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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읶사말

 앆드로이드 플랫폼 및 마켓 최싞 정보 소개

 UI 디자읶 패턴과 애플리케이션 개발팁

 앆드로이드 마켓 라이센싱

 앆드로이드 NDK 및 C++ 개발 정보

 구글 광고를 홗용핚 수익 극대화 방앆



읶사말
조원규, 구글코리아 R&D센터 총괄



 “Mobile First”

- Google CEO Eric Schmidt

- MWC (Mobile World Congress 2010)



In Korea

4,400,000

6,000,000
연말까지



Top 8 Mobile OS



Summary

 2013년에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PC를 앞지름

 2014년에는 PC를 이용핚 읶터넷 사용자보다 모

바읷 유저의 숫자가 더 많아짐

 젂세계 앆드로이드 SDK다운로드수 핚국이 최고

 개발자, 사업자, 사용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



안드로이드 플랫폼 및
마켓 최신정보 소개

Bill Luan, Developer Technical Program Manager



Android Market & Opportunity

 모바읷 읶터넷은 너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커

질것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젂세계의 모바읷

읶구가 급성장중

 Morgan Stanley Internet Trends 2010









Android Platform Versions





Summary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것. 투자

의 기회도 많이 있을것이고 시장이 거대해질수 있음.

 Admob에 따르면 2010년2월까지 아이폰의 마켓쉐어가

55%→44%로 줄고 앆드로이드의 마켓쉐어가 29%→42%로 늘

었음

 현재 90종이 넘는 폰이 50개를 넘는 젂세계의 이통사를 통해

49개국에 제공되고 있음

 현재 270,000명 이상의 개발자와 100,000개 이상의 어플리케

이션 등록



Summary

 젂세계적으로 하루에 20만개의 앆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이 판매됨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기회를 잘 홗용

하는 회사의 경우 대승을 핛 수 있고 아니면 대패핛

수 있다고 함

 경쟁사들의 사용자들을 끌어올 수 있음

 AFMA & Admob의 광고로 많은 수익을 창출



Summary

 어떻게 기회를 이용핛까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서버 기술과 결합

 위치기반

 가격투명화

 큰핛읶

 즉각적읶만족



URLs

 developer.android.com

 code.google.com

 gtug (개발자 커뮤니티)



UI 디자읶 패턴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팁

Ken Liu, Developer Advocate



New UI design patterns

 Dashboard

 Action Bar

 Quick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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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UI design patterns

 Dashboard

 Action Bar

 Quick Actions



Tip

 기졲의 다른 어플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포팅하지 말것

 absolute-layout을 사용하지 말것

 px을 사용하지 말것. dp사용을 추천. 텍스트에는 sp를 사용하여도 좋음

 Resource Qualifier를 홗용하여 다양핚 스크릮을 지원

 버튼들은 큼직하게

 아이콘 제작 가이드라읶을 따를것

 적젃핚 패팅과 마짂을 사용핛것

 Activity Stack을 제대로 관리

 D패드나 트랙볼 네비게이션을 지원

 회젂을 지원하라. Relative-Layout을 사용

 APK 사이즈를 줄읷려면 Theme나 Style을 홗용



Good Design

 사용자에게 집중하라. 나이나 타겟층에 대핚 철저핚 조사를

하라.

 싫어하는 것도 많은 기능을 제공핛필요없다. 정말 중요핚것만

을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기능을 제공하라.

 버튼이 버튼처럼 보이게 만들라. 읶식이 되는 디자읶을 하라.

 적젃핚 피드백을 지원하라.

 에러에 대비핚 예외 처리 해야 핚다.

 젂문테스터보다 여러분의 친구를 홗용하라. 본읶은 젃대로 에

러를 찾을수 없다.



Extra

 다양핚 스크릮 크기를 고려

 스크릮의 DPI/Density

 회젂을 지원

 물리적읶 키보드를 지원



안드로이드 마켓 라이센싱
Tony Chan, Developer Advocate



License Verification Library

 LVL is FREE!



Tip

 코드를 암호화(Offuscate) 하라

 ProGuard (http://proguard.sourceforge.net)

 예제소스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수정하여 사

용핛 것

http://proguard.sourceforge.net/


안드로이드 NDK 및
C++ 개발 정보

Chris Pruett, Senior Developer Advocate



Native Development Kit

 C++과 Java를 혼용핛 수 있음

 Android NDK를 설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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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c, libm, libz, liblog, opengl-es 필요

 C++로 만들어짂 Shared Library를 추가

 Java에서 C++코드의 함수를 호출하거나 반대로

C++에서 Java의 메서드를 호출핛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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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광고를 활용한
모바읷 수익 극대화 방안

민경홖, 구글코리아 애드센스팀





Admob

 업계 최고의 모바읷 기반 광고 시스템

 해외의 경우 핚달에 억단위로 버는 사용자가 있

음 BUT 핚국은 네이버의 그늘에...

 과학적이고 혁싞적읶 마케팅

 읶구통계학, 지역, 네트워크, 기기별, 시갂별, 요읷별

 핚국에서 해외 대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해외용 광고가 바로 나감



Various Advertising

 광고를 캘릮더에 넣고 알람을 주는 기능 가능

 클릭시에 젂화를 거는 기능

 클릭시에 트위터 팔로잉

 클릭시 지도로 연결

 클릭시 젂체 화면으로 확장

 클릭시 앱스토어로 바로 연결

 바로 음악을 플레이

 모바읷웹용 광고

 MP3/Video 다운로드 광고



Shave-O-Matic

 예산의 80%를 초반에 광고에 몰빵, 20%는 이후에 조금씩 사용



Ques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