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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xxiv

안드로이드 버전이 높아지면서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UI를 만드는 방법도 함께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드로이드 특유의 버전 호환성과 기기의 파편화는 UI 개발에 많은 어

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젯팩 컴포즈Jetpack Compose는 더 빠르게, 더 나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UI를 빌드하기 위해 출시된 안드

로이드의 최신 도구 키트입니다. 적은 수의 코드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고, 직관적인 선언적 UI를 

제공해 앱 상태 변경에 따라 UI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기존의 코틀린 코드와 완벽하게 호

환되며, 실시간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심리스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API 플랫폼에 

직접 접근하고 머티리얼 디자인, 다크 테마, 애니메이션 등을 기본으로 제공해 이전의 방식으로는 구현

하기 어려웠던 멋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젯팩 컴포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신속하고 빠르게 안정적

이고 쾌적하게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UI를 빌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코틀린 언어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데이터 핸들링, 속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데이터 베이스 연동, 샘플 앱

의 개발과 구글 플레이 콘솔을 통한 배포까지 앱 개발의 전체 과정을 다루면서 젯팩이 주는 이점을 충

분히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개발 효율을 한층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먼저 책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 편집 과정에서 도와주신 김정준 부장님과 김경희 교정자님께도 감

사드립니다. 매의 눈으로 책의 잘못된 곳을 잡아주시고 더 좋은 의견을 주시는 베타리더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하는 동안 한결같은 지지를 보

내준 아내와 세 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김모세 드림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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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xxv

  베타리더 후기

류지훈(인핸드플러스)

젯팩 컴포즈에 초점이 맞춰져서 만들어졌고, 자세하게 Preview 이미지를 같이 제공해서 이해가 잘되었

습니다. 챕터별로 충실하게 실습한다면 젯팩 컴포즈에 익숙해질 수 있겠으며, 더불어서 개인 프로젝트 

혹은 실무에서 사용한다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다만,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으로서 아주 디테일한 설

명들이 있다 보니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꼼꼼히 보길 추천합니다.

안용호(숭실대학교)

최근 선언형 UI가 증가하면서, 안드로이드도 XML에서 젯팩 컴포즈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

존 XML 기반과 비교할 때 재사용성 개선을 비롯, 데이터 및 상태 관리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

로 컴포즈는 앞으로 빠르게 XML 뷰를 대체하리라 예상됩니다. 이 책은 코틀린과 안드로이드의 기초를 

다루면서도, 컴포즈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괄함으로써 초심자뿐만 아니라 기존 개발자에게도 큰 도움

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컴포즈는 아직 인터넷상의 자료도 적고, 공식 문서도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등의 

문제로 학습 난이도가 비교적 있었고, 저 또한 그러한 문제를 겪으며 제대로 컴포즈를 다루고 있는 것

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이드 서적이 출간되면서 앞으로 주류 기술이 될 것이 확실한 

컴포즈를 다시 익혀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매우 즐거웠습니다. 

오동주(SW개발자)

안드로이드 앱은 화면을 그릴 때 대부분 XML로 뷰를 개발했습니다. 최근에 UI 컴포넌트의 재사용성

을 극대화한 툴킷인 젯팩 컴포즈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XML을 사용하지 않고 코틀린 코

드만으로 대부분의 UI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컴포즈를 사용해 개발하면 앱의 용량이 크게 줄어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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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이 책은 안드로이드 최신 기술 기법이 잘 정리된 책이라 기존에 안드로이드 개발

을 하던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컴포즈 관련 책이 없었는데 제이펍에서 가장 먼저 

국내에 출판하게 되어서 기뻤고 컴포즈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석곤(아이알컴퍼니)

안드로이드에서 요즘 가장 큰 변화를 두 가지 뽑으면 코틀린 언어, 그리고 바로 젯팩 컴포즈입니다. 컴

포즈의 구성요소들은 코틀린 함수로 만들어졌으며, 재사용이 쉽고 코드가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

다. 이 책은 코틀린의 기본 사용법과 젯팩 컴포즈 사용법에 대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잘되

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컴포즈의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속도와 개발 생산성을 느껴보시기를 바랍

니다.

전호은(코웨이)

안드로이드 15년 차 개발자로, 컴포즈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했으나 책을 보면서 디테일한 부분

과 추가적인 기능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바로잡게 되었네요. 컴포즈 

입문용으로는 최고인 책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xxvi

핵심만 골라 배우는 젯팩 컴포즈(본문)최종.indd   26핵심만 골라 배우는 젯팩 컴포즈(본문)최종.indd   26 2022. 11. 28.   오후 12:212022. 11. 28.   오후 12:21



1

11
C H A P T E R

들어가며

이 책은 젯팩 컴포즈Jetpack Compose 1.1, 안드로이드 스튜디오Android Studio, 코틀린Kotlin을 이용해 안드로

이드 앱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이 책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 연산자, 제어 흐름, 함수, 람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포함해서 코틀린 프로

그래밍 언어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다.

젯팩 컴포즈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아키텍처에 관한 핵심 개념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인 컴포즈 

디벨롭먼트 모드Android Studio in Compose development mode 투어를 통해 제공한다. 이 책은 커스텀 컴포저

블custom composable 생성과 이를 활용한 행, 열, 박스, 리스트 컴포넌트를 포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상태 프로퍼티를 이용한 데이터 핸들링을 포함해 모디파이어modifier, 내비게이션 바navigation bar,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비게이션 같은 핵심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념도 다룬다. 그리고 재사용

할 수 있는 커스텀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들도 살펴본다.

이 책은 그래픽 그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니메이션과 트랜지션, 그리고 제스처 핸들링에 관해서

도 설명한다.

뷰 모델, SQLite 데이터베이스, Room 데이터베이스 접근, Database Inspector, 라이브 데이터live data, 

커스텀 테마 생성에 관해서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앱을 패키징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에 공개하는 방법까지 설명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자세한 튜토리얼 방식의 실습과 함께 진행하며,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샘플 소스 코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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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들어가며2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안드로이드 

SDK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윈도우Windows, 맥Mac, 리눅스Linux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

한다.

 1.1   코틀린 개발자에게
이 책은 기존 코틀린 프로그래머들은 물론 코틀린과 젯팩 컴포즈 앱 개발 모두를 처음 접하는 독자

들을 위해 썼다. 여러분이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다면 코틀린과 관련된 장들은 건너뛰어

도 좋다.

 1.2   코틀린을 처음 접하는 개발자에게
여러분이 코틀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한다면 책 전체를 읽는 것을 권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읽기 바란다.

 1.3   샘플 코드 다운로드
예시에서 이용한 소스 코드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URL  https://github.com/moseskim/jetpack-compose-essentials( 단축 URL  https://bit.ly/jetpack-essentials)

코드 샘플의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다음 단계로 로드할 수 있다.

1� Welcome	to	Android	Studio 다이얼로그에서 Open 버튼 옵션을 클릭한다.

2� 프로젝트 선택 다이얼로그에서 임포트할 프로젝트를 포함한 폴더를 선택한 뒤, OK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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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컴포즈 프로젝트 개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했으므로, 다음으로 젯팩 컴포즈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본

다. 이번 프로젝트는 컴포즈의 몇 가지 기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간단히 만든 것이며, 컴포즈가 실

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고 책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면서 만들어갈 초기 성공을 위한 예시

다.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의 올바른 설치 및 구성을 확인하는 역할도 겸한다.

이번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컴포즈 프로젝트 템플릿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컴포즈 기반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 주요 구성 영역을 살펴본다. 다음 장에

서는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 간단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

3장과 4장에서는 프로젝트 안에서 이용하는 컴포즈의 주요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프로젝트를 

완료했을 때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있더라도, 튜토리얼의 모든 영역을 뒤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안심

하고 진행하기 바란다.

 3.1   프로젝트 개요
완성된 프로젝트는 2개의 텍스트 요소와 1개의 슬라이더로 구성된

다. 슬라이더를 이동하면 현재 값이 첫 번째 텍스트 컴포넌트에 표

시되고, 두 번째 텍스트 인스턴스의 글꼴 크기가 현재 슬라이더의 

위칫값과 일치하도록 변경된다. 최종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앱에 그

림 3-1과 같이 표시된다.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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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컴포즈 프로젝트 개요16

 3.2   프로젝트 만들기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Welcome to Android Studio 화면이 나타난다(그림 3-2).

그림 3-2

이 창이 나타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다. 새 프로젝트를 생

성할 때는 New Project 버튼을 클릭해 New Project 마법사의 첫 번째 화면을 표시한다.

 3.3   액티비티 만들기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생성할 초기 액티비티activity 유형을 정의한다. 왼쪽 패널에서는 플랫

폼 유형을 제공하는데 Phone and Tablet을 선택한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다

양한 액티비티를 선택할 수 있으나, 컴포즈를 함께 이용하는 사전 구성된 프로젝트를 이용하려면 

Empty Compose Activity 항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옵션을 선택한 뒤 Next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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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프로젝트 및 SDK 설정 정의하기 17

그림 3-3

 3.4   프로젝트 및 SDK 설정 정의하기
프로젝트 설정 창(그림 3-4)에서 Name 필드에 ‘ComposeDemo’를 입력한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참조 및 식별을 위해 이용하는 이름이며, 완성된 애플리

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판매할 때도 이 이름을 이용한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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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컴포즈 프로젝트 개요18

Package name은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식별값

으로 이용된다. 앱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문자열이라면 어떤 것이든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

으로는 도메인 이름 뒤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입력하는 역방향 URL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도메

인이 www.mycompany.com이고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ComposeDemo이면 패키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com.mycompany.composedemo

도메인 이름이 없다면 회사 도메인 필드에 다른 문자열을 입력하거나 테스트용 example.com을 사

용해도 된다. 단, 애플리케이션을 게시할 때는 이를 변경해야 한다.

com.example.composedemo

Save location 설정은 기본적으로 홈 디렉터리 안의 AndroidStudioProjects 폴더로 설정되며, 현재 

경로 설정값이 표시된 텍스트 필드 오른쪽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다.

Minimum SDK는 API 26: Android 8.0 (Oreo)로 설정한다. 최신 버전에서만 동작하는 기능을 제공하

지 않는 한, 이 책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최소 SDK로 이용한다. 이 책에서는 

안드로이드 SDK를 이용해 앱을 빌드하는 동시에,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예: 안드로이드 8.0까지)가 

실행되는 기기와의 호환성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inimum SDK 설정 아래에 표시되는 텍

스트는 앱이 실행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현재 이용 비율을 나타낸다.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안드로이드 버전에 관한 분석 전체를 보려면 Help me choose 링크를 클릭한다.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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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는 코틀린에서만 작동하므로 Language 메뉴는 Kotlin으로 사전 설정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없다. Finish 버튼을 클릭해 프로젝트를 만든다.

 3.5   예제 프로젝트 미리 보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최소한의 예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성한 뒤 기본 창에 표시한다(그

림 3-6).

그림 3-6

새로 생성된 프로젝트 및 관련 파일들은 기본 프로젝트 창 왼쪽의 Project 도구 창에서 참조할 수 

있다. Project 도구 창은 정보를 표시하는 여러 모드를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이 패널은 안드로이

드Android 모드에 있어야 한다. 이 설정은 그림 3-7에 표시된 것처럼 패널 상단 메뉴를 이용해 제어한

다. 패널이 안드로이드 모드가 아니라면 이 메뉴에서 모드를 전환한다.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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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메인 액티비티(한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또는 모

듈에 해당한다)는 MainActivity.kt 파일에 포함된다. 이 파일은 app ➞ java ➞ com.example.

composedemo 아래에 위치한다(그림 3-8).

그림 3-8

이 파일을 더블클릭해 메인 코드 편집기editor 패널에 로드한다. 편집기는 코드를 작성할 때 다양한 

모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컴포즈를 이용해 작업할 때는 분할Split 모드가 가장 유용하다. 현재의 

모드는 그림 3-9에서 A로 표시한 버튼을 이용해 변경할 수 있다. 분할 모드는 코드 편집기( B )와 

함께 현재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나타날 미리 보기Preview 패널( C )을 표시한다.

A

C

B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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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MainActivity.kt 파일에 ‘Hello Android’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설정된 

Text 컴포넌트 코드를 사전에 제공한다.

프로젝트가 아직 빌드되지 않았다면 미리 보기 패널에 그림 3-10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된다.

그림 3-10

이 알림이 표시되었다면 Build & Refresh 링크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빌드한다. 빌드가 완료되

면 미리 보기 패널이 업데이트되고 MainActivity.kt 파일에 정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된다.

그림 3-11

 3.6   메인 액티비티 살펴보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하나 이상의 액티비티activity 조합으로 생성된다. 액티비티는 단일 애플리

케이션의 독립적인 모듈이며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및 관련된 기능과 직접 연관되어 있거

나, 관련된 화면 집합에 대한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일정 애플리케이션이라면 현재 날

짜에 설정된 약속을 표시하는 액티비티 화면이 포함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새로운 

약속을 입력하고 기존 약속을 편집할 수 있는 다중 화면으로 구성된 두 번째 액티비티를 포함할 수

도 있다.

ComposeDemo 프로젝트를 만들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앱에 관한 하나의 초기 액티비티를 만

들고, MainActivity라는 이름으로 MainActivity.kt 파일에 일부 코드를 생성했다. 이 액티비티는 

기기에서 앱을 실행할 때 표시되는 첫 번째 화면을 포함한다. 다음 장부터 요구사항과 관련된 코드

를 수정하기에 앞서 MainActivity.kt 파일에 포함된 코드를 확인해 보자.

파일은 다음 줄로 시작한다(com.example이라는 도메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코드가 다를 수도 있다).

package com.example.compose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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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은 해당 파일에 선언된 클래스와 함수가 프로젝트 생성 시 설정한 com.example.composedemo 

패키지에 속한다는 것을 빌드 시스템에 알린다.

다음으로 일련의 import 지시문들이 이어진다. 안드로이드 SDK는 안드로이드 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대한 라이브러리 모음으로 구성된다. 이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앱에 포함

시키면 그 크기가 너무 커져 모바일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앱에 임포트한다.

import android.os.Bundle
import androidx.activity.ComponentActivity
import androidx.activity.compose.setContent
import androidx.compose.material.MaterialTheme
import androidx.compose.material.Surface
import androidx.compose.material.Text
.
.

초기에 임포트 리스트는 편집 공간의 절약을 위해 ‘접혀folded’ 있을 수도 있다. 그림 3-12에 표시한 

‘+’ 버튼을 클릭하면 임포트 리스트가 펼쳐진다.

그림 3-12

다음으로 MainActivity 클래스는 안드로이드 ComponentActivity 클래스의 서브클래스로 선언

된다.

class MainActivity : ComponentActivity() {
.
.
}

MainActivity 클래스는 onCreate() 형태의 단일 메서드를 구현한다. 이 메서드는 안드로이드 런

타임 시스템에서 액티비티가 시작될 때 호출되는 첫 번째 메서드이며, 컴포즈 도입 이전의 앱 개발 

방식의 결과물이다. 여기서 onCreate() 메서드는 메서드가 포함된 액티비티, 그리고 해당 액티비티 

안의 Compose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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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ride fun onCreate(savedInstanceState: Bundl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 {
        ComposeDemoTheme {
            .
            .
        }
    }
}

이 메서드는 액티비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용을 ComposeDemoTheme라는 컴포저블 함수에서 제

공함을 선언한다. 이 컴포저블 함수는 Project 도구 창의 app ➞ <패키지 이름> ➞ ui.theme 폴더 

아래의 Theme.kt 파일에 선언되어 있다. 이 함수는 ui.theme 폴더의 다른 파일들과 함께 액티비티

에서 사용할 색상, 글꼴, 모양을 정의하고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전체 테마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중심 영역이다.

ComposeDemoTheme 컴포저블 함수에 대한 호출은 Surface 컴포저블을 포함하도록 설정된다. 

Surface는 내장 컴포즈 컴포넌트이며 다른 컴포저블의 배경을 제공한다.

ComposeDemoTheme {
    // 테마의 'background' 색상을 이용하는 서피스 컨테이너 
    Surface(
        modifier = Modifier.fillMaxSize(),
        color = MaterialTheme.colors.background
        .
        .
    )
}

여기서 Surface 컴포넌트는 전체 화면을 채우고 배경 색상을 안드로이드의 머티리얼 디자인 테마

Material Design theme에 정의된 표준 색상으로 설정한다. 머티리얼 디자인은 모든 안드로이드 앱에서 일

관된 형태와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에서 개발한 디자인 지침이다. 머티리얼 디자인에는 테마(글

꼴 및 색상 포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예: 버튼, 텍스트 및 텍스트 필드 범위), 아이콘 등이 포함

되며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이 사용자 상호작용에 대해 어떻게 보이고 응답해야 하는지 정의되

어 있다.

마지막으로, Surface는 Greeting이라는 이름의 컴포저블 함수를 포함하며 이 함수는 "Android"

라는 문자열을 전달받는다.

ComposeDemoTheme {
    // 테마의 'background' 색상을 이용하는 서피스 컨테이너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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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er = Modifier.fillMaxSize(),
        color = MaterialTheme.colors.background
    ) {
        Greeting("Android")
    }
}

MainActivity 클래스 밖의 액티비티 안에서 첫 번째 컴포저블 함수 선언이 나타난다. 이 함수의 

이름은 Greeting이며, @Composable 애너테이션annotation을 이용해 컴포저블로 표시된다.

@Composable
fun Greeting(name: String) {
    Text(text = "Hello $name!")
}

이 함수는 문자열 파라미터(name)를 받아 내장 Text 컴포저블을 호출한다. 이때 "Hello" 문자열과 

name 파라미터를 통해 받은 값을 전달한다. 이후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분명해지겠지만, 컴포저블 

함수는 컴포즈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빌딩 블록이다.

MainActivity.kt 파일에 선언된 두 번째 컴포저블 함수는 다음과 같다.

@Preview(showBackground = true)
@Composable
fun DefaultPreview() {
    ComposeDemoTheme {
        Greeting("Android")
    }
}

이번 장 앞부분에서 앱을 컴파일 및 실행하지 않아도 미리 보기 패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

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미리 보기 렌더링이 onCreate() 메서드의 코드에 의해 

생성된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메서드는 앱이 기기나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될 때만 호출된

다. 미리 보기는 미리 보기 컴포저블 함수에 의해 만들어진다. 함수에 연결된 @Preview 애너테이션

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게 이 함수가 미리 보기 함수이며 함수에서 내보내는 콘텐츠를 미리 보기 

패널에 표시할 것임을 알린다. 책의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단일 액티비티에는 다양한 데이터값을 이

용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특정 영역을 미리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여러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미리 보기는 @Preview 애너테이션에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머

지 표준 안드로이드 화면 데커레이션을 미리 보려면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 애너테이션을 수정한다.

@Preview(showSystemUi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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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기가 업데이트되면 그림 3-13과 같이 렌더링되어 표시된다.

그림 3-13

 3.7   미리 보기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미리 보기 패널이 활성 상태이며 미리 보기를 구성하는 컴포저블 함수의 

사소한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 동작을 확인하려면 DefaultPreview() 미리 

보기 컴포저블 함수에서 Greeting 함수에 대한 호출을 수정해, 이름을 "Android"에서 "Compose"

로 변경해 본다. 코드 편집기의 내용을 변경하면 해당 내용이 미리 보기에 반영된다.

더 중요한 변경사항은 빌드 및 새로고침을 해야 미리 보기에 반영된다. 빌드나 새로고침이 필요한 

경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미리 보기 패널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알림을 표시한다.

그림 3-14

Build & Refresh 링크를 클릭하면 최신 변경사항이 미리 보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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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C H A P T E R

코틀린 개요

안드로이드 개발은 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젯브레인스

JetBrains가 만든 IntelliJ IDEA 개발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이 출시되기 전, 

모든 안드로이드 앱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작성되었다(필요한 경

우 가끔 C++ 코드도 이용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이 출시된 이후에는 코틀린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다. 이 언어의 모든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코틀린 

언어에 관한 설명만으로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다). 이번 장과 이어지는 6개 장에서는 코틀린을 이용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이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앱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1.1   코틀린이란 무엇인가?
코틀린은 젯브레인스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자바에 이어 프로그래밍 언어 명명 관습에 따

라 발트해에 위치한 모 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코틀린 코드는 이해 및 작성이 쉬우며, 다른 여

러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안전하다. 언어, 컴파일러, 관련 도구들은 모두 오픈소스이고 아파치Apache 2 

라이선스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코틀린 언어의 주요 목표는 간결하고 안전한 코드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코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코드를 간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결함은 코드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틀린은 안전성 측면에서 몇 가지 피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피처들은 런타임에서 코드가 크래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드는 대신, 코드를 작성할 때부터 잠

재적인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코틀린 디자인 및 구현의 세 번째 목표에는 자바와의 상호 운용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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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코틀린과 자바
자바는 1995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서 처음 소개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널리 이용되

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코틀린이 도입되기 전 출시된 모든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로 작성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인수한 후,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자바 기반 코드를 실행

하기 위한 컴파일, 런타임 환경 조성과 최적화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코틀린은 과거의 것을 재발명하기보다는 자바와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코틀린 코

드를 컴파일하면 자바 컴파일러에서 생성한 것과 동일한 바이트코드가 생성되며, 자바와 코틀린 코

드를 조합해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다. 덕분에 기존 자바 프레임워크과 라이브러리를 코틀린 코

드 안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바 안에서 코틀린 코드를 호출할 수도 있다.

코틀린 제작자들은 기존 언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자바의 많은 기능은 굳이 변경할 필

요가 없음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사람들은 익숙한 많은 기술을 코틀

린 기반 개발로 이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스위프트Swift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다면 코틀린

을 학습할 때 친숙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11.3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변환하기
코틀린과 자바는 상호 운용성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의 자바 코드를 코틀린으로 변환할 필

요는 없다. 두 언어는 동일 프로젝트 안에서 쉽게 공존할 수 있다. 즉, 자바 코드는 내장된 자바/코
틀린 컨버터Java to Kotlin converter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코틀린으로 변환할 수 있다. 전

체 자바 소스 파일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드 편집기에 로드한 뒤 Code ➞ Convert Java File to 

Kotlin File 메뉴 옵션을 선택하면 자바 코드를 코틀린 코드로 변환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드 편집기 내에서 코드를 잘라 기존 코틀린 파일에 붙여 넣으면 자바 코드 블록이 코틀린으로 변

환된다.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항상 최상의 코드로 변환되지는 않으므로, 변환 

후 코드를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11.4   코틀린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이상에서 기본으로 통합되어 있는 코틀린 플

러그인을 통해 코틀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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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코틀린을 이용해 실험하기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때는 코드 스니펫 입력 및 실행 방법을 살펴보면 유용하다. 코틀

린을 이용할 때는 https://play.kotlinlang.org에서 제공하는 코틀린 플레이그라운드Kotlin Playground를 이

용하면 효과적이다(그림 11-1).

그림 11-1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코틀린 코드를 빠르게 입력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외에 작동 중인 주요 

코틀린 기능을 보여주는 예제와 튜토리얼도 제공한다.

브라우저 창을 열고 플레이그라운드로 이동한 다음, 기본 코드를 입력해 코틀린 코드를 실행해 본다.

fun main(args: Array<String>) {

    println("Welcome to Kotlin")

    for (i in 1..8) {
        println("i = $i")
    }
}

위의 코드를 입력한 뒤 Run 버튼을 클릭하면 콘솔 패널에 그림 11-2와 같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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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11.6   코틀린에서의 세미콜론
자바,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코틀린에는 각 명령문이나 표현식 끝에 세미콜론(;)이 필

요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은 유효한 코틀린 코드다.

val mynumber = 10
println(mynumber)

세미콜론은 같은 줄에 여러 문장을 기술할 때만 이용한다.

val mynumber = 10; println(mynumber)

 11.7   정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개발자는 자바 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앱을 작성할 

수 있는 대안을 갖게 되었다. 코틀린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반 개발 환경을 만든 젯브레인스에

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코틀린은 좀 더 안전하고,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코드를 목

표로 한다. 코틀린은 자바와도 매우 잘 호환되므로 두 언어로 작성한 코드는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상호 운영성 덕분에 코틀린을 이용해 개발할 때도 대부분의 표준 자바 및 자

바 기반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이후 버전에서 번들로 설치되는 플러그인을 통

해 코틀린을 지원한다. 이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자바 코드를 코틀린으로 변환할 수도 있다.

온라인 플레이그라운드는 코틀린 학습 시 코드를 빠르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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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C H A P T E R

컴포즈 개요

앞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사항을 살펴봤으므로, 이

제 젯팩 컴포즈에 관해 살펴본다.

젯팩 컴포즈는 구글의 모든 운영체제 플랫폼용 앱 개발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컴포

즈는 앱을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하게 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버그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요소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특별한 추

가 요소인 컴포즈와 결합되었으며, 개발 과정에서 앱의 대화형 미리 보기를 이용해 거의 실시간으

로 컴포즈 프로젝트를 테스트할 수 있다.

컴포즈는 선언적declarative인 동시에 데이터 주도적data-driven이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이에 관

해서는 이번 장 후반에 살펴본다.

이번 장에서는 상위 수준에서 컴포즈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프로젝트 안에서의 실질적인 구현 측

면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구현과 실제 예시들은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18.1   컴포즈 이전의 개발
컴포즈가 제공하는 선언적 구문의 의미와 장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컴포즈가 도입되기 전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의 디자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

디어에서 ADKAndroid Development Kit를 구성하는 관련 프레임워크 집합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앱을 만

들었다.

앱 화면을 구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레

이아웃 편집기Layout Editor 도구를 제공했다. 레이아웃 편집기는 앱 화면을 구성하는 개별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XML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레이아웃 편집기에서는 컴포넌트(버튼, 텍스트, 텍스트 필드, 슬라이더 등)를 위젯 팔레트로부터 레이

아웃 캔버스의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앱 화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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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scene에서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다양한 프로퍼티 패널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해당 컴포넌

트들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었다.

화면 레이아웃의 동작(기기마다 다른 화면 크기에 대한 반응이나 세로/가로 기기 방향 변경 등)은 제약 범

위 설정을 통해 디자인했다. 이 제약 범위는 레이아웃에서 각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창과 다른 요소

들의 관계에 따라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이벤트(예: 버튼 탭, 슬라이더 동작 등)에 반응하는 모든 컴포넌트는 이벤트를 처

리하는 앱의 소스 코드 메서드에 연결된다.

개발 프로세스의 여러 지점에서 앱을 컴파일하고, 시뮬레이터 또는 실제 기기에서 실행하면서 결과

물이 작동하는지 테스트해야 했다.

 18.2   컴포즈의 선언적 구문
컴포즈가 도입한 선언적 구문은 과거 레이아웃 편집기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및 동

작 구현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다. 컴포즈를 이용하면 씬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모양과 레이아웃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직접 디자인하지 않고도,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문을 이용해 씬을 기술할 수 있

다. 즉, 컴포즈를 이용하면 레이아웃을 빌드하는 접근 방식의 복잡성에 신경 쓰지 않고 사용자 인

터페이스가 표시되는 방식을 선언함으로써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레이아웃에 포함할 컴포넌트 선언, 레이아웃 관리자의 종류(열, 행, 상자, 리스트 등) 

지정, 버튼의 텍스트나 라벨의 전경색 또는 탭 제스처 이벤트에 호출할 핸들러 같은 속성 설정을 포

함한다. 프로그래머가 선언만 하면 레이아웃 배치, 제한, 렌더링 방법에 관한 모든 복잡한 세부 사

항은 컴포즈가 자동으로 처리한다.

컴포즈의 선언은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재사용 가능한 커스텀 서브 뷰를 

조합함으로써 복잡한 뷰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레이아웃의 모양 변경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미리 보기 캔버스를 제공하므

로 레이아웃을 선언하고 테스트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대화형 미리 

보기 모드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미리 보기 캔버스 안에서 앱을 실행하고, 시뮬레이터나 실제 

기기에서 앱을 빌드해서 실행하지 않고도 완전히 테스트할 수 있다.

컴포즈 선언 구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은 19장 ‘컴포저블 함수 개요’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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