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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용한 안드로이

드 어 리 이션이다. 일정한 웹하드 공간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은 일 업로드, 다운로드, 일공유 서

비스를 제공받는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용함으로써 지인들과 사진, 음악, 동 상, 일반

일 등을 공유할 수 있고 이 일들은 웹하드 서비스와 연동된다. 동 상의 경우 스트리  서비스를 제

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개발 App
동영상

스트리밍
O O O O

파일공유 X X X O
사진보기 O O O O

전화번호부

친구추가 기능
O X X O

기존 App

이미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1. 서론

    세계 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증하고 있는 

최근, 안드로이드 OS의 확산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

된 환경으로 큰 제약 없이 쉽게 개발이 용이하며, 다양

한 스마트 폰 제품들이 안드로이드를 채택하여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웹에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

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맥형성에 큰 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에서 마  략으로 사용하는 등 사용자들

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용률 한 꾸 히 증

가하고 있다. 한 인터넷 속도 증가 등 물리 인 네트워

크 환경이 발 하면서 인터넷 속이 가능한 곳에서는 언

제든 사용할 수 있고 손쉽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

래서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 이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SNS 기능을 용하여 

두 시스템의 장 을 살리고 기존 SNS 서비스와 차별성을 

두어 좀 더 편리하고 유  있고 스마트한 인간 계형성을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구  되었다. SNS 기능에 일 공

유 기능이 용되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공유

한 일을 토 로 사진, 동 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1][2].

2. 련연구

2.1 기존 유사 App과의 비교

   재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각종 SNS App들이 있다. 

그 에서 본 논문의 App과 유사한 기능을 지닌 App들로

는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이 있다. <표1>은 기

존 SNS App인 ‘카카오톡’, ‘트 터’, ‘페이스북’과 해당 논

문의 App과의 기능을 비교를 나타낸다.

<표1>  기존 SNS App과 논문 App의 SNS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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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웹하드 App 개발 App

공통점
· 개인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제공

· 개인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음

차이점
· 사용자 계정 없이는 파

일공유를 지원하지 않음

· SNS를 통한 사용자간

의 파일 공유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 개발 App

파일공유 X X O

SNS X X O

기존 App

이미지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

   논문의 App은 재 리 사용되고 있는 SNS인 ‘트

터’, ‘페이스북’과 스마트폰 SNS의 표  App인 ‘카카오

톡’ 의 장 을 살려 용했다. 친구등록은 ‘카카오톡’에서 

사용자 단말기의 화번호부를 읽어와 친구를 추가 하는 

방식을 용하 고 컨텐츠 공유는 팔로어들 간에 쓴 이

나 사진 동 상 등을 공유하는 트 터의 방식을 용 하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SNS를 함께 이용

함으로써 사용자들 간 일의 공유가 쉽고 편리해 진다는 

것이 특장 이다. <표2>는 기존의 웹하드 App과 본 논문

의 App의 웹하드 기능 비교를 나타내며 <표3>은 공통

과 차이 을 나타낸다.

<표2> 기존 웹하드 App과 논문 App의 웹하드기능 비교

<표3> 기존 웹하드 App과 논문 App의 공통   차이

2.2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이란 각 PC 단말

에서 개별 으로 로그램을 설치해 데이터를 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모든 컴퓨  

자원을 장하여 개별 컴퓨터에 할당하는 개념 이다. (그

림 1) 은 클라우드 컴퓨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시스템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일정량의 컴퓨  자원을 사

용자에게 할당하고 데이터 스토리지  사용자간 공유 서

비스를 제공한다[3][4].

(그림 1) 클라우드 컴퓨 의 개념

3. 세부 설계  구

3.1 본 App 에서의 클라우드 시스템의 특징

   해당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능으로 내세운 것은 웹하드 

기능이다. 기존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웹하드는 사용자 개

인의 일만 다운로드 업로드가 가능하고 일의 공유를 

할 수 없었다. 한 기존 SNS에서도 사진과 동 상 보기

만을 지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SNS를 이용하여 사진, 동

상 보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일을 공유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일에 한 설명을 첨부하거나 의견을 제

시할 수도 있다. 

3.2 개발환경

  <표4>은 본 논문의 App 개발을 한 개발환경이다

<표4> 본 논문의 App 개발환경

서  버
OS Windows 7.

개발

도구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mySQL API.
RTSP 모듈.

개발

언어
C언어

 

클라이언트
OS Windows 7.

개발

도구

Eclipse Indigo.

SQlite.

개발

언어
Java.

DBMS
운영체제 Windows 7.
개발도구 mySQL Community Server 5.5.14.
개발언어 SQL.

3.3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은 SNS서버, 클라우드 서버, 스트리  서비스

를 제공하는 RTSP 서버와 DBMS로 분류된다. (그림 2)

은 본 논문의 App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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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요 구  사항

3.4.1 로그인(Login)

   

   로그인 액티비티에서는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한다. 회

원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바로 로그인을 수행한다. 

(그림 3)와 같이 단말기의 화번호를 얻어오고 로그인 요

청과 함께 사용자를 식별하기 해 서버로 송한다.

(그림 3) 화번호 가져오기 소스

   (그림 4)에서는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최  속 

시 회원가입 다이얼로그를 띄워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

고 정보수집 사용에 동의를 하면 로그인을 한다.

(그림 4) 회원가입 화면

   로그인을 하는 동시에 (그림 5)처럼 사용자 단말기에 

장되어있는 화번호 목록을 읽어와 자체 으로 DB를 

리하며 서버에 자동으로 등록을 한다. 서버에서는 따로 

DB를 생성하고 화번호 목록을 리한다.

(그림 5) 화번호부 등록 소스

3.4.2 SNS

   (그림 6)에서와 같이 SNS 액티비티는 자기 자신이나 

친구로 추가된 사용자가 올린 이나 사진 동 상등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작성된 의 댓  항목을 터치

하면 해당 에 댓 을 입력하거나 볼 수 있으며 디스켓

모양 이미지를 터치하면 해당 사용자가 업로드 한 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림 6) SNS 액티비티 화면

   (그림 7)은 BitmapDownloaderTask 클래스로서 이미지

를 비동기 으로 받아오는 클래스이다. SNS 액티비티 왼

쪽에 사용자 사진이나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불러올 

때 비트맵으로 디코딩 하기 때문에 리스트뷰의 속도 하

를 발생시킨다. 이를 방지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

하기 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통신망의 부하가 은 

텍스트는 먼  받아오고, AsyncTask 이용으로 이미지를 

비동기 으로 받아온다.

(그림 7) BitmapDownloaderTask 클래스 소스

3.4.3 친구추천

   사용자 단말기의 주소록에 있는 사람이 본 어 리 이

션 사용을 해 가입을 할 경우 추천 친구 목록에 자동으

로 추가된다. (그림 8)에서 수락 버튼을 르면 친구추가

가 이루어지고 친구 목록에 추가되며 SNS  목록에 추

가한 친구가 작성한 까지 출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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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친구추천 액티비티 화면

3.4.4 일뷰어  내 일

    (그림 9, 10)에서와 같이 일뷰어는 단말기 내의 

일 목록을 보여주고 일을 내 일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가지고 있다. 일 업로드 선택 시 데이터 서버에 

일을 업로드하고 내 일 목록에 보여 진다.

    

     (그림 9) 일뷰어    (그림 10) 내 일 화면

   동 상의 경우 RTSP 서버를 통해 스트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내 일의 동 상을 실행할 시 (그림 11)에서처

럼 동 상을 재생한다.

(그림 11) 동 상 재생 소스

3.4.5 설정

         

   (그림 12) 설정 화면        (그림 13) 내 로필 화면

   (그림 12)설정에는 공지사항, 버 정보, 내 로필 등

록 기능이 있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사용자 로필 사

진을 설정 할 수 있으며 로필 사진을 터치 할 시에는 

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4)는 로필 사진 변경 기능을 제공한다. 사진앨

범 선택 시에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갤러리에서 사

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카메라 선택 시에는 카메라를 실

행하여 즉석으로 촬 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다.

 (그림 14) 로필 사진 변경 다이얼로그 소스

4. 결론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App을 이용하게 되면 클라우

드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셜 네트워크에 극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간에 정보를 공유함과 동

시에 데이터와 미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 강력한 인간 계

를 형성함과 동시에 손쉬운 일 공유와 편리함을 제공한

다.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일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며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커

뮤니티 인 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재 개발된 App은 사용자들 간의 일의 공유에 

이 맞추어져 구 되었다. 사용자가 공유를 원치 않는 

일은 공유를 하지 않게 공유설정과 권한 설정 기능을 더 

제공하는 등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편리한 사용 

환경을 해 깔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기능처럼 더욱 강력한 

친구추천 기능을 제공하여 SNS측면에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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