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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삼성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은 것이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과의 첫 인연이었다. 당시에 제안받은 것은 원래 동영상 콘
텐츠가 풍부한 웹사이트를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
로젝트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괜찮은 애플리케
이션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웹 기반 플랫폼이라는 장점도 있었고 삼성의 스마트 TV 애플
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예상보다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전에 다른 TV 플랫폼
(IP-TV)의 개발 환경에 관해 여러 차례 기술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TV 플랫폼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으로는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필자는 태생적으로 웹 프로그래머가 아닌 “응용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
립트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 산재한 풍부한 자바스크립트 관련 레퍼런스와 삼성 스마트 TV SDK에서 제공하는
문서, 샘플 소스 등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
하였다. 아마도 이것이 웹 기반 플랫폼을 선택한 스마트 TV 개발사의 의도였을 것이다.
다른 때와 달리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에는 처음부터 개발 서적을 집필
할 것을 감안하고, 개발 초기부터 자료 준비를 시작하였다. 강력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
는 스마트폰 프로그래밍과 비교하면, 웹 기반 플랫폼을 채택한 스마트 TV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기능만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책으로 다룰 만한 분
량의 내용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였으나, 개발하면서 필자가 경험한 내용은 독자 여러분들
과 충분히 공유할 만한 것으로 판단하여 책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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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9년도부터 약 3년 동안 윈도우 모바일 개발 서적으로 시작하여 안드로이드 개
발 서적 및 iOS 개발 서적까지, 연달아 실전 모바일 프로그래밍 시리즈를 출간했었다. 짧
은 기간에 정신없이 세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고 보니, 내 자신이 얼마나 어설프고 부족
한 부분이 많은지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세 번째 책을 출간한 직후에
는 책 집필 의욕이 모두 사라져 버려서, 당시 기획했었던 이 책의 집필은 한참 후에나 시
작할 수 있었다. 다시금 집필을 시작하는 데에는 출판업계 관계자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집필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구 읽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클라우드를 이용한 서적
집필은 필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만일 필자가 새로운 환경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지금까지 계속 도태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늘 이렇게 낯선 환경과 마주치
는 것을 즐기고 빠르게 적응해온 덕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신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는 개발자
가 되었으면 한다.

조촐하게 만들어진 나의 서재에서
정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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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 R

1

시작하기 전에

이번 장에서는 스마트 TV의 개념과 시장 현황, 그리고 개발 환경 등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자. 일
반 PC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차이가 있듯이, 스마트 TV 역시
전용 단말기와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1.1 스마트 TV 프로그래밍 개요
1.2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1.1 스마트 TV 프로그래밍 개요
현재 우리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TV는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
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공중파 방송 수신에서 케이블 방송 수신으로, SD 해상도에서
HD 해상도로, 2D에서 3D로, 그리고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하기까지 하드웨어/소프트
웨어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스마트 TV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TV로
발전해나가는 결과물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TV와 스마트 TV 프로그래밍에 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스마트 TV
스마트 TV에 대한 정의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방적인 영상 수신 기능을 가진 기존의
TV와 달리, 스마트 TV는 “VOD나 인터넷을 이용한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선된 입
출력 장비를 통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TV”를 가리킨다.
2007년에 애플이 셋톱박스 형태의 “Apple TV”를 출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구글 역시 2010
년에 “Google TV”를 선보였으나 시장 안착에 실패하였다. 애플과 구글은 실패 경험을 바탕
으로 좀 더 개선된 형태의 “iTV”와 “Google TV Version 2”를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그림 1 - 1 2007년에 공개된 Apple TV 셋톱박스

그림 1 - 2 2010년에 공개된 Google TV 셋톱박스
(Logitech Revue)

이와 달리, 삼성의 경우 2010년부터 리눅스 기반의 스마트 TV를 출시하여, 현재는 삼성 앱
스(Samsung Apps)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스마트 TV의 장점이라면, 애플이나 구
글과 달리 셋톱박스 형태가 아니라 스마트 TV 플랫폼이 내장된 TV 단말기 자체에 집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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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삼성이나 LG의 스마트 TV를 구입한 대부분의 고객들은 해당 제품이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일부러 구입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삼성의 최신 TV 또는 LG의 최
신 TV를 구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스마트 TV 플랫폼이 탑재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TV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LG의 TV 시장

점유율이 높았으므로 이런 방식의 배포 전략은 나름대로 스마트 TV 시장을 단기간에 확대
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한 것이다.
삼성과 LG는 애플과 구글처럼 독자적인 OS를 가지지 못한 탓에, 리눅스 OS에서 구동되는
웹 기반 플랫폼을 채택하였다. 덕분에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단말 시장에서는 웹 기반 플랫
폼이 실패했음에도 스마트 TV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TV의 성공 여부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과 같은 길을 걸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스마트 TV의 웹 기반 플랫폼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1 - 3 삼성 스마트 TV

그림 1 - 4 LG 스마트 TV

현재의 스마트 TV 시장은 자체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셋톱박스 위주의 애플과 구글이 한
축을 이루고, TV 단말기 자체에 웹 기반 플랫폼을 탑재하여 스마트 TV 보급에 앞장서고 있
는 삼성과 LG 등이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
2012년 4월 말부터 국내에서도 스마트 TV용 셋톱박스인 “다음 TV+”가 출시되었다. 안드로
이드 2.3 진저브레드 기반에서 키즈, 스포츠, 영화 등의 VOD 서비스와 웹 서핑, 전용 앱 사
용 등을 지원한다. 2012년 12월에는 다음 TV 플랫폼이 내장된 스마트 TV인 “다음 TV 인사
이드”도 출시되었으나 아쉽게도 아직 전용 앱스토어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전용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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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TV 2”라고 불리는 다음 버전의 플랫
폼에서나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 5 다음 TV+

그림 1 - 6 다음 TV 인사이드

표 1 - 1 제조사별 스마트 TV 플랫폼
제조사(개발사)

Apple

Google

Samsung

LG

다음 TV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

리눅스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

Object-C

자바

자바스크립트, CSS

자바스크립트, CSS

자바

개발 환경

전용 SDK

전용 SDK

전용 SDK

전용 SDK

미제공

사파리

크롬

전용 브라우저

전용 브라우저

전용 브라우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삼성 앱스

LG 앱스

미지원

플랫폼

웹 브라우저
앱스토어

웹 엔진 기반 스마트 TV
웹 앱(Web App)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
선 웹 개발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은
C/C++이나 자바 등과 같은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어 온 바이너리 실행 파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주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웹 개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은 일종의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웹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웹 사이트 개발에 사용하는 객체 기반 스크립트 언어이다. C 언

4

CHAPTER 1 시작하기 전에

어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컴파일이 필요 없는 인터프리터 언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ASP, PHP, JSP 등 서버 스크립트 언어와 달리 브라우저 자

체에 의존하여 구동된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와 상호작용하여 동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처리하기 위해
HTML 문서 자체에 내장하여 사용된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단순 반복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브라우저 정보 조회 및 쿠키 생성 등
이 가능하다.

Ajax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는 정보 표현을 위한 HTML(DHTML)과 CSS, 동적인
화면 출력과 정보 전송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
한 XMLHttpRequest, DOM(Document Object Model) 등을 조합하여 웹상에서 개발하는 방
법을 가리킨다.
Ajax를 사용하면 웹 서버에서만 처리하던 데이터 작업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일부 가져옴으
로써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과 웹 서버의 데이터 처리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애플
리케이션의 응답성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즉, Ajax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더 작고 빠르게,
그리고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 통신에는 SOAP이나 XML 기반의 웹 서비스 프로토콜을 사
용하며, 클라이언트는 비동기 요청이 가능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이 때문에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도 빠르게 화면 전환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Ajax 역시 브라우저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디버깅이 어려운 점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WAC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플랫폼의 주도권이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에게서 신흥 세력인 애
플과 구글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과 단말 제조사들은
떠오르는 새로운 콘텐츠 시장인 앱스토어 비즈니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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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개하기 위해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과 단말 제조사들이 연합하여 만든 것이 웹 런타임
기반의 앱스토어 표준화 사업인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이다.
WAC은 2010년 2월에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공식 출범하였고, 2010년 9월에
WAC 1.0 스펙을 발표하면서 상용화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W3C
규격에 기반하여 WAC 2.0 스펙을 만들어 HTML5를 지원하는 WRT(Web Runtime) 스펙과
디바이스 API 표준까지 정의하여 2011년 2월에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K-WAC이라는 이름
으로 진행된 사업 역시 WAC 2.0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정식 런칭 때에는 K-Apps라고 이름
을 변경하였다.)

K-Apps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웹 개발자들이 손쉽게 WRT상에서 구동되는 웹 앱(Web
App)을 개발하여 통신 3사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갉아

먹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K-Apps 사업의 미래가 밝은 편은 아니다. 우선 WAC
2.0 스펙을 지원하는 WRT가 아직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만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로써는
다중 플랫폼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라 웹 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그리고 K-Apps의 WRT는 일반 네이티브 앱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임베디드가 되지 않는
한 강제성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WRT를 통해서 디바이스에 접근
하는 것도 네이티브 앱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웹 앱만으로는 네이티브 앱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또한, HTML5를 지원한다고는 해도 일부 HTML5 태그만 지원하는 것
이 대부분이라서 HTML5의 장점을 완벽하게 살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K-Apps 이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며, 전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초기 예상과는 달리 안드
로이드와 iOS의 네이티브 앱 개발 기술 보급이 활성화되어 현재로써는 굳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웹 앱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되었다.

1.2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이 책에서 우리가 사용할 개발 환경은 삼성과 LG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TV SDK이다. 세부

6

CHAPTER 1 시작하기 전에

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웹 엔진 기반으로 구동되는 것이나 자바
스크립트와 플래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양쪽 모두 지속적
인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도 스마
트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는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 TV SDK
삼성 스마트 TV의 운영체제는 리눅스 2.6 기반이며, 앱 구동 시 지원 해상도는 960×540픽
셀(2012년부터는 1280×720픽셀을 기본 해상도로 지원)이다. 2012년에 릴리즈된 SDK 3.0 버전부
터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엔진보다 빠른 SquirrelFish 엔진을 사용하고, DOM 3를 지원한
다. 그리고 SDK 2.x에서는 HTTP 방식의 스트리밍만 지원했지만, 3.0부터는 RTP/RTSP 방
식의 스트리밍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에 릴리즈된 SDK 4.0에서는 맥 OS X과 리눅스 플랫폼에서도 스마트 TV용 애플리케
이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클립스 기반의 앱 에디터(App Editor)와 버추얼박스(VirtualBox)에
서 동작하는 리눅스용 에뮬레이터가 추가되었다. SDK 4.0까지는 윈도우 XP와 윈도우 7용
을 모두 지원했지만, 가장 최신 버전인 4.1에서는 윈도우 7용 SDK만 제공된다.
표 1 - 2 삼성 스마트 TV SDK 버전별 스펙
SDK 1.5
(2010)
HTML

4.01

SDK 2.5
(2011)

5

SDK 3.0
(2012)

5

SDK 4.0
(2013)

5

DOM

2

2

3

3

CSS

2.1

3

3

3

JavaScript

1.6

1.8

SquirrelFish

V8

SWF

Flash 8.0
ActionScript 2.0

Flash 10.1
ActionScript 2.0/3.0

Flash 10.1
ActionScript 3.0

Flash 11.1
ActionScript 3.0

HTTP 스트리밍

O

O

O

O

HTTPS 스트리밍

O

O

O

O

MMS 스트리밍

O

O

O

O

RTP/RTSP 스트리밍

-

-

O

O

HAS(xml metadata)
어댑티브 스트리밍

-

O

Mpeg-Dash
(xml metadata)

Mpeg-Dash
(xml metadata)

HLS(m3u8 metadata)
어댑티브 스트리밍

-

O

O

O

HLS 라이브 스트리밍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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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스마트 TV SDK
LG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SDK에서는 LG IDE, LG 스마트 TV
에뮬레이터, 그리고 LG Web API와 개발 문서, 샘플 소스 등을 제공한다. 삼성 스마트 TV
보다 뒤늦게 SDK와 개발자 사이트가 지원되었지만,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LG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돕고 있다. 2012년에 릴리즈된 SDK 2.2.0부터 윈도우뿐만 아니
라 맥과 리눅스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었으며,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2013년에
릴리즈된 V3.0.0이다.
표 1 - 3 LG 스마트 TV SDK 버전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SDK 1.5.0
(2012)

9 이상

Adobe Flash Player

9 이상

SDK 2.2.0
(2012)

SDK 3.0.0
(2013)

10 이상

10이상
June 2010

Microsoft DirectX

9.0 이상

9.0 이상

June 2010

Adobe Flash

CS4 이상

CS4 이상

Version 4.0 이상

Helios Service

Helios Service

Indigo Service

Indigo Service

Release 2

Release 2

Release 2

Release 2

Eclipse IDE
Web Server(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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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2.0.0
(2012)

Apache Tomcat v7.0 Apache Tomcat v7.0

-

-

Version 1.6.0_29

Version 1.6.0_29

Version 1.6.0_29

또는 Version

또는 Version

또는 Version

1.6.0_30

1.6.0_30

1.6.0_30

Java Runtime
Environment

Version 6

Oracle VirtualBox

-

-

Version 4.1.18 이상

Version 4.1.18 이상

Safari

-

-

Version 5.1.7 이상

Version 5.1.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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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 TV와 LG 스마트 TV용 SDK는 매년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큰 변화를 주고 있

다. 그에 맞춰서 지원되는 운영체제와 설치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윈도우와 맥용
SDK의 설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더불어 최신 버전과 이전 버전의 설치 방법을 비
교할 수 있도록 구버전에 대한 설치 방법도 설명하였다.

2.1 삼성 스마트 TV SDK 4.0 설치(Windows용)
2.2 삼성 스마트 TV SDK 3.1.1 설치(Windows용)
2.3 LG 스마트 TV SDK 2.0.0 설치(Windows용)
2.4 LG 스마트 TV SDK 3.0.0 설치(Mac용)

2.1 삼성 스마트 TV SDK 4.0 설치(Windows용)
삼성 스마트 TV SDK 4.0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맞게
다음과 같은 개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하드웨어
• 1.5Ghz 듀얼코어 또는 3Ghz 싱글코어 이상의 CPU
• 1GB 이상의 RAM
• Windows XP Service Pack2 이상의 운영체제
• 최소 1280x1024 해상도
• 5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소프트웨어
• .NET 프레임워크 2.0
• Visual C++ Redistributable Package 2005, 2010
• DirectX End-User 런타임
• Java SE 1.6 이상

삼성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성 D 포럼에 개발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www.samsungdforum.com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REGISTER 버튼을
클릭하면 개발자 가입을 할 수 있다. 계정을 생성하였다면 SIGN IN을 클릭하여 개발자 계
정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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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1 삼성 D 포럼 사이트(2013년)

회원 로그인을 한 다음, SDK 메뉴를 클릭하면 최신 버전의 SDK를 다운받을 수 있다.

그림 2 - 2 삼성 스마트 TV SDK 다운로드 페이지

2.1 삼성 스마트 TV SDK 4.0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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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3 다운로드받은 삼성 스마트 TV SDK 4.0 압축 파일

삼성 스마트 TV SDK 4.0은 “Visual C++ Redistributable Package 2005”와 “Visual C++
Redistributable Package 2010”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의 PC에 해당 버전이 설치되
어 있지 않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으로 해당 패키지의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림 2 - 4 Microsoft Visual C++ 2010 재배포 가능 패키지 설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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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icrosoft DirectX 관련 파일 중에 필요한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DirectX 최종 사용
자 런타임 웹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뜬다.

그림 2 - 5 삼성 스마트 TV SDK 4.0에서 필요한 DirectX 파일이 없음을 알리는 팝업창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 센터에서 “DirectX 최종 사용자 런타일 웹 설치 관리자”를 다운
받은 다음, 실행하여 최신 버전의 DirectX 파일을 설치해준다.

그림 2 - 6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 센터 페이지

2.1 삼성 스마트 TV SDK 4.0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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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7 Microsoft DirectX 설치 화면

삼성 스마트 TV SDK 4.0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 모두 준비되었으면, 다음과 같
이 언어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뜬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영어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림 2 - 8 삼성 스마트 TV SDK 4.0 언어 선택 팝업창

삼성 스마트 TV의 SDK 설치 화면은 기존 버전의 SDK와 동일하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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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9 삼성 스마트 TV SDK 4.0 설치 시작 화면

먼저, 이용 약관을 읽은 뒤에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림 2 - 10 사용권 계약 동의 화면

삼성 스마트 TV SDK 4.0의 특징은 기존에 사용하던 통합 개발 환경을 버리고, 이클립스
(Eclipse)에 삼성 스마트 TV SDK 플러그인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개발 환경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SDK나 LG 스마트 TV SDK 등이 이미 이클립스 베이스의 통합 개발 환

2.1 삼성 스마트 TV SDK 4.0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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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를 생각한다
면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2 - 11 삼성 스마트 TV SDK 4.0 구성 요소 선택 화면

삼성 스마트 TV SDK를 설치할 폴더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림 2 - 12 삼성 스마트 TV SDK 설치 위치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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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메뉴 폴더를 선택하고 “설치” 버튼을 누른다.

그림 2 - 13 삼성 스마트 TV SDK 시작 메뉴 폴더 선택 화면

삼성 스마트 TV SDK 4.0의 설치 용량은 약 1GB 이상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림 2 - 14 삼성 스마트 TV SDK 4.0 설치 진행 화면

2.1 삼성 스마트 TV SDK 4.0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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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설치가 끝나면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아파치 웹 서버 설치를 유도한다. 삼성 스마트 TV
의 경우, 개발한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 TV에 설치하려면 웹 서버를 이용하
여 배포해야 한다. 에뮬레이터로 개발 및 테스트만 진행할 경우에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
지만, 개발 시에 스마트 TV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림 2 - 15 아파치 웹 서버 설치 선택 화면

“예, 아파치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를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아파치 웹
서버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림 2 - 16 Apache HTTP Server 2.2 설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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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설치 프로그램을 지시대로 진행하여 웹 서버의 설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삼성 스
마트 TV SDK 4.0의 설치가 완료된다.

그림 2 - 17 삼성 스마트 TV SDK 설치 완료 화면

설치가 끝나면 웹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 주소창에 http://127.0.0.1을 입력하여 아파치 웹
서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웹 브라우저에 “It works!”라는 메
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웹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 18 아파치 서버 정상 동작 확인

2.1 삼성 스마트 TV SDK 4.0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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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삼성 스마트 TV SDK 3.1.1 설치(Windows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삼성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성 D 포
럼에 개발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REGISTER 버튼을 클릭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SIGN IN을 클릭하여 개발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그림 2 - 19 삼성 D 포럼 사이트(2012년)

삼성 D 포럼은 영어/한국어/중국어/러시아어 포럼과, 삼성 스마트 TV SDK 다운로드 및 온
라인 Developer Documentation을 제공한다. 초기에 비해서 개발자 지원 서비스가 잘 정비
되어 있으므로 이 사이트만 잘 활용해도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무리 없이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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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0 삼성 D 포럼 개발자 로그인 화면(2012년)

개발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DEVTOOLS 메뉴를 클릭하면 스마트 TV SDK를 다운받
을 수 있다. 정식 배포를 감안한다면 베타 버전의 SDK보다는 정식으로 릴리즈된 SDK를 이
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무조건 최신 버전보다는 가장 마지막
으로 릴리즈된 것 중에 안정된 버전의 SDK를 다운받도록 하자.
사용할 버전의 SDK 옆에 있는 Download SDK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SDK를 다운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12년 초에 릴리즈된 SDK 3.1.1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2.2 삼성 스마트 TV SDK 3.1.1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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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1 삼성 스마트 TV SDK 다운로드 페이지(2012년)

300MB에 달하는 SDK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는 압축을 풀고, Setup 파일을 실행한다.

그림 2 - 22 삼성 스마트 TV SDK 설치 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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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세팅 상황에 따라서 최신 버전의 DirectX가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
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 센터에서 최신 버전의 DirectX를 다운받아 설치한다.

그림 2 - 23 DirectX 설치 화면

그림 2 - 24 DirectX 설치 진행 화면

DirectX 최신 버전의 설치가 끝나면, 삼성 스마트 TV SDK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 본격적으로
SDK를 설치할 수 있다. SDK가 3.x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SDK 설
치 시에 하위 SDK용 에뮬레이터를 같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하위 버전의 OS를 탑재
한 스마트 TV용으로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삼성 스마트 TV SDK 3.1.1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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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5 Apache 설치 선택 화면

SDK 설치가 끝나면 위 그림과 같이 동기화 기능을 위해서 공개 웹 서버인 “아파치(Apache)”
설치 유무를 묻는다. “예, 아파치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를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
면 아파치 서버 설치 프로그램을 구동한다.

그림 2 - 26 Apache HTTP Server 2.2 설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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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서버의 설치까지 완료되면 SDK 설치가 마무리된다. SDK의 설치가 끝나고 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앱 에디터 아이콘과 3개의 에뮬레이터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생성된다.

그림 2 - 27 삼성 스마트 TV 설치 완료

“[2012] Samsung TV Apps Editor (3.1.1)”라는 이름의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면,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 구동된다.

2.3 LG 스마트 TV SDK 2.0.0 설치(Windows용)
LG 스마트 TV용 SDK 설치 방법도 삼성 스마트 TV SDK와 동일하다. 먼저 LG전자에서 개
발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LG Developer 사이트(http://developer.lge.com/)를 방문하여 개
발자로 등록한다.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리소스 센터(Resource Center)에서 최신 SDK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2.3 LG 스마트 TV SDK 2.0.0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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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8 LG Developer 리소스 센터 SDK & Tools 페이지

4개의 파일로 구성된 1GB 용량의 LG 스마트 TV SDK를 다운받아 압축을 풀고 실행한다.

그림 2 - 29 약관 동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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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동의하고 설치 폴더를 지정해주면, 설치할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LG 스마트 TV
SDK는 크게 플래시용과 웹 앱용으로 두 가지가 제공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
하여 설치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웹 앱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Web App 항목을 선택해서
설치해야 한다.

그림 2 - 30 LG 스마트 TV SDK의 설치 항목 선택

LG 스마트 TV SDK 설치가 끝나면, 최신 버전의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한다. 삼
성 스마트 TV SDK는 한 번 설치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LG 스마트 TV SDK는 별도로
이클립스와 LG Web IDE 플러그인을 설치해주어야 한다.
이클립스는 자바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동이 가능한 통합 개발 환경이
다. 용도에 따라서 자바 개발자용, C/C++ 개발자용, 웹 개발자용 등의 다양한 배포판이 제
공된다. 가장 최신 버전은 2012년 6월에 배포된 “Juno”다.

2.3 LG 스마트 TV SDK 2.0.0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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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clipse.org에서 현재 개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맞는 “Eclipse IDE for Java
EE Developers”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한다. 이클립스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압축을 풀어
eclipse.exe 파일을 실행하기만 하면 구동된다.

그림 2 - 31 이클립스 다운로드 페이지

이클립스를 실행하고, [Help]-[Install New Software]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Install
창이 뜬다. 여기에서 Add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사이트를 추가하는 Add Site 창이 뜨는데,
LG 스마트 TV SDK에 포함되어 있는 LG-Plugin.zip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Archive 버튼
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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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32 Add Site 창

Archive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LG-Plugin.zip 파일을 찾아서 선택해주어야 한다.

그림 2 - 33 LG-Plugin.zip 파일 선택

2.3 LG 스마트 TV SDK 2.0.0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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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ugin.zip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해당 파일의 경로가
Location에 등록된다.

그림 2 - 34 LG-Plugin.zip 파일이 선택된 상태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면 LG Plugin 목록이 뜨는데, Select All 버튼을 누르고
“Contact all update sites during install to find required sofeware”는 체크 해제한 다음 Next
를 눌러 선택한 플러그인을 설치한다.

30

CHAPTER 2 스마트 TV 개발 환경 구축

그림 2 - 35 LG Plugin 설치

삼성 스마트 TV SDK에서는 아파치 웹 서버를 설치하여, 스마트 TV에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을 탑재할 때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LG 스마트 TV SDK에서는 Tomcat 서버를 이용하여
에뮬레이터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Tomcat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데, 필자의 경우에는 Apache Tomcat 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의
Tomcat 서버를 다운받아 설치하였다.

2.3 LG 스마트 TV SDK 2.0.0 설치(Window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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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36 Apache Tomcat 설치 화면

2.4 LG 스마트 TV SDK 3.0.0 설치(Mac용)
맥에서 LG 스마트 TV SDK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맥의 프로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맥용 SDK도 32비트와 64비트를 구분하여 제공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버전
의 SDK를 다운받아야 한다. 윈도우의 경우에는 운영체제 자체가 32비트/64비트로 구분되
어 판매되지만, 맥의 경우에는 컴퓨터 정보 화면에서 어떤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표 2 - 1 프로세서별 OS 종류
프로세서

Intel Core Solo
Intel Core Duo

종류

32비트

Intel Core2 Duo
Intel Quad-Core Xeon
Dual-Core Intel Xeon
Quad-Core Intel Xeon
Core i3
Core i5
Core 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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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비트

맥에서 “이 매킨토시에 관하여”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필자의 MacBook
Pro는 “Intel Core i7”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64비트용 SDK를 다운받으면 된다.

그림 2 - 37 이 매킨토시에 관하여 화면

이제 LG 스마트 TV 개발자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최신 버전의 SDK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한다. 필자는 64비트 맥용 SDK를 다운받으면 되기 때문에 Mac64__LG_Smart_TV_
SDK_Installer.app.part1.rar 파일과 Mac64__LG_Smart_TV_SDK_Installer.app.part2.rar 파
일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2.4 LG 스마트 TV SDK 3.0.0 설치(Ma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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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38 LG 스마트 TV SDK 다운로드 페이지

다운로드할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 동의 창이 뜨는데, 여기에 동의하고
Download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림 2 - 39 LG 스마트 TV SDK 라이선스 동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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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두 개의 RAR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그림 2 - 40 다운로드한 Mac용 LG 스마트 TV SDK 압축 파일

맥용 LG 스마트 TV SDK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VirtualBox”라는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필
요하다. Oracle 사이트에서 “Oracle VM VirtualBox”의 Mac OS X용 dmg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그림 2 - 41 Oracle VM VirtualBox 다운로드 페이지

2.4 LG 스마트 TV SDK 3.0.0 설치(Ma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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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운받은 VirtualBox를 설치한다.

그림 2 - 42 VirtualBox 설치 화면

그림 2 - 43 VirtualBox 설치 프로그램 시작 화면

LG 스마트 TV SDK는 RAR 압축 포맷으로 압축되어 있으므로 기본 압축 해제 프로그램으
로는 압축을 풀 수 없다. 따라서 맥용 압축 프로그램인 “The Unarchiver”와 같은 다양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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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포맷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을 풀어야 한다.

그림 2 - 44 Mac용 LG 스마트 TV SDK 압축 해제 화면

압축 해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인스톨러(Installer)가 생성된다.

그림 2 - 45 Mac용 LG 스마트 TV SDK 인스톨러 아이콘

터미널을 실행하여 인스톨러가 저장된 폴더로 이동한 다음 chmod 명령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을 수정해준다. 이렇게 접근 권한을 변경하지 않고 인스톨러를 실행하면, 정
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니 주의하자.

chmod -R +x LG_Smart_TV_SDK_Installer.app

그림 2 - 46 Mac용 LG 스마트 TV SDK 설치 프로그램 권한 설정

2.4 LG 스마트 TV SDK 3.0.0 설치(Ma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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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LG_Smart_TV_SDK_Installer.app”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 창이 뜬다. 여기에
서 “열기”를 선택하면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림 2 - 47 LG 스마트 TV SDK 설치 프로그램 실행 확인 창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제일 먼저 관리자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그림 2 - 48 관리자 패스워드 입력 알림 화면

관리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면 정상적인 설치 과정이 진행되면서 LG 스마트 TV SDK가
맥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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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49 LG 스마트 TV SDK 설치 화면

맥용 LG 스마트 TV SDK의 설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5개의 아이콘이 런처패드에 등록
된다.

그림 2 - 50 LG 스마트 TV SDK 설치 후 생성되는 아이콘

LG IDE를 클릭하면 드디어 맥에서 LG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클립스 기반이므로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은 윈도우
용 SDK와 동일하다.

2.4 LG 스마트 TV SDK 3.0.0 설치(Ma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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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51 LG 스마트 TV 개발 도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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