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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하기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Java SDK와 Android SDK 그리고 Eclipse가 필요하
다. 안드로이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를 사용하므로 자바를 반드시 깔아야 한다. 그리고 안드로
이드 관련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이 포함된 안드로이드 SDK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바 개발 툴인 이
클립스도 설치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클립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원한다면 다른 개발툴을
설치해도 된다. 다만 안드로이드 SDK를 개발 툴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한 뒤의 디렉터리 구조다. 다음의 개발 구축 절차를 따라하면서
이러한 디렉토리 구조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그림 E-1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 자료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클립스 버전 등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바 경험이 없거나 이클립스 사용이 미숙하다면 다음 안내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설
치하기 바란다.
Java SDK 7.0
안드로이드는 자바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바 및 안드로이드 개발 IDE인 이클립스는 자바 개발
도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
저 Java SDK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안드로이드는 Java SDK를 6.0까지만 지원한다. 그래서 이
클립스에서 6.0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도 후에 살펴보겠다.
URL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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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jdk-7u2-windows-i586.exe(32비트용), jdk-7u2-windows-x64.exe(64비트용)

Android SDK R18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이 도구
는 다음 링크에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R18이다.
URL

http://developer.android.com/sdk/index.html

다운로드: android-sdk_r18-windows.zip

Eclipse Classic
이클립스는 자바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바 개발 IDE이다. 또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거의 필수적인 도구다. 이클립스는 환경에 따라 여러 종류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 중에
서도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가장 호환성이 좋은 것은 Eclipse Classic 3.7.2다. 다음 URL에서 이 버
전으로 다운로드하기 바란다.
URL

http://www.eclipse.org/downloads/

다운로드: eclipse-SDK-3.7.2-win32.zip(32비트용), eclipse-SDK-3.7.2-win32-x86_64.zip(64비트용)

혹시 이클립스 다운로드 사이트에 최신 버전이 있더라도 여기서 권장하는 버전을 설치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클립스 최신 버전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발 환경 구축 자료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운로드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다음 링크에서 한 번에 받
아서 설치하기 바란다.
TIP & TECH
개발 환경 구축 자료 다운로드하기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 자료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커뮤니티인 안드로이드사이드에서 한 번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개발 환경 구축 자료 다운로드
URL http://www.androidside.com/823/1 (32비트용)
URL http://www.androidside.com/823/2 (64비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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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SDK 설치하기
다운로드한 윈도우 운영체제에 맞게 jdk-7u2-windows-i586.exe(32비트용)나 jdk-7u2-windowsx64.exe(64비트용)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다. 참고로, 필자의 윈도우는 64비트다.

(1) 설치 안내 문구를 읽는다.

그림 E-2

(2) 설치 경로를 확인한다.
원한다면 다른 경로에 설치해
도 되지만 자바 경험이 없다
면 변경하지 말고 Next 버튼
을 클릭하기 바란다.

그림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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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를 진행한다.

그림 E-4

(4) 설치 완료를 확인하고 종료한다.

그림 E-5

이제 Java SDK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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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 설치하고 실행하기
이클립스는 압축 파일로 배포되기 때문에 압축을 풀면 된다. 필자는 이클립스를 and_book 디렉터
리 바로 아래에 압축을 풀었다.

(1) 압축 파일을 and_book 디렉터리에서 푼다.
알집을 사용하고 있다면 eclipse-SDK-3.7.2-win32-x86_64.zip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서 “여기에 압축풀기”로 압축을 푼다. 윈도우가 32비트라면 eclipse-SDK-3.7.2-win32.zip 파일
을 푼다.

그림 E-6

(2) eclipse 디렉터리에 있는 eclipse.exe를 실행한다.

그림 E-7

(3) 이클립스 작업 디렉터리를 지정한다.
and_book 디렉터리 아래의 workspace 디렉터리를 지정한다. 만약 workspace 디렉터리가 없다
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디렉터리를 생성 후 작업 디렉터리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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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8

(4) 이클립스 초기 화면에 나오는 자료들을 살펴보고 왼쪽 상단의 “Welcome”의 x 버튼을 클
릭한다.

그림 E-9

이클립스 작업 공간은 다음처럼 구성되어 있다. 왼쪽은 패키지 익스플로러(Package Explorer)이며,
이 영역에는 우리가 앞으로 생성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들이 보일 것이다. 중앙은 패키지 익스플로
러에서 선택한 파일 내용이 보이는 곳이며, 오른쪽은 파일에 대한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리
고 하단은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이다. 물론 원한다면 이러한 영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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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10

(5) 자바 컴파일 레벨을 6.0(1.6)으로 수정한다.
안드로이드는 자바 5.0과 6.0을 지원하니 이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참고로, 5.0과 6.0은 1.5와 1.6
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클립스 상단의 Window 메뉴를 클릭하고 이어서 Preferences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E-11

그리고 왼쪽에서 Java – Compiler로 이동한 후, 오른쪽에서 Compiler compliance level을 1.6
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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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12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면 Yes를 클릭한다. 컴파일 버전이 바꼈으니 다시 빌드하겠다는 것이다. 하
지만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도 아직 생성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빌드할 것이 없다. 그래도 Yes 버튼
을 클릭하자.

그림 E-13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설치하기
이클립스용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설치한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개
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클리스의 Help 메뉴에서 Install New Software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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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14

(2)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주소를 입력한다.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Add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처럼 Name과 Location을 입력한다.
Name: Android
Location: https://dl-ssl.google.com/android/eclipse/

그림 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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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er Tools의 왼쪽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에 Next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E-16

(4) 설치 항목을 확인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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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이센스 동의를 하고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E-18

(6) 설치를 진행한다.

그림 E-19

설치 진행 중에 다음과 같은 보안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 OK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E-20

APPENDIX E _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하기

929

(7) 설치가 완료되면 “Restart Now” 버튼을 클릭해서 이클립스를 새로 시작한다.

그림 E-21

Android SDK 설치하고 이클립스와 연동하기
Android SDK는 설치용과 압축용이 제공되고 있다. 설치용으로 인스톨을 진행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클립스처럼 압축을 푸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압축을 푼 Android SDK를 이클립
스와 연동하겠다.

(1) 압축 파일을 and_book 디렉터리에서 푼다.
알집을 사용하고 있다면 android-sdk_r18-windows.zip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에 압축풀기”로 압축을 푼다.

그림 E-22

(2) 경로를 확인한다.
Android SDK가 다음처럼 압축이 풀렸는지 확인한다. and_book 디렉터리 밑에 android-sdk-

windows가 있어야 한다.

그림 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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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클립스의 상단 Window 메뉴에서 Preferences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E-24

(4) Android SDK 경로를 지정한다.
and_book 디렉터리 아래에 압축을 푼 Android SDK 경로를 찾아서 지정한다. 그리고 “OK” 버
튼을 클릭한다.

그림 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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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클립스 상단 아이콘 메뉴 중에서 아래 방향 화살표를 가진 안드로이드 박스 모양을 클릭
한다.

그림 E-26

(6) 설치하고 싶은 안드로이드 버전을 선택한다.
이 책에서는 안드로이드 4.0.3(API 레벨 15)을 사용하므로 이와 관련된 도구를 설치할 것이다. 만약

다른 버전으로도 개발이 필요하다면 함께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도구 모음인 Tools
항목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구글 레퍼런스 폰(넥서스원, 넥서스S, 갤럭시 넥서스)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폰을 개발용으로 쓸 수 있도록 USB 드라이버도 설치하도록 한다. 다른 폰을 가진 사
용자는 제조사에서 USB 드라이버를 받아서 설치해야 한다.

그림 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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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이나 갤럭시탭 사용자는 다음 링크에서 USB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URL

http://www.androidside.com/709/428

(7) Accept All을 선택하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한다.
Accept All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할 경우 일부 항목만 설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림 E-28

(8) 설치를 진행한다.

그림 E-29

설치가 완료되면 창을 닫는다.

APPENDIX E _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하기

933

이클립스에서 에뮬레이터 생성하고 실행하기
모든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개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생성해보겠다. 안
드로이드 4.0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버전이므로 우리는 두 개의 에뮬레이터를
모두 생성할 것이다. 개발 시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1) 이클립스 상단 아이콘 메뉴 중에서 다음처럼 생긴 안드로이드 박스 모양을 선택한다.

그림 E-30

(2) 에뮬레이터 관리 화면에서 New 버튼을 클릭한다.
편의상 에뮬레이터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AVD(Android Virtual Device)이다. 이 AVD는

Android Virtual Device Manager에서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다.

그림 E-31

(3) 원하는 환경의 에뮬레이터를 생성한다.
WVGA800(4803800)과 WXGA800(12803800) 두 개의 에뮬레이터를 생성할 것이다. 그래서 에뮬
레이터 이름도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AVD4.0.3_WVGA800와 AVD4.0.3_WXGA800으로 할 것

이다. 그리고 Target은 안드로이드 버전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구글 맵 에뮬레이터를 생성하고 싶다
면 Target을 Google APIs로 선택해서 생성하면 된다. 구글 맵 에뮬레이터 생성 방법은 “제5부 안
드로이드 활용”에서 구글 맵을 학습할 때 살펴볼 것이다. 참고로, WXGA800를 생성할 때 Device
Ram Size가 디폴트 값인 1024로 되어 있을 경우 에뮬레이터가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
로 반드시 512 정도로 수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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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32

그림 E-33

(4) 생성한 에뮬레이터를 확인하고 실행한다.
실행하고 싶은 에뮬레이터를 선택하고 Start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E-34

에뮬레이터를 있는 그대로 실행하면 PC에서 보기에 너무 크다. 그래서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
는 Launch Options에서 크기를 변경해줄 수 있다. Scale display to real size를 선택하고 Screen
Size를 WVGA800은 6으로, WXGA800은 8을 입력하고 Launch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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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35

(5)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실행 확인하기
다음과 같이 에뮬레이터가 뜨면 성공적으로 환경 구축을 한 것이다.

그림 E-36

그림 E-37

935

936

APPENDIX

TIP & TECH
정상적으로 AVD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
만약 정상적으로 AVD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안드로이드 개발자 커뮤니티인 안드로이드사이드에 문의하도
록 하자.
URL http://www.androidside.com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 자바를 처음 접하는 경우는 여기까지 따라오기도 벅찼
을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으니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으싸으싸”하고 넘
어가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