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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를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웹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책의 여러분의 출발을 응원합
네이버 카페에서

함께 공부해요!

닥치고 예제부터 만들어 보고
연습문제로 복습하며
실습문제로 응용력을 쑥쑥
웹 디자인 실습 프로젝트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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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번 본들 한번 만들어봄만 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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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견불여일타

수백 번 본들 한번 만들어봄만 하랴!

百見不如一打

백견불여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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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석 ugpapa@gmail.com

카페에서 함께 공부해요
cafe.naver.com/codefirst

남진하 지음

대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직장 경험을 바탕
프리랜서로 활동 중에 있으며, 웹사이트 기획, 디자
주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HTML5 & CSS3>, <이제
HTML5 & CSS3>, <처음 시작하는 CSS & 워드프
<부트스트랩으로 디자인하라>, <CSS 수퍼파워 Sa
를 집필하였다.
두바이 아시아나 호텔(asianahoteldubai.com)과
기반으로는 경제전문 출판사 스마트북스(smartb
보안 전문회사인 ㈜신시웨이(sinsiway.com) 그리
제주관광문화진흥원(jtipa.org) 사이트를 개발하였
테이블 태그를 사용한 비 웹 표준 사이트로 개발된
HTML5와 CSS3 기반의 웹 표준 사이트로 전환하
워드프레스 기반으로는 소반 레스토랑(sobahndu
개발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수의 웹 사이트를 제작
웹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쇄 디자인 영역까지 작업
있으며, HTML5와 CSS3 그리고 jQuery와 Word
와 같은 다양한 기술 및 CMS에 관심이 많으며, 최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도에서 사진을 취미 삼아, 현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양용석 지음

로드북은
책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http:www.roadbook.co.kr
https://www.facebook.com/Road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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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見不如一打
코드를 한번 쳐보고 실행해보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으뜸 공부법이라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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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만나지 않고도 내 앱에 당신의 마음을 바로 담을 수만 있다면
구글과 애플에서 각각 안드로이드/iOS를 공개한 후 다양한 앱들이 거의 매일 전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
다. 초기에는 플랫폼에 종속된 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기발하고도 재미있는 발상들이 접목된 앱들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앱도 있을까?’ 생각하며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오픈마켓을 검색해보
면, 검색 리스트에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표시되며 ‘설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만으로 승부
하기가 어렵게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의 앱은 안정성이 높아야 함은 물론,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즉, 끊임 없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용자들이 어떠한 기능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은 바로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
지만 ‘좀더 재미있는 경험’을 안겨 주는 경쟁 앱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 기술이 바로 통할 수 있게 하는 앱 개발 플랫폼, 파이어베이스
앱을 만드는 입장에서 고객을 만나지 않고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글이 이러
한 개발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처음 접했을 때
개발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증, 실시간 데이터베이
스, 파이어스토어, 저장소, 호스팅, 크래시리틱스, 클라우드 메시징, 원격 구성 등 다양하지만 꼭 필요한 서비
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 유용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이어베이스는 앱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파이어베이스 인증,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스토어,
저장소, 호스팅 등은 인프라(서버 장비, 백엔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둘째는, 파이어베이스는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 성능 모니터링, 테스트 랩
은 앱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여줌으로써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며, 해결된
문제는 테스트 랩을 통해 앱 검증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원격 구성, 동적 링크, 애
널리틱스 등은 사용자들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타겟을
구분하여 꼭 필요한 사용자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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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베이스에 빠르게 익숙하도록 예제 위주로 구성
이 책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목적과 주제별로 예제를 따라하며 기능을 실습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작은 단위의 앱 예제들을 상용 수준으로 개발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특별부록으로 1장부터 14장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앱을 기획하는 시점부터 테스트하여 배포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필자가 앱을 개발할 때의 과정을 요약한 것이며, 전체적인 앱의 구조뿐만 아니
라 소스코드 전체를 제공하고 있으니, 실제로 그대로 코딩해보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파이어베이스의 잦은 변화로 인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필을 시작했을 때의
파이어베이스 서비스와 현재의 서비스 항목은 다릅니다. 서비스 중이던 ‘오류보고’와 ‘초대’는 더는 지원하지
않으며, 새로운 서비스들도 추가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OS와 Android Studio 버전도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기존에 제공하던 API들도 일부 변경되어 수정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머리말을 쓰고 있는 지금은 힘들었던 순간은 싹 가시고 긴장과 설렘만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
어베이스의 바다를 항해할 독자 여러분과 소통할 곳도 네이버 카페에 마련했습니다.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
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멋진 일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남진하 드림

감사의 글
길고도 긴 집필 기간에도 믿고 기다려주시고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로드북의 임성춘 편집장님과 조
서희 편집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의 귀염둥이 딸 지유, 지온이와 항상 옆에서 아낌없이 격려해주는 아내, 그리고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
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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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 베타테스터의 말

어느 때부턴가 저자의 책 한 켠을 빌어 편집자 또는 기획자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획한 제작자로
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담 없이 읽는 보통의 책들과는 달리, 프로그래밍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책 읽기’와 같습
니다. 미래의 직업을 위해, 현재의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허접한 도구를 만들면 어떡하나?” “도구 사용법이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나?” 등등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
다. 이런 걱정을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들(독자)이 되어봄으로써 저자가 쓴 원고로 공부하듯이 책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개발환경을 책과 똑같이 구축해서 코드를 직접 입력해보고 실행이 제대로 되
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가 아니라 실습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이 부족하
거나 누락된 부분은 저자에게 알려 글에 바로 반영해야, 출간된 후 독자의 불필요한 고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간격으로 이 책을 포함해서 곧 출판될 책의 원고 내용을 따라 하며 공부했던 책들의 소개 글을 두 개나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C# 입문서입니다. C# 입문서와 이 책의 공부법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C#
입문서는 글자 하나하나 소스코드 한줄한줄 꾹꾹 눌러서 공부했다면, 이 책은 개발 툴과 앱과 파이어베이스
간의 복잡한(알고 보면 간단한) 관계를 이해하고 실제 에러 없이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C#
과 파이어베이스의 독자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주 일어나는 Sync Fail이었습니다. 분명 책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
데, 에러를 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 초반에 자주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으
면 바로 에러 메일을 캡처해서 저자에게 포워드하고 답을 찾아 바로 적용했습니다. 에러의 이유는 사소한 실
수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개발환경(툴이나 라이브러리의 버전)의 차이 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
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책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럴 때 많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저자가 검증
하고 베타테스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 어딘가의 환경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백
견불여일타 카페에 올려주시면 바로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라는 주제로 책을 기획할 초기에 약간은 난감했습니다. 버전업도 잦을 테고 무엇보다 파이어베
이스가 처리하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책’이 이를 제대로 커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의 상당 부분을 파이어베이스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자체 서버 환경을 갖추기에는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2년 여의 집필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
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시점이 늦어지면 책의 내용도 어느 정도는 현실의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 또한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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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북의 <안드로이드 신>이라는 책을 만들 때는 4G 메모리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책을 진행하면서
노트북을 따로 장만하여 빵빵한(?) 시스템 사양으로 쾌적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파이어베이스를 활
용하는 게 낯설고 왜이리 복잡하게 해놨지 투덜거렸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 익숙해지는 과정을 보며 “자주
접해보고 써봐야 쉬워지는구나”라는 사소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파이어베
이스의 신기술에 빠르게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표지 디자인도 거의 완성되어 이제는 출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획자로
서 항상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학습하며 생기는 여
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진행하면서 2년 간 많이 힘들고 괴로웠을 남진하 저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가을
기획자 & 베타테스터 임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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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파이어베이스 실습환경 안내
이 책에 실린 소스코드는 Android Studio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나 사용법 등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책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습환경을 소개합니다.
●●

안드로이드 OS 버전 : API 수준 16(젤리빈) 이상

●●

Gradle 버전 : 4.1 이상

●●

Android Studio : 최신 버전 사용

2. 이 책의 학습 방법
●●

파이어베이스가 처음이라면 1장부터 학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와 Android Studio
툴 간의 연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고 뒤이어 이어지는 각종 서비
스들을 배워나가면 됩니다.

●●

파이어베이스를 이미 사용하면서 레퍼런스로 활용할 독자는 어느 위치를 읽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앞쪽의 ‘목차’에서 주제를 찾아보거나, 책 뒤의 ‘찾아보기’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먼
저 막히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바라며, 그래도 안 될 경우 네이버 카페(café.naver.com/codefirst)에 질
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장의 마지막에서 제공하는 연습문제와 실습문제는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프로젝트 챕터는 책에서는 소스코드를 일일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스는 네이버 카페
나 깃헙에서 제공되오니 소스코드의 구조를 파악한 후 스스로 앱을 만들어볼 것을 권합니다.

3. 이 책의 표기법
이 책은 독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에서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독자가 추가해야 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되, 자동으로 생성되는 나머
지 소스도 살펴보며 학습하세요.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ppCompatActivity implements View.OnClickListener
{
@Override
독자가 추가할 코드!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activity_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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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책의 예제 파일 다운로드 안내
각 장에 실린 예제와 실습문제의 소스코드가 담긴 예제 파일을 백견불여일타 네이버 카페와 로드북 출판사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예제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장별로 구성된 예제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 로드북 출판사 : www.roadbook.co.kr/212 - [자료실] 파이어베이스 예제파일.zip
▶ 네이버 카페 : café.naver.com/codefirst – [자료실] 파이어베이스

5. 함께 공부해요!
책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예제 파일을 실행했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 막히는 내용이나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필자가 직접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나와 같은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
람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도 볼 수 있으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 두 배 이상 이롭지 않을까요?

** HTML5&CSS3는 이미 출간되었고 뒤이어 C#, Vue.js와 같은 책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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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는 이렇게 앱을 만든다!!

현장의 생생함이 살아있는 특별부록 실전 앱 프로젝트 제공

기획서 작성부터
테스트 및 배포까지!
[그림 17] 프로젝트 생성하기
미세알림 앱 제작 프로젝트!
화면
구현 실제 상용 수준의 안드로이드 앱 ‘을 제작하는 과정을 A TO Z까지 담았습니다.
2. 미세 알림
미세먼지
지수를
알리는

미세먼지 상태에 따라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게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림 앱 최종 실행 화면]

14장 특별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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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요구사항 분석하기

662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기획서와 스토리보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크게 다
같은메인
것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림 18] 측정 값에음과
따른
화면 모습

2. 기획부터 배포까지! 미세먼지 알림 앱 만들기

➊ 개요
▶ 소스코드 다운로드 경로 https://github.com/goodroadbook/FineDustAlert
➋ 전체 설명
➌ 환경
➍ 제품 기능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임포트한 후에 프로젝트를 실행해보고 소스코드의

앞에서 소개한 과정대로 안드로이드 앱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지수를 정보를 알리는
‘미세 알림’ 앱의 요구사항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
알림 앱을 만들어 볼 텐데요, 기획,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설계 및 화면 가이드, 소프트웨어
리하면 되겠습니다.

구조 등을 미리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임포트 및 프로젝트 실행 방법은 특별부록 챕터를 확인하세요.

구현 및 테스트, 배포 순으로 단계별로 할 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하기
[1단계]
[특별부록
미세먼지

알림 앱 프로젝트 개발 흐름도!!]

기획 단계에는 어떤 앱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선행 연구를 진행하며, 시장 환경, 타켓 사

1. 개요
1.1 프로젝트 목표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대상으로 단말에서 쉽게 자신의 현재 위치

의 미세먼지아니라
정보를 확인할디자인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스토리보드를 짜면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요구사항을 담는 것뿐만
의뢰하고 요구사항 분석,

용자, 배포 방법, 지원 범위, 판매 방식,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아이디어 수집

은 어떤 앱을 만들지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을 진행하여 아이디어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1.2 프로젝트 범위

- 위치 정보
조회 순으로
및 주소 변환 단계별로 할 일을 자세히 소개했
소프트웨어 설계 및 화면 가이드, 소프트웨어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내용을 토대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시장 환

경, 타켓 사용자, 배포 방법, 지원 범위, 판매 방식을 결정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전체적인

습니다.

앱의 동작을 확인합니다. 기획 단계가 완료되면 기획서 문서가 산출물로 나와야 합니다.
필자는 ‘미세 알림’이라는 앱을 만들기 위한 기획서를 간략하게 만들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앱을
만들기 전에 간략하게 기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 현재 위치의 미세먼지 상태 조회
- 현재 위치/시간의 날씨, 최고/최저 온도 조회
1.3 프로젝트 산출물
- FineDustAlert.apk
2. 전체 설명

▶ 1단계 기획하기 : 앱 개발 기획서 작성

▶2.12단계
요구사항
분석하기 : 분석 보고서 작성
제품 구성 및
동작

1. 제품 기획 목적 및 범위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대상으로 단말에서 쉽게 자신의 현재 위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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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PI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019-09-05 오후 3:18:49

미세먼지
알림

2. 시장 환경 (경쟁사 제품 분석)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미세먼지 알림을 제공하는

공공 API

앱들이 제작되었다. 시작은 현재 위치의 미세먼지 알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경쟁 제품 분석 및 경쟁 제품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차
별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타겟 사용자
- 사용성을 높여 10대에서 30대까지 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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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적용
파이어스토어 뿐만 아니라 앱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다음 서비스들은 앱의 개선을 위해 적용이
필요합니다.
14장 특별부록
●●

673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
- 모바일 앱을 위해 앱 사용 및 사용자 참여도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설계 및 화면 가이드
[3단계]
●● 파이어베이스
크래스리틱스
- 앱‘FILE
품질을Viewer’의
저해하는 안전성
문제를
추적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시간
오류 보고
도구 디자
간략하게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성된
문서를
이용하여

680

● 파이어베이스 테스트 랩
인●의뢰
및 소프트웨어 설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를 요

- 분석
구글 내용을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는
실제 프로덕션
기기를
사용하여
앱을 테스트
구사항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요구사항
분석이
완료되면 이 문서를 토대로
파이어베이스
성능
모니터링
3단계
소프트웨어
화면
가이드
각각▶
업무가
분담이
됩니다.
간략하게설계
그림을및
통해
보도록
합니다.

3. 미세 알림의 주소 변환

▶ 위치
4단계
소프트웨어
구현하기
: 코딩
및 화면주소
구현
정보 조회를
통해 획득한
위도/경도 정보를
지오코딩으로
정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 앱의 성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앱 시작 시간 추적, 화면 이동 추적, 백그라운드 동작 추적, 포
그라운드 동작 추적을 통해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

private String getCurrentAddress( double latitude, double longitude)
{
Geocoder geocoder = new Geocoder(this, Locale.getDefault());
List<Address> addresses;
들어 테스트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크고 여러 명이 작업하는 경우에는 별
14장 특별부록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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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빌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으로 APK 파일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
{
소프트웨어 설계
화면 가이드
테스트 케이스 작성
addresses = geocoder.getFromLocation(
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테스트 담당자
[6단계] 배포하기 latitude,
longitude,
[그림 11] 요구사항 분석 분장
안드로이드 앱을 구현하여
7); 모든 테스트 항목에 대해 PASS가 되면 배포를 진행합니다. 안드로이드
[5단계]●구현한●소프트웨어●테스트하기
}
앱 배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기타 마켓을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
요구사항
분석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테스트 케이스 작성한 문서를 이용하여 테스트도 다음과 같
catch (Exception e)
앱 설계하기
하는 방법에
{ 대해서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은 단계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요구 분석 단계가 끝나면 앱 설계로 들어갑니다.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turn null;
➊ 구글} 개발자 콘솔 등록
➊ 미세먼지 측정 알파(Alpha)
값 조회
베타(Beta)
RC(Release Candidate)
●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요구 사항 분석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사용으로 앱 성능 확인 및 구현이 완료되면 Android Studio에서 APK를 만

▶ 5단계 소프트웨어 테스트하기

▶ 6단계 앱 배포하기

if (addresses == null || addresses.size() == 0)
구글 개발자 계약 수락
{
구글 개발자
등록
수수료 결제
return
null;
● 계정
} 세부정보 작성

➋ 현재 위치 정보 조회 및 주소 변환
➌ 미세먼지 측정 값 관리

●

[그림●20] 테스트 진행 순서

●

알파
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첫 단계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측정
경우가
많
측정 값시작하는
조회에 대해서
위 항목
중에 미세먼지
고려해기능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개발자 콘솔에 APK 파일 업로드
기
때문에 위해서는
많은 버그가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 구글
가져오기
공공나올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측정플레이스토어의
정보를 무료로 알파에
제공하 ➋ 구글Address
API를
address = addresses.get(0);

 세한 소스코드 개발 과정은 백견불여일타 카페에서
상
PDF로 제공됩니다.

➌ 구글return
개발자address.getAddressLine(0);
콘솔에 스토어 등록정보 작성
파일을
업로드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PK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한국

}

베타
는 제품의 기능이 정상동작하고
안정화 조회
단계에
도달한 사용하면
상태이기 가능합니다.
때문에 성능 측정을 진행하게
환경공단_대기오염정보에서
대기오염정보
서비스를
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글 개발자 콘솔에 등록이 완료되고 앱을 게시하면 약 2시간 후에 검색
됩니다.
구글 개발계획서만
플레이스토어에서
알파를
베타로 승인되고
승급하여 운영
테스트를
베타가
완료
개발 계정은
제출하면
자동으로
계정 진행하면
같은 경우됩니다.
심의를 거친
후에
승이 되고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어코리아 대기오염 정보 조회
되면
단계로
출시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계에
문제가
플레이스토
RC배포
인이RC
됩니다.
초기
개발에는
개발
계정으로
사용한 후에
시점에
운영없으면
계정을구글
획득하여
배포하
에어코리아에서 대기오염 정보는 API 문서에 정의된 프로토콜로 요청하여 대기 오염 정보를 가
어에서
프로덕션으로
하면회원
배포가
완료됩니다.
면 되겠습니다.
다음 승급을
사이트에서
가입
및 개발 계정을 획득합니다.
져올 수 있습니다. 요청 정보와 수신 정보의 예를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테스트 항목은 요구사항 분석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합니다. 각

[저자의 앱 개발 프로세스 노하우 공개]

[요청 정보]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저자는 평소에 자주 아이디어가 생기면
정해진 개발 프로세스로 앱을 개발하여 공개합

항목을 확인하고 테스트 결과를 적습니다.

API 요청 주소 + 서비스 키 + 가져올 항목 개수 + 페이지 넘버 + 시도명 + 버전 + 수신 포맷(기

본값 XML)
알람 앱은 14장까지 배운 파이어베이스 내
니다. 현재까지 공개한 앱만 10여 개가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firebase_02.indd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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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며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http://openapi.airkorea.or.kr/openapi/services/rest/ArpltnInforInqireSvc/getC
tprvnRltmMesureDnsty?serviceKey=서비스키값&numOfRows=50&pageNo=1&sidoName=%EA%B2
%BD%EA%B8%B0&ver=1.3&_returnType=json

될 것입니다.
firebase_02.indd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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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즐겨 사용하는 스토리보드로
작성한 앱 메인 화면: 현재 위치 정보와
미세먼지680등급을 표시하는 화면
firebase_02.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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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발자 계
정을 획득하고 서버 접속 정보와
요청/수신 에 대한 프로토콜을
확인하고 이를 앱에 적용하는 과
정을 배울 수 있어요!

2019-09-05 오후 3:20:05

파이어스토어에 대기오염 정보를 저장
하는 방법과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
크래스리틱스, 테스트 랩, 성능 모니터
링 서비스를 적용하여 앱의 완성 단계
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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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파이어베이스 시작하기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➊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려면 안드로이드 OS 버전, 구글 플레이 서비
스 버전, Android Studio 버전의 조건이 맞아야 파이어베이스 서비
스들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➋	파이어베이스 서비스에서 프로젝트 관리, 앱 연동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제공해주는데요,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앱들을 파이어베이스 서비스에 추가하는 방
법을 자세히 배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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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 갖추기

구글의 파이어베이스에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
니다.
파이어베이스 서비스들이 지원해주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사양을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직 파이어베이스 서비스가 지원하는 운영체제OS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앱들이 시중에 많습니
다. 이럴 때는 운영체제 버전별로 분기 처리해야 하며, 어떤 버전에서 파이어베이스 서비스가 지
원되지 않는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파이어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하겠습니다.

2.1.1 구글 개발자 계정 만들기
가장 먼저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계정은 반드시 ‘개발자 계정’이 아니어도 되지만, 가능하다
면 ‘개발자 계정’으로 등록하여 파이어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림 2-1]과 같이 구글 계정을 만듭니다. 계정을 만들었다면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접근합니다.
구글 회원가입 후 https://firebase.google.com 사이트에서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사용 가이드 문
서와 파이어베이스 콘솔 등에 접속합니다.

[그림 2-1] 구글 계정 생성 후 파이어베이스 콘솔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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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베이스 콘솔에 들어가면 ‘firebase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라는 항목에 파란색 버튼 모양으로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옆에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데모 프로
젝트 살펴보기] 기능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고 해당 서비스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클릭

[그림 2-2]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추가 화면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데모 프로젝트를 둘러보기를 추천합니다. 먼저 [데모 프로젝트 살펴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2-3]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림 2-3] 데모 프로젝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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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베이스의 [데모 프로젝트 살펴보기]를 통해 ‘개발’, ‘품질’, ‘분석(애널리틱스)’, ‘성장’의 항
목별로 제공되는 세부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중에 크래시리틱스
Crashlytics

서비스의 데모 데이터를 보면 [그림 2-4]와 같이 제품에서 비정상 종료 건수, 실제 사용

자 건수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중 크래시리틱스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 : 비정상 종료 건수, 실제 사용자 건수

참
고 파이어베이스 콘솔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아래 그림이 계
속 등장하여 다음 과정 진입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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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만들기
데모 프로젝트를 둘러보았으면 다음은 우리가 직접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추가해봅니다. 다음
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림 2-5]에서 파란색의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추가에 필요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위치 설정’을 한 후에 ‘사용 약관 동의’에 체크합니다.

➊

➋
➌

➍

➎
➏

[그림 2-5] 프로젝트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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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2-6]과 같은 과정으로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그림 2-6] 프로젝트 생성 완료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안드로이드, iOS 등의 모바일 OS의 앱에서 파이어
베이스와 연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파이어베이스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직 없습니
다. 파이어베이스 서비스와의 연동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고요, 먼저 추가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
트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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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설정 항목 살펴보기

프로젝트가 추가되면 파이어베이스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항목을 통해 다른 서비스와
의 연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ID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설정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
니다. 프로젝트 설정 항목은 크게 아래 [그림 2-7]과 같이 구성됩니다.

➊

➋

[그림 2-7] 프로젝트 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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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설정에서 제공하는 항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림 2-7]의 ➋에서 가리키는
항목을 소개하겠습니다.
➊ 일반
➋ 클라우드 메시징
➌ 통합
➍ 서비스 계정
➎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➏ 사용자 및 권한

프로젝트 설정 : 일반
프로젝트 설정에서 ‘일반’에는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ID와 웹 API 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개
용 이름, 지원 이메일이 표시됩니다. 프로젝트에 앱을 추가할 때 내 앱에 추가된 앱 정보를 표시하
게 됩니다.

[그림 2-8] 프로젝트 설정 : 일반

프로젝트 설정 : 클라우드 메시징
프로젝트 설정의 ‘클라우드 메시징’에는 푸시 발송에 필요한 서버 키, 발신자 ID, 웹 구성, iOS 앱
구성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전 서버 키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서버 키를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함
으로써, 이전 서버 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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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프로젝트 설정 : 클라우드 메시지

프로젝트 설정 : 통합
프로젝트 설정의 ‘통합’은 파이어베이스와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동되어 동작할 수 있습니다. 연
동될 수 있는 서비스들에는 AdMob, Google Ads, BigQuery, Display & Videio 360, Google
Play, Slack, Jira 서비스가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서비스와 연동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아래의 [그림 2-10]은
‘통합’ 항목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연동 서비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림 2-10] 파이어베이스와 연동되는 서비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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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애드몹)에서 파이어베이스용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AdMob앱을 파이어베
이스에 연결합니다. 파이어베이스에 앱을 연결하면 파이어베이스용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공
유 설정에 관계없이 AdMob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애널리틱스 데이터가 AdMob으로
전송되어 사용자별 맞춤 광고를 통해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Google Ads(구글 애즈)를 연동하면 설치 유도, 통계 확인, 타켓팅 캠페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
니다. 즉, Ads에 대한 투자가 앱 설치와 인앱에 연관 관계 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사
용될 수 있습니다.
BigQuery(빅쿼리)를 파이어베이스 앱에 연결하면 모든 매개변수 및 사용자 속성과 함께 샘플링되
지 않은 원시 이벤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BigQuery 프로젝트를 파이어베이스 앱에
연결하면 파이어베이스용 구글 애널리틱스와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에서 일별로 이벤트 데
이터를 해당 BigQuery 데이터 세트로 내보냅니다. 데이터 세트를 쿼리하거나 내보내거나 외부 소
스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맞춤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igQuery는 파이어베이스 요금제에서
Blaze 요금제에 가입된 경우에만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Display&Video 360은 구글의 디스플레이 광고 구매 솔루션입니다. 광고주가 Display&Video 360
또는 Campaign Manager에서 연결을 시작하면 파이어베이스의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알림 이메일
이 전송됩니다. 개발자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링크 요청을 검토하고 요청을 승인합니다. 링크
가 승인되면 광고주는 Google Marketing Platform 디스플레이 광고 제품에서 실행되는 광고가 사
용자 유도까지 이끌어 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계정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으며,
연결된 계정이 삭제되면 연결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에서 앱의 Google Marketing Platform 추
적이 사용 중지됩니다.
Google Play(구글 플레이)는 인앱 구매, ANR 이벤트(응답대기), 비정상 종료, 종료 데이터 등에
대한 추적을 진행합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 안드로이드 앱의 in_app_purchase 이벤트를 확인하려
면 Google Play에 연결해야 볼 수 있습니다. Google Play를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에 연결하면
파이어베이스에서 Google Play 데이터(예: 비정상 종료 및 수익 데이터) 및 기능(예: 비정상 종료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고, Google Play Developer Console에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예: 파이
어베이스용 구글 애널리틱스 잠재고객) 및 기능(예: 크래시리틱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lack(슬랙)은 파이어베이스가 감지한 중요한 알림을 Slack에 전송합니다.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
틱스에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이슈,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알림을 제공해줍니다. 알림을 받고 싶
지 않은 경우 파이어베이스에서 오프(off)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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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Slack 연결 설정을 위해 웹훅 URL 설정, 기본 채널, 게시 사용자 이름을 등록하고 기능별 알림을 설정

참
고 웹훅(webhook)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단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외부에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
속적인 데이터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폴링(Polling)을 하는 것보다 웹훅을 통하여 필요할 때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제품에서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로 보고되는 비정상 종료 건수가 급격
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록된 웹훅 URL로 비정상 종료건 수가 급격하게 증가됨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 : 서비스 계정
프로젝트 설정에서 ‘서비스 계정’은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여 통합 Admin SDK를 통
해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인증 등의 다양한 파이어베이스 기능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사용자 관리 및 사용자별 공지
사항 발송과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파이어베이
스 Admin SDK는 전체 관리자 권한으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읽기/쓰기를 할 수 있고,
FCM 서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를 전송합니
다. 또한, 파이어베이스 인증 토큰을 생성 및 검증하며,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과 같은 구글 클라
우드 플랫폼 리소스 및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에 연결된 파이어스토어Firestore 데이터베이스에 액
세스하고 간소화된 관리자 콘솔을 직접 만들어 인증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 조회,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변경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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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서비스 계정에서는 Admin SDK를 통한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설정을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설정 :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설정에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대규모로 사용자 데이
터를 수집 또는 처리하거나, 특정 유형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거나, 정부 당국 또는 공공
기관에 속하는 개발자는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및/또는 EU 담당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림 2-13] 프로젝트 설정 :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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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설정 : 사용자 및 권한
프로젝트 설정에서 ‘사용자 및 권한’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
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추가된 계정에 대해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접근 권한에는 크게 소유자, 편집자, 뷰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 사용자 관리, 권한, 결제 등 모든 파이어베이스 및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리소스

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편집자는 모든 파이어베이스 및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리
소스에 대한 수정 액세스 권한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뷰어는 모든 파이어베이스 및 구글 클라
우드 플랫폼 리소스에 대한 읽기 액세스 권한만 제공됩니다.

[그림 2-14] 프로젝트 설정 : 사용자 및 권한

지금까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프로젝트 설정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
드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사양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추
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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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환경 및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파이어베이스 추가하기

개발 환경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OS 버전과 구글 플레이 서비스 버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ndroid Studio 버전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최신 버전을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이
어베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OS 버전 : API수준 16(젤리빈) 이상

●●

Gradle 버전 : 4.1 이상

●●

Android Studio 버전 : 최신 버전 사용

다음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소개할 텐데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Firebase Assistant로 파이어베이스 추가 : Android Studio 2.2 이상 가능

●●

수동으로 파이어베이스 추가 : Android Studio 2.2 미만 사용할 경우 사용, 프로젝트 구성이 복잡한 경
우 사용

참
고 파이어베이스 어시스턴트(Firebase Assistant)
파이어베이스 어시스턴트는
Android Studio 내에서 파이어
베이스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제공되는 툴입니다.
파이어베이스 어시스턴트 기능
이 Android Studio에서 제공되
기 전에는 파이어베이스 콘솔 사
이트에서 개발자가 직접 관련 내
용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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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하기
파이어베이스에 안드로이드 앱을 추가하기 위해 가장 먼저 Android Studio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그림 2-15]와 같이 패키지명과 앱명을 똑같이 하
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2-15]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Android 4.1 이상 버전(젤리빈)에서만 파이어베이스가 동작하
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버전을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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