 캐싱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서버  

 클러스터링 

GridBased Cluster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된 사진들을 전송 해 준

다. 클러스터링 된 사진을 전송 함으로써 대역폭,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송수

신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전체 보기 

구글의 Spatial Query API를 이용하여 전 지구를 재귀적으로 16분할하도록 하였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지역내의 사진들을 제공하도록 구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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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 쿨 플레이스 

HOT Place는 클라이언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로드가 단시간내에 

가장 급격한 지역을 계산하도록 구현하였다. 원형 큐 형태의 자료구조를 사용하

여 최대 12시간 전까지의 핫플레이스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COOL Place는 서버에 업로드 되는 사진들을 지역별로 카운트하여 사진 밀집도

가 높은 지역을 계산하도록 구현하였다. 

 

 

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현실적 제한 요소 해결 방안 

중복되는 요청 클라이언트가 전체보기를 요청 할 

때 전체보기를 여러 번 클릭 하게 

되면 서버로서는 많은 양의  

Outgoing Bandwidth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과금을 유발하게 된다.  

 

Google App Engine의 MemCache 

기능을 사용하여 마치 컴퓨터의 

Cache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여 

DataStore에서 중복되는 data를 읽어 

추가 비용의 부담을 줄여준다.  

네트워크 트래

픽  

서버가 크롤링을 하여 주기적으

로 페이스북 서버에 접근하여 모든 

앱 이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와 DB

에 저장하고 DB를 갱신하기 때문

에 DB에 접근하여 DB를 읽고 쓸 

때 하루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비

용이 발생  

서버가 크롤링을 하여 매 주기마다 

페이스북 서버에 접근하여 모든 앱 

이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대신 클

라이언트에서 페이스북 서버와 연동

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핸들링 하고, 

public 사진만 우리 서버로 전송하여 

서버의 크롤링 부담을 해결  

이미지의 로드 

속도 문제 

링크를 통

한 로드 

링크를 통해 이

미지를 로드할 경

우 속도 문제가 발

생 

보다 신속하게 로드하기 위하여 캐

시를 사용하고, 비동기적인 이미지 로

드를 사용함 

 

화면에 로

드하는 이미

지 수 

모든 사진을 지

도 위에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체 사용자 보기 

옵션 선택 시 모든 

데이터를 서버로부

터 가져와 보여주

는 것도 한계가 있

지도 위에 사진을 나타낼 때, 현재 

보이는 화면의 영역에 포함되는 좌표

의 사진만을 보여주고, 군집화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일정 영역에 대표사진

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사진은 그리지 

않음으로써(대표 사진을 클릭했을 때 

하단의 갤러리 뷰에 나타나도록 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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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또한 전체 사용자 보기 시 서버에서

는 Google App Engine의 Datastore에

서 Spatial Query와 같은 API를 사용

하여 정말 필요한 곳의 사진만을 요

청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군집화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대

표 사진만 보내주므로 클라이언트의 

이미지의 신속한 로드 가능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에 사진을 요

청 할 때, 요청할 당시 핸드폰에서 보

여지는 지도상의 바운드(위도, 경도)에 

한하여 요청하게 함으로써 그 바운드

에 해당하는 대표 사진만 서버에서 

선별 하여 제공하여줌.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송수신하는 데이터

의 양이 줄게 됨 

Metadata 

저장 관련 문제  

 

페이스북으로 부터 받은 사진의 

Metadata를 저장 할 때 나의 사진

과 친구의 사진을 저장하려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SQLite를 사용하여 사진의 Metadata

를 DB에 저장함으로써 빠르고 쉽게 

검색, 수정,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최대 줌 레벨 맵에 핸드폰 사진이나 나 또는 

친구의 페이스북 사진을 그릴 때, 

위치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

지만, 최대 줌 레벨로 내려가게 되

면, 거의 모든 사진을 맵에 그리게 

되는 문제가 생겨 사진 그리는 속

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카메라 이동 시 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의 범위 좌표를 얻어와서 해당 

영역의 사진들만, 지도에 클러스터링 

하여 그릴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한

번에 맵 위에 그려야 하는 사진들의 

개수가 작아서 클러스터링하고 맵위

에 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사용자가 카메라를 이동하거나 줌 인 

아웃 하거나, 최대 줌 레벨로 내려갔

을 경우에도 비슷한 그리기 퍼포먼스

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백그라운드 백

그라운드 이미

지 위치 태깅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5분 마다 순차적으로 최근 이 미

지에 사용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태

깅 한다 .5분 마다 안드로이드 백

그라운드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호 

브로드 캐스트 리시버를 이용하여 

디바이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

진을 찍어서 SD 카드에 추가할 때 발

생하는 방송을 캐치하여, 현재 사 용

자의 위치 정보를 현재 시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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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과정에서 디바이스의 배터

리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여 최근에 추가 된 이미지에 태깅

한다. 

로컬 DB 에 친

구사진 저 장 

방식 

앱 실행시 사용자가 사용자가 페

이스북에 연동 된 상태일 때, 로컬 

DB 에 사용자의 사용자의 친구 사 

진의 정보를 모두 저장한다. 그리

하여 사용자가 당장 보지않는 수많 

은 친구의 사진 정보를 앱 매 실행

시 마다 모두 불러와 저장하는 저

장하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 통신 

비용을 유발한다. 

실행 시에 친구의 사진 정보 를 DB 

에 저장하지 않고 , 사용자가 친구의 

사진 보기를 선택 했을 경우에만 해

당 친구의 사진정보를 선별적으로 불

러와 DB에 저장하도록 하고, 앱을 종

료하지 않는 이상, 추후 DB에 저장된 

친구의 사진을 사용자가 다시 요청하

는 경우에 DB 에서 해당 친구의 사진 

정보를 불러와 지도 위에 드로잉 하

도록 한다. 

 

2.2.5  결과물 목록 

 계획서상에서의 구현/미구현 여부 

- 안드로이드 

개발계획 구현시기 구현여부 

지도 띄우기 1차 구현 

내 핸드폰의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1차 구현 

로컬 DB 구현 1차 구현 

이미지 캐싱, 비동기 로딩 구현 1차 구현 

내 페이스북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1차 구현 

페이스북 Login 구현 1차 구현 

페이스북 사진 받아오기 함수 구현 1차 구현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치 태깅 2차 구현 

페이스북 전체공개사진 받아오기 2차 구현 

서버로 전체공개사진 보내기 2차 구현 

친구리스트 받아오기 2차 구현 

친구 사진 받아오기 2차 구현 

사진 업로드 2차 구현 

구글 로그인 2차 구현 

친구 사진 드로잉 2차 구현 

전체 사용자 보기 구현 2차 구현 

기기 별로 같은 화면 구성 2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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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새로 고침 기능 구현 2차 구현 

리스트로 사진보기 구현 2차 구현 

사진 삭제 기능 2차 구현 

핫플레이스 UI완성 2차 구현 

라벨 탭 구현 최종 구현 

라벨 별 보기 구현 최종 구현 

쿨플레이스 UI완성 최종 구현 

개발계획 구현시기 진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Login 모듈 1차 구현 

User를 DB에 저장하여 회원관리 1차 구현 

Google App Engine Spatial Query 공부 1차 구현 

사진 저장 2차 구현 

사진 보내기 2차 구현 

핫플레이스 계산 2차 구현 

핫플레이스 사진 제공 2차 구현 

전체보기 기능을 위한 Spatial Query 구현 2차 구현 

쿨플레이스 계산 최종 구현 

쿨플레이스 사진 제공 최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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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결과물 목록 

결과물 사진 기술문서 

구글 로그인 

  

무 

 

앱을 최초 로딩하게 되면, 구글 인증 화면이 보이게 된다. 사용

하는 구글 계정이 여러 개라면 원하는 구글 계정을 선택하여 사

용할 수 있다. 구글 계정 인증을 위해 OAuth 2.0을 사용하였고,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인증 정보는 SocialMap 서버로 전송되게 

된다. 만약 구글 계정을 인증하길 원치 않아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앱은 종료되게 된다. 

 

페이스북 

로그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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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 인증을 완료하면, 페이스북 계정 인증 화면으로 넘어

간다. 페이스북 계정 인증을 원치 않는 경우, 다음에 연동하기 버

튼을 클릭하면 맵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며, 내 핸드폰 사진 보기 

기능만을 이용할 수 있다. 

 

핸드폰 사진 

보기 

  

무 

 

앱을 실행 하고, 인증을 완료한 후의 다음 화면은 맵에 내 핸드

폰 사진이 보여지게 된다. 위치 정보가 있는 사진들만이 지도 위

에 보여지게 되며, 맵을 이동하는 순간마다 보여지는 화면 영역에 

포함되는 사진들이 보여지게 된다. 화면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사

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따른 군집화를 수행하여 군집

의 대표사진만을 보여주고, 각 대표사진을 선택했을 경우 해당 군

집에 포함되는 모든 사진을 하단의 리스트에 보여주게 된다. 또한 

실제 지도에 보여지는 대표사진은 각 군집의 거리상의 군집중심

이 아닌 가장 최근에 촬영된(페이스북 사진의 경우 업로드된) 사

진이 되도록 하였다. 하단의 리스트 사진들 역시 촬영 순(페이스

북 사진의 경우 업로드 순)으로 소팅되어 보여지게 되며, 맨 앞에 

있는 사진이 해당 군집에서 가장 최근에 촬영된(또는 업로드 된) 

사진이 된다. 또한 핸드폰 사진을 롱 클릭 하거나 사진의 팝업을 

선택하여 넘어가는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사

진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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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

진 보기 

내 페이스북 사진 친구 페이스북 사진 

무 

  

 

메뉴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메뉴에서 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핸

드폰 사진, 페이스북 사진, 라벨 사진, 모든 앱 사용자 사진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내 페이스북 사진 보기 또는 특정 친

구의 사진 보기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체크한 항

목의 사진이 보이도록 맵이 업테이트 된다. 사용자가 최초 로그인 

할 때, 해당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있는 모든 사진의 메타 데이터

를 자체 구현한 DB에 저장하게 되고, 사용자가 페이스북 사진 보

기를 선택하면, DB에서 사진 정보를 꺼내와 지도위에 보여주게 된

다. 페이스북 친구 사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 친구 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친구의 사진 정보를 페이스북으로부터 얻어와 DB

에 저장하고, 보여주게 되며, 저장된 친구의 사진 데이터는 사용

자가 메뉴의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기 전 까지 갱신 되지 않는다. 

또한 저장 후 1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친구의 데이터를 DB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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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사진 

보기 

  

 

 

사용자가 특정 페이스북 사진을 담기를 선택하면 자체 구현된 

DB에 해당 사진의 정보가 저장되고, 저장된 라벨 사진들은 보기 

메뉴에서 라벨 사진 보기를 선택하면 모아서 볼 수 있다. 또한 라

벨 보기에서 하단 리스트에서 해당 사진을 롱 클릭 하거나, 메뉴

의 리스트 보기에서 해당 사진을 롱 클릭 하게 되면, 해당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모든 앱 사

용자의 사진 

보기 

  

무 

 

메뉴에서 모든 앱 사용자 보기를 선택하면 현재 보이는 화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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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지도 좌표를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서버는 해당 영역이 

포함된 GEOCell의 각 대표사진을 앱으로 전송하게 된다. 또한 대

표사진을 포함한 셀이 핫 플레이스나 쿨 플레이스 혹은 두 개다 

포함이 된다면, 이 정보를 사진과 함께 전송하여 핫 플레이스이면 

분홍색, 쿨 플레이스이면 하늘색, 둘다면 주황색으로 맵에 앱 사

용자들의 사진과 함께 맵에 보이게 된다. 사용자가 각 대표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보이는 화면 영역과 해당 대표사진의 고유한 

PictureID를 전송하게 되고, 서버는 해당되는 대표사진이 포함되는 

셀의 사진(최대 30개 이하)을 앱으로 전송하게 된다. 

 

자동 사진 

위치 태깅 

  

무 

 

More 탭의 설정 항목에서 자동 위치 태깅 사용에 체크하게 되

면, 사용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이 SD카드에 저장될 

때 이벤트를 브로드 캐스트 리시버로 캐치하여, 이 때 사진의 

EXIF 포맷의 GPS 태그가 비어 있다면, 찍은 시점의 사용자의 위

치를 사진에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진을 촬영할 때, 

별도로 GPS를 켜지 않아도 사진에 위치 정보를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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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업로드 

  

무 

 

핸드폰 사진 보기 시 특정 사진을 선택한 후에 생기는 팝업 창

을 클릭하면, 상단오른쪽의 화면이 보여지게 된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

다. 

사진과 함께 TextView에 글귀를 작성하여 같이 업로드 할 수 있

으며, 사진에 위치 정보가 포함 되어 있다면, 스피너에 위치 지명

이 표시 된다. 스피너를 클릭하면 사진의 500m 위치 반경 내에 

존재하는 페이스북의 페이지 이름들을 가져오고, 사용자는 그 중

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장소도 선택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또한 해당 사진을 전체공개, 친구공개, 나만 보기 형태로 업

로드 할 수 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사진이 사용자의 페이스

북에 업로드 되고, 업로드 한 사진이 전체 공개이고, 장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체 DB에 해당 사진의 정보를 저장 후, 소셜 

맵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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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플레이스 

  

무 

 

 

핫플레이스 탭 선택 시 현재 요청시간에 단시간에 업로드가 급

격한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를 가장 위에 고

정시키고, 해당지역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소식들을 아래에 리스트 

형태로 나타내어 준다. 각 사진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고, 해당 사진을 담기/댓글달기가 가능하다. 

새로운 정보를 받고 싶을 때에는 Refresh 버튼을 클릭하면, 서

버에 새롭게 핫플레이스를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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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플레이스 

  

무 

 

 쿨플레이스 탭 선택 시 누적된 사진들의 위치정보를 카운트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쿨플레이스 정보를 볼 수 있다. 쿨 플레이스 정

보를 리스트 형태로 나타내어 주고,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면 해당 

선택 장소에서의 업로드 된 사진들을 보여준다. 

 각 사진별로 담기/댓글달기/More Picture가 가능하다. 

MorePicture는 해당 장소의 사진을 더 받고 싶을 때 서버로 사진

을 더 요청하여 새로운 사진들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Social Map 

팀 명 White Hol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3.0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42 of 67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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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이번 프로젝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다. 

 

 사용자들이 시각적으로 수월하게 지도상에서 각각의 위치에 정렬이 된 사진들을 볼 수 

있고, 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지도상에 각자의 사진과 SNS 사진, 더 나아가 친구/비 친구의 사진까지 간편하게 볼 수 

있고, 그 사진들에 서로 댓글을 달 수 있어 사용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할 수 있다. 

 

 핫 플레이스 기능으로 사용자간에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는 장소를 손쉽게 알 수 있다. 

 

 쿨 플레이스 기능으로 지역별 볼거리 및 랜드마크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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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유정우 - Google app engine을 이용한 서버 담당 

이을섭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Application 담당 

 페이스북 계정 연동, SNS 와 SocialMap App 사이의 통신 

 쿨 플레이스 UI, 파일 업로드 화면 구성 

정아름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Application, 디자인 담당 

 Google 계정 연동, SocialMap Server 와 SocialMap App 사이의 통신 

 핫 플레이스 UI 

박혜진 

- Application담당 

 Map 에서 로컬 사진/페이스북 사진 보기, 라벨 사진 보기, 모든 앱 

사용자 사진 보기, 사진 자동 위치 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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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이름 자기 평가 

유정우  

서버관련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하였다.  

핫 플레이스와 쿨 플레이스를 많은 사진에 대해서도 빠르게 계산하

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알고리즘을 보고, 직접 구

현도 하며, API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Spatial Query를 활용하여 지도상

에 사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맵핑해주었다. Google App Engine

의 datastore를 사용하여 DB상에 원하는 지역의 사진을 빠르게 찾기도 

하였으며, 클라이언트에게 사진을 송신할 때 Grid-Based Clustering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효율적이며 적은 양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오픈소스를 익히며, 적용하여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

이 신기하며,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만든 서비스는 사람들이 사진

을 공유하며, 단순히 사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핫플레이스, 

쿨플레이스 등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SNS와는 다른 

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을섭  

앱과 페이스북의 연동을 맡아서 초반에 공부하면서 개발도 병행한다

고 하다가 오히려 페이스북의 튜토리얼들이 무슨 말인지 많이 헤매고 

하나하나 페이스북 API의 기능을 알아본다고 시간이 많이 들었다. 여

기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프로젝트 후반에 좀 여유 있게 개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사진을 더 빨리 가져왔어야 프로젝트의 

진행이 더욱 빠르고 원활해져서 되어서 좀더 여유 있게 디버깅도 하고 

기능도 더 추가하여 구현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3월 중순까지 시간

을 잡고 있었던 것이 많이 아쉽다. 

 이 앱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단순히 지도에서 사진

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시작된 이 앱은 단순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SNS와의 연동, 앱 사용자보기, 친구사진보

기, 즐겨 찾기의 기능 거기에 더하여 이런 사진들을 중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지도에서 사진을 보는 것에 추가하여 상당한 재미를 주어 

SocialMap이 왜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

만 이런 기능들은 이 앱의 단순한 사진보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

이다. 사진 속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단기간의 이슈지역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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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플레이스와 누적 사진량을 이용하여 꾸준히 사람들이 방문한 지역

을 보여주는 쿨 플레이스는 이 앱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킨다. 비슷한 

다른 앱들은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뿐이거나 뉴스피드를 더한 기능정도 

밖에 없다. 물론 단점도 있다. 양이 많아지면 생각보다 느린 페이스북 

사진 로딩은 정말 아쉽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

들이 SocialMap, 이 속에 존재한다. 참 좋은 실용 목적을 가진 앱이다. 

 

정아름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통신 함수를 구성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게 사진을 전송 및 수신한다. 이 때 필요한 서버와 통신하여 사진 전

송, 전체 사진, 쿨 플레이스, 핫 플레이스 정보를 요청하면 사진을 받

아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 부분을 담당하여 설계 및 구현하였

다. 

핫 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하여 핫 플레이스 UI도 구성했다. 또한 우

리 앱의 아이콘 및 UI 부분을 구현했다.  

또한 매번 발표 시 동영상 제작 및 발표자료와 PPT를 만들었다.  

네트워크통신관련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구현하며, Json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URLconnection하여 사진

을 가져와 핸드폰에 보여주는 부분에서 특히 구현에 보람을 느꼈다. 

우리 소셜 맵은 단순히 친구라는 연결고리를 떠나 모든 사람들과 사진

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 한다. 친구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공유를 하게 되면 한 나라에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어플은 세계에 모든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박혜진  

맵 탭의 UI와 맵 안의 사진을 클러스터링하여 보여주는 부분을 구현

하였고, 사진을 찍을 때, GPS를 따로 켜지 않아도 자동 사진 위치 태

깅이 가능한 모듈을 구현하였다. 내 핸드폰 사진의 경우 Media DB에

서 사진의 정보를 가져와 지도 위에 드로잉 하며, 페이스북 사진의 경

우에는 페이스북 통신 함수로부터 해당 사용자의 페이스북 사진의 메

타데이터 정보를 받아와서 자체 DB에 저장 후에 지도 위에 그린다. 또

한 모든 앱 사용자 사진의 경우에는 소셜 맵 서버 통신 함수로부터 앱 

사용자의 사진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받아와서 지도 위에 그리게 된다.  

본 프로젝트는 지도에서 위치 별로 사진을 분류하여 볼 수 있고, 실

시간 사진 업로드 정보를 통하여 그것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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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개발되었다. 본 프로젝트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용자는 

세계여행을 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낄지도 모른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추억의 사진들을 장소 별로 모아 볼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유용한 사진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실시간으로 업데

이트 되는 핫 플레이스, 쿨 플레이스는 해당 지역의 사진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활발한 의견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

다. 

개선 사항으로는 현재 맵에 그려지는 대표사진과 해당 대표사진을 

클릭하였을 때 나타나는 인포 윈도우 안에 그려지는 사진은 이미지로

더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 로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못하

고, 네트워크 스레드를 사용하여 비트맵을 로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때문에 이미지의 비 동기적인 로딩은 가능하나 이미지의 캐싱은 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 캐싱을 구현하거나, 이미지 로더

를 개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미

지 로딩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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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6.1 사용자 매뉴얼 

 설치 가이드 

 
 

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socialmap 을 치고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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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완료 화면에서 WhiteHole 의 

SocialMap 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4.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Social Map 

팀 명 White Hol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3.0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50 of 67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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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앱 권한에 대한 요청을 보여주는 창이 

나타나면 읽어본 후에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6. 현재 SocialMap 을 다운중입니다. 

  

7.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열기를 누르면 실행됩니다. 

8. 배경화면에도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누르시면 SocialMap 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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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기 

 

1. 화면 

구글 로그인 

 

 안드로이드에 구글 계정이 한 개가 

아닐 경우 나타납니다. 사용하고 싶은 

계정 하나를 선택합니다. 

페이스북 로그인 

 

 시작할때 나오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페이스북과 연동이 안됬을 시에도 

나타납니다. 

  

페이스북과 연동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스북과 연동하기 위한 로그인 

버튼입니다. 

- 페이스북 앱이 있고 로그인이 

되있을 경우 잠깐의 기다림 

후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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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에 페이스북 앱이 있지만 로그인이 

안되있을 경우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Social 

Map 과 연동됩니다. 

 

 사용자 폰에 페이스북 앱이 없을경우 

나타나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Social 

Map 과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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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이 사용자에게 엑세스 권한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확인 하시면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Social Map 기본 화면입니다. 

  

지도상에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선택 되어있는 탭입니다. 

  

핫플레이스 및 쿨플레이스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도움말, 설정등 부가적인 

메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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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p 

Map 화면 메뉴 

 

 기본화면에서 menu 활성화 화면입니다 

  

페이스북에 새로운 사진을 올렸을 때 

갱신합니다. 

  

지도상의 사진보기대신 리스트처럼 

나열하여 사진을 보여줍니다. 

  

내사진 보기, 내 페이스북 사진보기, 

앱사용자 사진보기, 라벨보기, 

페이스북 친구사진 보기 등 다양한 

보기종류를 제공합니다 

리스트 보기 

 

 지도상의 사진들을 리스트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각 사진을 클릭하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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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체크한 메뉴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내 핸드폰 사진 

- 폰에 내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단, 위치정보가 

있는 사진) 

 내 페이스북 사진 

- 페이스북에 올린 내 사진을 

보여줍니다.(단, 위치정보가 

있는 사진) 

 SocialMap 사용자 사진 

- SocialMap 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중 전체 공개인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라벨 사진 

- 담기 기능을 이용하여 

즐겨찾기가 설정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페이스북 친구사진 

- 내 페이스북의 친구들의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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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체크한 후의 사진입니다. 

 하얀색 테두리는 내 휴대폰 사진입니다. 

 파란색 테두리는 페이스북 사진입니다. 

 보라색 테두리는 SocialMap 이용자 

전체보기 사진입니다. 

 녹색 테두리는 라벨보기 사진입니다. 

 분홍색 테두리는 핫플레이스입니다. 

 하늘색 테두리는 쿨플레이스입니다. 

 주황색 테두리는 핫플레이스와 

쿨플레이스가 겹쳐진 것입니다. 

사진 선택시 

 

 지도상의 사진을 선택합니다 

- 조금 더 크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 화면 하단에 그 지역에 있는 

사진들을 더 보여줍니다. 

- 하단에서 사진을 선택할 시 

화면의 이전에 선택된 사진이 

현재 선택한 사진으로 

바뀝니다. 

내 사진보기 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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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상에서 사진을 선택후 다시 선택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선택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현재 사진을 삭제합니다. 

  

현재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공유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과 함께 들어갈 글을 적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해당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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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Social Map 의 앱 

활동공개 설정을 전체공개로 수정할 

수 있게 링크시킨 알림창입니다. 

 페이스 북의 정책상 기본공개설정이 

친구보기이기 때문에 전체공개로 

올려도 최대치인 친구보기까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손쉽게 

수정하기 위해 링크를 연결합니다. 

 

 페이스 북의 앱 설정 변경 

화면입니다.. 

 메뉴중 “회원님을 대신하여 게시할 

곳:” 을 클릭하여 등급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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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진 보기 선택시 

 

   

선택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의 소유자 프로필사진과 사진과 

함께 있는 글을 보여줍니다. 

  

라벨에 넣습니다. 라벨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진의 페이스북의 글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3. Hot & Cool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화면입니다. 

  

가장 최근 핫플레이스입니다. 장소와 

유저이름 그리고 작성시간까지 

보여줍니다. 

  

핫플레이스를 새롭게 다시 받아옵니다 

  

이전 핫플레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2 시간전까지 있습니다. 

  

현재 핫플레이스의 다른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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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핫플레이스 보기 

 

 이전 핫플레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창을 닫습니다. 

  

이전 핫플레이스들을 보여줍니다. 

클릭하면 자세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핫플레이스 사진입니다. 

  

선택된 사진을 보여줍니다. 

   

라벨에 담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링크를 따라 글을 보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 내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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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플레이스 

 

 쿨플레이스가 장소별로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쿨플레이스의 대표 사진입니다. 

  

쿨플레이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대표사진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쿨플레이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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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쿨플레이스에 대한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밑의 리스트에서 사진이 선택될 시 그 

사진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장소이름을 보여줍니다. 

  

라벨에 담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링크를 따라 글을 보고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사진에 더 추가하여 다른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들을 볼 수 있는 목록입니다. 

4. More 

페이스북 로그인 & 로그아웃 

   

 하단의 Log In 버튼으로 페이스북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앱에서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되있을 경우 잠시후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 없을 경우엔 로그인을 위한 

새창이 뜨면서 id 와 password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앱 초기 화면에서 연동을 하지 않더라도 

More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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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의 공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 처음 보이는 화면은 각 글의 

제목들만 보여집니다 

- 제목을 클릭할 시에 아래에 그 

제목에 대한 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말 

 

 카메라에 GPS 기능을 모르는 유저들을 

위한 도움말입니다. 

   

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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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의 GPS 를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진 찍을때 대략적인 위치정보가 

들어갑니다 

 

데이터삭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삭제합니다 

- SocialMap 의 사진보기 모드 중 

사용자사진 보기에서 보여지는 

내 사진들이 삭제대상사진 

입니다. 

- 서버에는 페이스북 상의 사용자 

본인의 전체공개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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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삭제 팝업창입니다. 

- 예 버튼을 클릭할 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 아니오 버튼을 클릭할 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이전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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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운영자 매뉴얼 

 앱 공지사항 작성하기 

 

공지사항 적는 웹페이지 : casionwoo.appspot.com/notice.html 

제목과 공지사항 내용을 적고 send 버튼을 누르면 공지사항이 완성됩니다. 

 

공지사항을 적고 send 누른 후의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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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도 공지사항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