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droid 예제 프로그램Android 예제 프로그램



학습 목표
■교육 목표

 Android 예제 프로그램

 Android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Android 예제 프로그램 Source Code 분석 Android 예제 프로그램 Source Code 분석

 TextView 구현

 TextView Code로 구현

 EditText 구현

EditText Code로 구현

getText( ) 활용g



Android 예제 프로그램 (1)( )
■Android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명 : Welcome프로젝트 명 : Welcome

1 클릭1. 클릭



Android 예제 프로그램 (2)( )

2. Welcome 입력

3. 클릭

4. Welcome 입력

5 i h t l 입력5. com.inhatc.welcome 입력

6. Welcome 입력

7. 클릭



Android 예제 프로그램 (3)( )
■New Android Project

 Project name Project name

프로젝트 명(blank 없이 입력)

ContentsContents

신규 / 기존 프로젝트 지정

 Application name Application name

응용프로그램 명

 Package nameg

2단계 이상 입력

com.companyname.appname

• 폴더 구조 생성 : com\companyname\appname 

Create Activity

클래스 명(blank 없이 입력) 생성



Android 예제 프로그램 (4)( )

8. 클릭

9 더블 클릭9. 더블 클릭



Android 예제 프로그램 (5)( )

10 Welcome java 소스 코드10. Welcome.java 소스 코드



Android 예제 프로그램 (6)( )
 Android 프로젝트 실행

11. 클릭

12. 클릭

13 클릭13. 클릭



Android 예제 프로그램 (7)( )
실행 결과

14. 클릭



Android 예제 프로그램 (8)( )

15 “H ll W ld W l ”확인15. “Hello World,  Welcome”확인



Android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정
Eclipse

(ADT Plug-in)
Java

Compiler
Dex

Converter
Dalvik

VM

Dalvik
(Classes.dex)Class

Android

( )

Android
App.

(*.apk)

Zip 
압축파일

Resource
customized

WbXML
압축파일

Manifest

Dalvik VM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1)( )

■Android 프로젝트 생성 폴더

C:\Android\Workspace\Welcome

폴더 및 파일폴더 및 파일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2)( )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3)( )

 Android 프로젝트 생성 폴더

폴 더 기 능

assets AssetManager로 접근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DB, raw data) 저장

Package name에 지정한 폴더 구조(com inhatc welcome)에 따라 컴파일
bin

Package name에 지정한 폴더 구조(com.inhatc.welcome)에 따라 컴파일

결과 생성되는 *.class 파일 저장

gen Generated java file(R.java) 저장

파일

res

• drawable : image 파일

• layout : 화면 구성 xml 파일

• values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string 등의 값 저장

src Source 파일

.classpath Classpath 파일

project Project 파일.project Project 파일

AndroidManifest.xml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Activity, Service, Content Provider, 

Intents, Broadcast Receiver, Notifications를 정의하고 그 메타데이터들을

제공하는 XML 문서 파일제공하는 XML 문서 파일

default.properties 기본 속성 파일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4)( )

Welcome\bin\com\inhatc\welcome 폴더

W l \ \ \i h t \ l 폴더Welcome\gen\com\inhatc\welcome 폴더

Welcome\res\drawable 폴더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5)( )

Welcome\res\layout 폴더

Main.xml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6)( )

Welcome\res\values 폴더

String.xml

Welcome\src\com\inhatc\welcome 폴더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7)( )

Welcome 폴더

AndroidManifest.xml

•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Activity, Service, Content Provider, Intents, Broadcast 

Receiver, Notifications를 정의하고 그 메타데이터들을 제공하는 XML 문서 파일Receiver, Notifications를 정의하고 그 메타데이터들을 제공하는 XML 문서 파일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8)( )

Welcome 폴더

Default.properties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9)( )

 /Welcome/bin 폴더

Classes.dex 파일 생성

Welcome.apk 파일 생성



Android 예제 프로그램 소스 분석 (1)( )

■Welcome.java

field

class
inner class

field



Android 예제 프로그램 소스 분석 (2)( )

■R.java

자동 생성 파일 (source code 수정 불가)

inner class

/* address value */

/*  \res\layout\main.xml   */



Android 예제 프로그램 소스 분석 (3)( )

■Main.xml

 Layout

Layouts / Views = LinearLayout / TextViewLayouts / Views  LinearLayout / TextView



Android 예제 프로그램 소스 분석 (4)( )

■Main.xml

 String 화면 출력 지정



Android 예제 프로그램 소스 분석 (4)( )

■Main.xml 구성 요소

 xmlns : android

Namespace 선언부

 android : layout_width, android : layout_height

View 영역의 크기(width, height) 선언View 영역의 크기(width, height) 선언

 fill_parent

• 상위 객체의 크기로 지정

wrap_content

• 콘텐츠 전체가 보이는 최소 크기로 지정

 android : text

TextView에 출력할 메시지 지정

 \res\values\strings.xml 파일

• hello attribute의 내용 출력



Android 예제 프로그램 소스 분석 (5)( )

■String.xml

 resource



Android 예제 프로그램 소스 분석 (6)( )

■String.xml

 String.xml



Android 예제 프로그램 소스 분석 (7)( )

■예제 프로그램 실행 순서
Welcome.java

R.java

Main.xml

String.xml



실습 1 : Android 예제 프로그램 (1)( )

■Android 2.0.1 기반 예제 프로그램 (실습 시간 : 20분) 

 P j t N W l Project Name: Welcome

아래 그림과 같이 “Welcome to myandroid world !”문자열이 출력되

도록 예제 프로그램을 수정하시오도록 예제 프로그램을 수정하시오.



실습 1 : Android 예제 프로그램 (2)( )

■Solution 

 \ \ l \St i l 파일 수정 후 실행 \res\values\String.xml 파일 수정 후 실행

Value 수정



TextView 구현 (1)( )
■Android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명 : Android TextView프로젝트 명 : Android_TextView

1 클릭1. 클릭



TextView 구현 (2)( )

2. Android_TextView 입력

3. 클릭

4. Android_TextView 입력

5 i h t d id T tVi 입력5. com.inhatc.android_TextView 입력

6. Android_TextView 입력

7. 클릭



TextView 구현 (3)

컨트롤 속성 지정

( )
■UI 설계

컨트롤 속성 지정

TextView
• gravity : Center

• textColor : #0000FFtextColor : #0000FF



TextView 구현 (4)( )
■Linear Layouts 

 TextView 속성 지정 TextView 속성 지정

8. 클릭

9. 클릭

10. 클릭



TextView 구현 (5)( )
Gravity 속성

center 지정center 지정

11. 클릭

12. 클릭



TextView 구현 (6)( )
 Text Color 속성

Blue : #0000FF 입력Blue : #0000FF 입력

14. 색 변화 확인

13. #0000FF 입력



TextView 구현 (7)( )
Main.xml 저장

15 클릭15. 클릭

16. 클릭



TextView 구현 (8)( )
Main.xml

18. XML code 추가 확인

17. 클릭17. 클릭



TextView 구현 (9)( )
 Android 프로젝트 실행

19. 클릭

20 클릭20. 클릭

21 클릭21. 클릭



TextView 구현 (10)( )
실행 결과

22. 클릭

23. 결과 확인



TextView Code로 구현 (1)( )
■Android_TextView.Java

1. Coding



TextView Code로 구현 (2)( )
 import android.widget.TextView;

2. 클릭

3 [Ctrl + Shift + O] key 누름3. [Ctrl + Shift + O] key 누름



TextView Code로 구현 (3)( )
 import android.widget.TextView 결과 화면

4. Import 결과



TextView 구현 Code로 (4)( )
 Android 프로젝트 실행

5. 클릭

6 클릭6. 클릭

7 클릭7. 클릭



TextView Code로 구현 (5)( )
실행 결과

8. “20100001 홍 길 동”확인



실습 2 : TextView Code로 속성 지정 (1)

■Android_TextView 프로젝트 (실습 시간 : 20분)

아래 그림과 같이 T tVi 의 속정을 d 로 지정하시오아래 그림과 같이 TextView의 속정을 code로 지정하시오.

컨트롤 속성 지정

TextView
• gravity : Center

• textColor : #0000FF



실습 2 : TextView Code로 속성 지정 (2)

■gravity



실습 2 : TextView Code로 속성 지정 (3)

■Solution

Coding



EditText 구현 (1)( )
■Android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명 : Android EditText프로젝트 명 : Android_EditText

1 클릭1. 클릭



EditText 구현 (2)( )

2. Android_EditText 입력

3. 클릭

4. Android_EditText 입력

5 i h t d id EditT t 입력5. com.inhatc.android_EditText 입력

6. Android_EditText 입력

7. 클릭



EditText 구현 (3)( )
■XML 파일

main xmlmain.xml

8 더블 클릭8. 더블 클릭



EditText 구현 (4)

컨트롤 속성 지정

( )
■UI 설계

컨트롤 속성 지정

EditText

• +id / EditText01
• Editable : true

l t idth fill tEditText • layout_width : fill_parent
• layout_height : wrap_content



EditText 구현 (5)( )
 EditText 추가 및 속성 지정

9. 클릭

10 클릭10. 클릭

11. 클릭



EditText 구현 (6)( )
 EditText 속성

Layout width : fill parentLayout_width : fill_parent

12 EditText 추가 확인12. EditText 추가 확인

13 fill parent 선택13. fill_parent 선택



EditText 구현 (7)( )
Main.xml 저장

14 클릭14. 클릭

15. 클릭



EditText 구현 (8)( )
 Android 프로젝트 실행

16. 클릭

17 클릭17. 클릭

18 클릭18. 클릭



EditText 구현 (9)( )
실행 결과

19. 클릭

20. Happy New Year ! 입력



EditText 구현 (10)( )
■XML 파일

main xml 직접 수정main.xml 직접 수정

21 더블 클릭21. 더블 클릭



EditText 구현 (11)( )
main.xml coding

21. Coding



실습 3 : EditText Code로 구현 (1)

■Android_EditText 프로젝트 (실습 시간 : 20분)

아래 그림과 같이 EditT t를 d 로 구현하시오아래 그림과 같이 EditText를 code로 구현하시오.

EditText에 “Merry Christmas !”문자열 출력



실습 3 : EditText Code로 구현 (2)

■Solution
 R java R.java

1. EditText Component 추가 확인



실습 3 : EditText Code로 구현 (3)

 Android_EditText.java

2 Coding2. Coding



실습 4 : getText( ) method 활용 (1)g

■Android_EditText 프로젝트 (실습 시간 : 30분)

아래 그림과 같이 EditT t를 d 로 구현하시오아래 그림과 같이 EditText를 code로 구현하시오.

단계 1 : EditText에 “Merry Christmas !”문자열 출력

단계 2 M Ch i t ! H N Y ! 문자열 출력단계 2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문자열 출력



실습 4 : getText( ) method 활용 (2)g

 Android_EditText.java

1. Coding



학습 요약
■Android 예제 프로그램

■Android 예제 프로그램 구조

■Android 예제 프로그램 Source Code 분석■Android 예제 프로그램 Source Code 분석

■TextView 구현

■TextView Code로 구현

■EditText 구현

 EditText Code로 구현

 getText( )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