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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uth란? 

 사용자가 접근 권한을 인증 받기 위해 정보가 담겨있는 토큰을 얻어 
인증 받게 되는 방식 
 

• 배경 

 아이디과 비밀번호 사용 방식으로는 보안상 취약점이 발생 

 이를 보안하기 위해 구글의 AuthSub, AOL의 OpenAuth, 아마
 존의 웹 서비스 API 등, 각 회사별 인증방식 개발 
 제각각인 인증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OAuth 개발 

 

• 특징  

 OAuth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끼리는 별도의 인증 불필요 

여러 애플리케이션 통합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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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 ID 생성 사이트 

 http://developers.facebook.com/?ref=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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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SDK  

 앱 개발시 facebook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 

 이를 활용하여 facebook 연동 및 facebook 기능 추가 

• SDK 다운로드 경로 

 https://github.com/facebook/facebook-android-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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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받은 facebook SDK 추가 과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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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받은 facebook SDK 추가 과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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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K 프로젝트 추가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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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프로젝트 생성 과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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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프로젝트 생성 과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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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프로젝트 추가 결과 화면  



• 추가한 SDK프로젝트를 메인 프로젝트의 lib로 지정 과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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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한 SDK프로젝트를 메인 프로젝트의 lib로 지정 과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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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INTERNET"/> 

• Facebook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퍼미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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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ID(client_id) 
• 액세스 토큰이 나올 수 있도
록 함(액세스토큰 = APP_ID + 
사용자 ID) 

• facebook.java 클래스에 디폴트 
값으로 정의  
• authorize() 함수에서의 액티비티 
코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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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SDK 프로젝트 내 클래스 

클래스 설명 

AsyncFacebookRunner 비동기 Facebook API 호출을 구현하
는 헬퍼 클래스 

DialogError 대화 상자 오류를 요약하는 클래스 

Facebook Facebook Platform API와의 상호작용
을 위한 기본 Facebook 클래스 

FacebokError Facebook 오류를 요약하는 클래스 

FbDialog Facebook 대화상자의 WebView를 구
현하는 클래스 

Util  많은 유틸리티 메소드들이 있는 헬퍼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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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이벤트설정 

25 



Sub Activity가 종료 후 호출 되는 함수로 Activity 식별값을 구별하여 처리 
(식별 할 코드가 많을 경우 Switch(requestCode)로 구분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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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ActivityForResult() : Sub Activity 호출 
• onActivityResult() : Sub Activity가 종료 후 부모의 onActivityResult()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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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logListener 메소드를 AuthorizeListener 로 재
정의 한 이유 : onComplete의 Log 구현으로 인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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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에 요청한 모든 권한 
허가 완료 

요청 권한에 대한 facebook
측 오류( 일부 권한 허가 안

함) 

오류 발생 

사용자에서 일부 권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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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authorize(Activity activity, String[] permissions, final DialogListener listener) 

• activity : 현재 만든 프로젝트 activity 명 
• String[] permissions : 받고자 하는 권한 
  (예 : publish_stream(게시물 게시) 
        user_photos(사진 관련 게시) 
       offline_access(오프라인 접근)) 
• DialogListener listener : 요청한 권한에 대한 허가 여부 

이 부분은 이전 AuthorizeListener()에서 재정의 
• Facebook.FORCE_DIALOG_AUTH  : 실제 안드로이드에서 실행 시 다른   
  facebook 앱이 존재하면 요청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류 발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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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logout(Context context) 
 

 facebook.java에 정의. 메모리와 브라우저 쿠키에 저장된 
토큰을 제거하고 현재 사용자 세션을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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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String 메소드를 사용하여 키 값과 데이터를 매핑 

• Message 키 값과 mText에디터에 저장된 String값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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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request(String graphPath, Bundle params, String httpMethod) 

 

• String graphPath : graph API 유형 

• Bundle params : 매핑된 내용 

•String httpMethod : “GET”, “POST”, “DELETE”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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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graphPath 사용 예 

35 



• 브라우저 상에서의 Graph API 확인 

 http://developers.facebook.com/tools/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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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버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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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립스에서 Logcat을 통한 로그인 성공 메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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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입력 후 facebook 담벼락에서의 결과 확인  

Write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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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를 통한 담벼락 입력 시 얻어 온 facebook token 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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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메인 프로젝트용 예제 사이트 ] 
http://darrysea.tistory.com/39 
 
[ Graph API Facebook 사이트 ]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api 
 
[ Android Tutorial Facebook 사이트 ] 
http://developers.facebook.com/docs/mobile/android/build/ 
 
[ Android SDK Facebook 사이트 ] 
http://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android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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