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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할 Together View는 크롬캐스트라는 스트리밍 어댑터를 활용하여 TV / 

스크린과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의 사진이나 

PPT를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공유하고 조작할 수 있는 크롬캐스트 전용 어플리케이션

이다. 

Together View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사진 공유 기능이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크롬캐스트를 연결한 디지털 TV로 확장하

여 Previous, Next 버튼을 통해 TV에 출력되고 있는 사진을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TV로 전송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를 직

접 제어도 가능하다. 

둘째, PPT 공유 기능이다. 위의 사진 공유 기능과 동일하게 발표자가 TV 에 전송된 본인의 PPT 

슬라이드를 앞뒤로 넘기며 조작하고 발표자 외의 회의 참석자들도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접 제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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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다양한 스마트폰 – TV 간 이미지 전송 방식과 단점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다녀 온 뒤 그 사진을 TV와 같은 큰 화면으로 다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과, 무겁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한 PPT 파일 만으로도 발표가 

가능하다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누구든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기술들로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불편하거나 기기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노트북과 TV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나의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노트북으로 

전송한 다음 노트북과 TV를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것이다. 이 두 번의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모은 이미지 파일 다 같이 TV로 함께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보기 위해서는 모두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일일이 연결해서 사진을 옮겨야 하고 

그 노트북을 다시 HDMI 케이블로 TV와 연결해 주어야 하므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점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스마트 TV의 기능을 활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것이다. 대표적인 클라우드로는 

U+Box가 있다.  이 U+Box는 미디어 컨텐츠(Video Store, Music Store)와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올린 내 파일을 스마트폰 / 패드 / PC / U+TV (333 채널) 등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개인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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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으로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내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업로드 한 다음 

스마트 TV에서 U+Box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실행시키면 다 함께 내가 전송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야 한다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TV 또한 스마트 TV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TV사의 제조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LG의 

Smart Share, Samsung의 Samsung Link (All Share)가 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DNLA 인증을 

통하여 인증 된 기기간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DNLA란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의 약자로 가정에 있는 디지털 기기들끼리 제조사나 종류에 

상관없이 컨텐츠를 공유하자는 약속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같은 와이파이 망으로 연결한 후에 계정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면 스마트폰의 이미지 파일을 

TV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한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한 번에 하나의 

기기만 연결 가능하다는 점, TV도 스마트 TV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1.2.2  개발할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 

10-20대에는 공부하고 성공을 좇는 데 바쁘고, 30-40대에는 직장을 얻고 가계를 꾸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들은 주위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더

불어 TV와 스마트폰이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부족한 소통의 시간을 해결

해줄 방안으로 우리가 여가 시간에 자주 접하는 TV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였다.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의 화젯거리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로 잡았는데, 이를 실현해줄 

기능들이 1.2.1에서 언급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 공유의 기능을 동일하게 PPT 파일

의 공유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함께 구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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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1. 소통의 문제 해결 

 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될 App의 갤러리 기능을 활용하여 가족, 친구들 사이에서는 추억을 

공유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PPT 기능을 활용하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편의성 제공 

 위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서 보았듯이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기와 장소에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할 App은 HDMI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만 

있으면 어디든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하게 이미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App 개발을 목표로 한다. 

 

3.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본 프로젝트에 필요한 크롬캐스트는 USB모양의 작은 기기로서 들고 다니기 편한 휴대성을 지니

고 있고, 가격 또한 다른 기기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기기

들과 비교했을 때 기능은 빠지지 않고 필요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 더 활용도가 높다. 이 기기

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App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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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ChromeCast 

 

ChromeCast는 구글에서 만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어댑터이다. 이 장치는 5.1cm 

동글이고 HDTV의 HDMI 포트에 꽂아 오디오나 비디오를 와이파이를 통해 수신해 

TV에서 스트리밍 재생한다.  

사용자는 PC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장치에서 구글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장치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그 

컨텐츠들을 크롬캐스트가 장착된 TV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l ChromeCast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동 과정 

① ChromeCast를 모니터 HDMI 포트에 연결. 

② 공유기나 모바일 테더링을 이용해 ChromeCast의 무선망을 설정. 

③ Sender app을 통해 모니터에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선택. 

④ Receiver app을 통해 Sender app에서 받은 내용을 모니터에 출력. 

 

2) Sender Application 

 

 
 

Sender Application은 ChromeCast에게 미디어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App인데, 이것은 플

랫폼에 따라 Android, IOS, Chrome Sender Application으로 나뉜다. 

Sender Application의 원리는 Sender App에서 ChromeCast에게 미리 등록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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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Id(URL)를 보내서 채널 생성 후 통신하는 것이다. 

통신하는 과정에서 ChromeCast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진을 전송하고 ChromeCast와 연결된 모바일 기기를 Control 

하여 TV에 나오는 화면의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n Sender Application Function 

① Cast Device 검색 및 선택 

② Receiver App 설치 및 실행 

③ 보안 채널 연결 

④ UI Control 

⑤ Media message sending 

⑥ Custom message sending 

 

3) Receiver Application 

 

Sender Application 에서 보낸 사진을 받아 ChromeCast 가 HDMI 로 연결된 TV, 모니터에 

출력을 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Application 이다.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 HTML, CSS, JavaScript 가 지원되고, 다양한 

형태의 화면을 꾸밀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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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ache Server 

 

 

 
 

웹 서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받아들이고, 웹 페이지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고, 하드웨어적 웹 서버는 

소프트웨어적 웹 서버의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를 뜻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웹 

서버는 하드웨어적 웹 서버이다. 

그 중에서도 Apache는 유닉스 계열의 OS 뿐만 아니라, Windows 계열의 OS 등의 여러 

OS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웹 서버이다. 

이 Apache 서버를 사용하여 본 프로젝트는 Sender Application 에서 보낸 사진을 받아서 

저장하고 관리한다. Receiver Application 에서 보낸 명령에 대한 응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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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1) 화면 구성 

 

남녀노소 누구나가 손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사진공유 App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에 맞게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UI 흐름도를 구상해 보았다. 

 

 
<UI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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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조도 

Server, Sender Application, Receiver Device 의 시스템 구조도를 간단하게 나타내 보았다.  

 
< 시스템 구조도 > 

 

 

 

2.2.3  활용/개발된 기술 

1) 개발 환경 설정 

크롬캐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oogle Cast SDK Developer Console에서 기기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할 App에 사용할 namespace와 URL을 등록하면, App ID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등록한 namespace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URL에 Receiver 

Application을 등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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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nder app에서 기기를 선택하여 연결했을 때, receiver device에 receiver app을 다

운 받는 과정 

○1  ○2  

○3  ○4  

 

 

 

 

 

 

 

○5  ○6  

 

 

 

 

 

 

 

1. Sender Application에서 App을 실행시키고, 연결할 기기를 선택해 준다. 

2. Sender Application 에서 Receiver Device 으로 Sender App Id를 보낸다 

3. Receiver Device가 전송 받은 Sender App Id를 Google 서버로 전송한다. 

4. Google 서버에서는 전송 받은 Sender App Id로 등록된 URL을 Receiver 

Device로 보내준다. 

5. 전송 받은 URL을 Receiver Device가 Apache 서버로 보낸다 

6. Apache 서버에서는 전송 받은 URL을 가지고 URL에 저장되어 있던 Receiver 

Application을 Receiver Device로 전송 해준다. 

7. receiver html이 로드 되고 onload 명령이 실행된다. onload 명령이 실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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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와 같은 출력장치에 로고와 같은 첫 화면이 띄워진다. 

8. Receiver Device는 전송 받은 Receiver App을 가지고 Chrome OS를 통해 

Receiver Device가 연결된 출력 장치에 출력을 해 준다. 

 

 

3) 사진을 여러 장 선택한 후에 Show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과정  

 
 

 
<Sender App에서 Show 버튼을 눌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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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사진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인 Uploads 폴더를 만든다.  

사진을 전송 하려면 서버와 sender 간에 통신을 해야 한다. HTTP 연결을 해 주고 메시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통신을 한다. 디바이스에서 사진을 선택한 후에 Show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서버에 

저장 하라는 메시지가 전송이 된다. 사진이 전송이 되면 서버에서는 사진이 전송 된 시간을 

잡아서 ‘년월일시분초’ 순으로 파일이름을 저장한다.  

 
그 다음 UploadsToServer가 실행되면 전송한 사진을 Uploads라는 폴더에 저장하는 뜻이므로 

서버에 사진이 저장된다. Thread가 한 번 돌 때마다 사진이 하나씩 저장되므로 보낸 수만큼 돌면 

서버에 사진 저장이 완료된다. 

 

사진이 전송이 완료되면 Sender에서는 control 화면으로 바뀌고, Receiver에서는 첫 사진이 

뜨도록 하는 명령을 보내준다.  

 

Receiver에 있는 receiver html은 프레임이다. 이것은 정형적인 틀을 주는 것인데 본 프로젝트는 

이 틀에서 동적으로 사진을 움직여야 한다. 이것을 해주는 것이 javascript이다. script를 선언해서 

< 서버에 사진 업로드가 완료됐을 때 >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TV(Together View, 크롬캐스트를 활용한 이미지 및 PPT 공유) 

팀 명 Happy Togeth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NOV-27 

 

캡스톤디자인 I Page 16 of 37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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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에 넣어주면 javascript 소스를 사용 가능 하다. 그리고 php에서 제공해 주는 exec 함수를 

사용해서 저장한 파일들을 배열에 하나씩 저장한다.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여 사진의 control을 

하기 위함이다. 

 

 
< 서버에 사진 업로드가 완료됐을 때 > 

 

 
 

 

next, previous에 해당하는 버튼을 control 화면에서 누르면, receiver로 '+','-' 형태로 명령이 

전달되고 전달받은 명령에 맞춰 Receiver app 내에서 사진이 동적으로 움직인다. 

 

ppt의 경우는 ppt 자체가 슬라이드 여러 장의 묶음이기 때문에, sender에서 전송할 때, 파일 하나

만 선택이 가능하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ppt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서버로 전송하려고 시도했으나, 

< Next, Previous 등의 새로운 명령을 내렸을 때 >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TV(Together View, 크롬캐스트를 활용한 이미지 및 PPT 공유) 

팀 명 Happy Togeth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NOV-27 

 

캡스톤디자인 I Page 17 of 37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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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자바에서만 허용이 되고 안드로이드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

버 환경에서 php 프로그래밍을 통해 COM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변환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윈도우 환경에서만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였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libre office의 기능인 ppt

에서 pdf로의 변환 기능을 그리고 Ghost Script의 pdf에서 jpg로 변환하는 기능을 활용하였다. jpg 

파일로 변형한 후에 전송 된 순서대로 001부터 이름을 변경해서 다시 Uploads 폴더에 저장하여 

순차적으로 저장해서 배열로 읽어온다. 이는 command 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 하는 것

과 같은 효과로 직접 우리가 일일이 입력하여 실행할 수 없으므로 php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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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Hardware 

l ChromeCast & 모니터 

본 프로젝트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크롬캐스트가 필요하다. 

크롬캐스트는 HDMI 포트에 꽂아 동작시키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고자 하는 TV나 모니터 

등은 HDMI 포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è 예전부터 대다수의 TV나 모니터에는 HDMI 포트가 내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TV와 모

니터가 있으면 HDMI 포트가 없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TV 혹은 모니터 

그리고 크롬캐스트는 Together View를 사용하여 사진을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

야 할 기기이므로 이는 감안을 해야 한다. 

 

2) Software 

l ChromeCast API 한계 

크롬캐스트의 본래 목적은 스트리밍 미디어 재생에 있기 때문에 현재 Google에서 제공

하는 API에는 모바일 기기 내부의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è Server를 구축하여 Server에 사진을 업로드 하여 관리하고 URL을 받아와서 TV와 같

은 모니터에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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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과물 목록 

1) App 화면 

 

   

로딩화면 크롬캐스트 AP 연결, 

기기 연결 전 

크롬캐스트 연결 전 

(에러 메시지) 

   

크롬캐스트 기기 연결 PPT 메인화면 컨트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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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코드 < Sender Application > 

 

크롬캐스트와 연결 후에 다른 Activity 실행에도 크롬캐스트 연결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크롬캐스트와의 연결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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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사진을 조정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클래스 

 

App 을 실행했을 때 로딩화면을 보여주고, 갤러리와 PPT 를 선택하는 첫 메인 화면을 

보여주는 클래스. 갤러리와 PPT 를 선택하면 그 리스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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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핸드폰에서 사진을 가져온다. 

 

 

 

갤러리 화면을 grid view 형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불러와서 형식을 지정해 

주는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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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리스트의 사진 로딩 중일 때의 상태 바와 사진의 체크박스 표시를 해준다. 

 

 

Sender 에서 크롬캐스트의 AP 를 찾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TV(Together View, 크롬캐스트를 활용한 이미지 및 PPT 공유) 

팀 명 Happy Togeth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NOV-27 

 

캡스톤디자인 I Page 25 of 37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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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캐스트와의 연결, 연결해체 하는 함수 

 

로딩화면을 나타내 주는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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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선택해서 Show 버튼을 눌렀을 때, 크롬캐스트를 연결하지 않았으면 에러 

메시지가 뜨고, 아닐 경우에는 체크 된 사진만 리스트를 새로 생성해서 넣어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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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서버에 업로드 해준다. 사진 업로드가 완료되면 서버에서 신호를 보낸다.  

 

 

SD 카드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pptx 혹은 .ppt 로 된 파일을 찾는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download 폴더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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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er > 

 
 Receiver Application 이 로딩 될 때 받아오는 부분  

 
 

 
Sender 로부터 전달받은 Next, Previous 와 같은 메시지를 처리하는 코드 

 

<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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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er 로부터 전달 된 이미지 파일을 Uploads 폴더에 저장하는 코드 

 
Sender 로부터 전달 된 ppt 파일을 jpg 로 변환하여 Uploads 폴더에 저장해 주는 코드 

 
Uploads 폴더에 있는 사진을 모두 지워주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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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의 사진 전송 App 과 비교했을 때, 기존의 사진전송 App 은 자신의 사진만 전송하는 

방식이어서 기기와 자신의 1 대 1 소통방식이지만, Together View 는 1 대 n 의 방식이므로 

조금 더 열린 소통을 할 수 있다. 

-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을 직관적이고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가정에서 같이 사진을 보면서 서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나,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가 여행을 다녀 온 

사진 등을 다 같이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 또한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각자의 사진을 공유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직장이나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PPT 기능을 활용하여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발표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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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4.1 사용자 매뉴얼 

1. 갤러리 혹은 PPT의 메인 화면을 보면 맨 위 Together View 옆에 크롬캐스트 연결버튼이 

있다.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 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는데 그곳에 내가 연결하고 싶은 

기기를 선택한다 

2. 사진을 클릭하면 체크박스에 표시되고 사진이 선택된다. 

3. 한 장 이상의 사진을 선택할 수 있다. 

4. 사진을 선택한 후에 Show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사진이 모니터에 뜬다. 

5. 그 와 동시에 내 핸드폰 화면은 버튼만 있는 Control 화면으로 바뀐다. 

6. 버튼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1. 뒤로 가기 2. 앞으로 가기 3.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기 4. 현재 화면에 나와있는 사진 리스트 보여주기 이다. 

7.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사진 리스트 보여주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진 리스트와 함께 왼쪽 

상단에는 다시 Control 화면으로 돌아가는 Back 버튼이 있고 아래쪽 탭에는 Control 

버튼이 아이콘으로 보여진다. 

8. 내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바로 보고 싶을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서 

Take 버튼을  누르면 바로 Control 화면으로 내 핸드폰이 바뀐다. 

9. 내 사진을 전송했을 때와 같이 내 Control 버튼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Control 할 수 있다. 

10. PPT의 경우 사진과 조작방식은 같다. 다만 사진은 한 번에 여러 장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PPT의 경우 한 번에 하나의 PPT만 선택하여 전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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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운영자 매뉴얼 

1) 개발환경 구축 

1. Oracle 홈페이지에서 Java SE, JDK 최신버전을 OS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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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lipse 홈페이지에서 Eclipse를 OD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 

 
 

 

 
자신의 OS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다운 받은 후에 압축을 풀어주면 설치가 완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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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er androi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해준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해 준다. 

설치된 파일의 압축을 풀면 SDK 매니저가 보인다. 클릭해주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뜬

다. 

 
이 창에서 자신이 사용할 Tool, Android의 버전을 클릭하며 install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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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환경 구축 

LAMP 서버 설치 

L : Linux Operating System 

A : Apache HTTP Server 

M : MySQL Database Software 

P : PHP, Perl or Python Script Language 

 

즉, LAMP 서버는 리눅스에 아파치 웹 서버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스크립트

로 PHP, Perl과 Python을 사용하는 것이다. 

 

설치는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하여 설치한다 

 
 

설치가 끝난 후,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 창에 “localhost”를 입력 후 엔터를 쳤을 때, “It 

works!”라고 나오면 LAMP 서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3) Receiver 사용 환경 

PHP, JavaScript, HTML 언어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