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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소개한 URL 등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2와 안드로이드 11 버전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번역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Arctic Fox(4.2 다음 버전)’에 맞춰 업데이트하여 출간합니다. 
또한 Arctic Fox의 다음 버전인 Bumblebee를 사용해도 이 책 코드를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이 책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예제 프로젝트 파일은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https://github.com/Jpub/ASDE_Kotlin(단축 URL: https://bit.ly/ASDE11)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jcspro@hanafos.com
- 출판사: help@j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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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정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 진심의 표현입니다.
용어 하나하나, 내용 모두에 걸쳐 심사숙고하였으며, 실습용 프로젝트 코드의 작성 및 수정과 테스
트를 병행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
심적인 내용을 알려 줍니다. 즉,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능과 활용법은 물론이고, 최신의 핵심적
인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기법도 자세하게 가르쳐 줍
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실습 프로젝트로 구성하여 독자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체험하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배우고 시작하려는 분들과 최신의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알고자 하는 기존 개발자분들께 적극 권하고 싶
은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모든 내용을 최신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Arctic Fox 버전에 맞춰 작성하였으며, 프로젝트 코드는 Arctic

Fox 버전과 Bumblebee 버전 모두에서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2. 용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설명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3. 책의 각종 프로젝트를 독자 여러분이 만들면서 실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함을 수정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아낌없는 배려와 수고를 해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장성두 대표님
과 김정준 부장님, 그리고 좋은 책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성남 교정자님과 성은경 디
자이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옮긴이 심재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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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제룡(NCSOFT)
이 책은 개발 툴 → 개발 필요지식 → 개발 언어 순으로 진행됩니다. 초반부에서 툴의 세세한 내용
까지 설명해 주고, 다양한 OS 환경에서 단축키나 환경설정에 대해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
었습니다. 다만, 너무 자세한 감이 있으니 단축키를 다루는 8장부터 시작하면 좀 더 흥미롭게 책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앞 챕터로 되돌아가 읽는 방법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집필되
어 있어서 체계적인 지식을 얻기에 좋았습니다. 또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레
퍼런스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김진영(야놀자)
새로운 기술을 접해 보고 시도해 볼 때는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미 그
기술에 익숙해서 당연하지만, 책을 읽고 시도하는 사람에겐 당연하지 않은 내용이 나올 때가 그 난
관 중 하나죠. 그로 인해 학습 의욕이 꺾이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러한 순간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만약 이런 상황이면 이런 조치를 취해 보면 된다고 말해 주는 점과 각 챕터의 호흡이 짧은 점
이 좋았습니다.
류지훈(인핸드플러스)
개발 언어부터 개발 도구를 다루는 방법까지 안드로이드 개발의 A to Z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
은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기에 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는 생각으로 읽으면 지칠 수 있으니 어떻게 공부할지 목차를 보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책들과 다르게 설명이 엄청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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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필(파수)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자제품 매뉴얼같이 디테일이 돋보이는 안드로이드 입문서’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이 책의 장점은 책 한 권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스튜디오, 코틀린, 안드로이드 지식
을 알 수 있으며,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난이도는 초급 개발자들
대상이며, 꼼꼼히 읽을 필요가 없다면 옆에 두고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도 안드로이드 개발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상세하고 양이 방대해서 지은
이와 옮긴이 모두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과 함께, 굳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실한 책이었습니다.
안용호(숭실대학교)
안드로이드 개발 입문자뿐만 아니라 초급 개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
은 최근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구글이 권장하는 MAD(모던 안드로이드 개발) 중 핵심적인 부분
을 설명과 예제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API 및 라이브러리와 오래된 예제
들 사이에서 답답함을 느꼈다면 이 책이 정말 반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최근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API나 라이브러리를 빠르게 변경해 나가면서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2016~17년도 즈음의 예
제와 2020~21년도 즈음의 예제가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명주기 관련한

Jetpack 라이브러리의 추가로 Activity의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Bundle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변화는 단순히 deprecated 예제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이기에 초보자에게 더
큰 혼동을 주기 충분했었지만, 친절하게 설명된 이 책을 통해 보다 빠르게 최신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윤영철(SOCAR)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컴포넌트를 접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챕터의 호흡이 비교적 짧아
서 읽기 지루하지 않고, 꼭 필요한 컴포넌트의 중요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구성이 알차다고 생각했
습니다. 난이도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깊은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를
한두 번 접해 본 독자들은 이 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석곤(엔컴)
최신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94개의 챕터로 상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입문자를 위
해서 처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부터 프로젝트 세팅, 코틀린 기초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초 기술부터 고급 기술 그리고 배포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코틀린과 안드로이드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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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추천합니다. 다만, 개념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되어 있으
나 도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진(휴맥스)

Treble이나 JetPack 적용 등으로 안드로이드 OS 변화가 매우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이 책은 Arctic
Fox 버전을 기반으로, 특히 JetPack ViewModel과 다양한 UI Component를 다루는 것이 흥미롭습
니다. 전체적으로 90개가 넘는 방대한 주제를 코틀린 기반으로 다루고 있어서, 많은 안드로이드 개
발자에게 유익한 지식을 공유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타를 발견하기가 힘들고 안드로이드
한글 기술 문서의 용어를 사용해서인지 어색한 번역 용어도 없었을 만큼 베타리딩 단계에서도 완성
도가 높았습니다.
정태일(삼성SDS)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코틀린을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잘 구
성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에 처음에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어렵지 않게 기술되어 빠르게 읽혔고,
예제 코드를 따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덧 기초를 튼튼히 잡아 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반으로 앱 개발을 배워 보려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엄청난 분량에 비해 오타
나 잘못된 코드가 꽤 적었고, 쉽게 읽혀서 좋았습니다. 역자께서 꼼꼼하면서도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번역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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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018년에 구글은 안드로이드 Jetpack을 개발자 커뮤니티에 발표하였다. 현대적이고 신뢰성 있는 안
드로이드 앱을 더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Jetpack은 각종 도구와 라이브러리 및 아키
텍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Jetpack의 주요 요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 현대적 앱 아키텍처 지침으로 구성

된다. 이 책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배운다.
이 책의 목표는 최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과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최신의 안드
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을 나타내는 형
식이 달라져서 4.2 이후 버전부터는 번호 대신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명칭이 사용된다. 현재 확정된 버전 명칭
은 Arctic Fox와 Bumblebee가 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알려 준
다.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흐름 제어, 함수, 람다lambda를 비롯한 코틀린 프로그래밍의 핵심 요소를 배
운다. 그리고 각종 도구 창, 코드 편집기, 레이아웃 편집기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주요 기능
과 사용법을 살펴본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예를 들어, ConstraintLayout과 ConstraintSet을 사용)하고 작성하는 방법도 자세히 배운다.
이와 더불어 뷰 모델, 생명주기 관리, Room 데이터베이스, 앱 내비게이션, 데이터 바인딩과 같은 안
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여러 장에 걸쳐 배운다.
또한, 인텐트intent, 터치스크린 처리, 제스처 인식, 카메라 사용,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과 녹화, 인
쇄, 애니메이션 화면 전환, 클라우드 기반 파일 스토리지, 폴더블 장치 지원, 알림 등의 여러 고급
주제도 배운다. 이 외에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에 앱을 제출하는 방법도 배운다.
그리고 플로팅 액션 버튼, 스낵바, 탭 인터페이스, 카드 뷰, 내비게이션 드로어, 컬랩싱 툴바를 포함
한 머티리얼material 디자인의 개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알아본다.
더불어 직접 응답 알림, 다중 창 지원, 앱 링크와 같은 안드로이드의 새 기능에 대한 사용법은 물
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파일러, 그래들 빌드 구성에 관해서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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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던지 간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경험만 있으면 된다. 그
리고 윈도우Windows나 맥Mac 또는 리눅스Linux가 실행되는 컴퓨터가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
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으면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책의 모든 본문과 그림 및 프로젝트 코드
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최신 버전(Arctic Fox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1 소스 코드 다운로드하기
이 책에 나오는 각종 예제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은 다음 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 예제 프로젝트 코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Arctic Fox 버전을 사용해서 작성되었다. 따
라서 2장의 2.4절에서 설명하는 것을 참고하여 Arctic Fox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Arctic Fox 다음으로 개발 중인 Bumblebee 버전을 사용해도 된다.)
URL

https://github.com/Jpub/ASDE_Kotlin

예제 프로젝트 코드를 참고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로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Welcome to Android Studio 대화상자(웰컴 스크린)에서 왼쪽의 Projects를 선택하고 Open 버튼을 클

릭하거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메뉴의 File  Open...을 선택한다.

2. ‘프로젝트 선택’ 대화상자가 나오면 열려는 프로젝트 관련 파일이 있는 서브 디렉터리(프로젝트 이름과 동일
함)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한다. 예를 들어, 3장의 AndroidSample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Ch03 밑에 있

는 AndroidSample 서브 디렉터리를 선택한다(프로젝트가 열리면서 혹시 ‘Trust Gradle Project?’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Trust Project 버튼을 클릭한다).

3. 만일 Sync Android SDKs 대화상자가 나오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안드로이

드 SDK 디렉터리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Android Gradle Plugin Upgrade

Assistant’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Begin Upgrade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대화상자가 나오면 Upgrade
버튼을 눌러서 그래들 플러그인 버전을 업데이트한다.

4. 프로젝트가 로드된 후 아무 창도 열려 있지 않으면 Alt + 1[맥OS에서는 Cmd + 1] 키를 같이 눌러 프로

젝트 도구 창을 연 후 필요한 파일을 편집기 창으로 로드한다.

(프로젝트가 열린 후 소스 코드에 빨간색으로 에러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 있을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
뉴의 Build  Rebuild Project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다시 빌드하면 에러가 없어질 것이다.)

이 책의 실습 프로젝트에서는 ‘최소 SDK 버전’을 안드로이드 8(API 26)로 사용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
할 때는 안드로이드 11(API 30) AVD 에뮬레이터emulator를 주로 사용했으며, 경우에 따라 실제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만일 다운로드한 프로젝트 소스를 에뮬레이터가 아닌 각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으로 실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장치의 안드로이드 버전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버전으로 ‘최소 SDK
버전’을 변경해야 한다. 이때는 프로젝트 도구 창의 Gradle Scripts  build.gradle (Module: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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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app)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편집기에 로드한 후, minSdkVersion 번호를 해당 안드로이드 버전의

API 레벨 번호로 수정하고 실행하면 된다(그림 1-1). [참고로, 안드로이드 버전과 API 레벨 번호의 예는 다
음과 같다. 안드로이드 5.0(21), 5.1(22), 6.0(23), 7.0(24), 7.1.1(25), 8.0(26), 8.1(27), 9.0(28), 10.0(29).]

그림 1 - 1

1.2 단축키와 코드 표기
이 책에서는 두 개 이상의 키보드 키를 누를 때 ‘+’ 기호로 표시하였다(예를 들어, Alt 키와 Enter
키를 같이 누를 때는 Alt+Enter). 또한, 단축키는 ‘윈도우 키[맥OS 키]’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Alt+Enter[Option+Return].
본문에 나타나는 키워드, 클래스, 인터페이스, 함수, 애노테이션은 고정폭 글꼴Fixed Font Width로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그리고 삭제해야 할 소스 코드는 글자 중앙에 취소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추
가되는 코드는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강조할 단어와 입력이나 마우스 클릭 등을 나
타내는 경우에는 고딕체로 표시하였다.

1.3 독자 A/S
여러분이 만족하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 혹시 오류를 발견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jcspro@
hanafos.com 혹은 help@jpub.kr로 메일을 보내 주기 바란다.

1.4 오탈자
이 책의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혹시 오탈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내용은
제이펍(www.jpub.kr)의 이 책 소개 페이지에 있는 정오표 코너에서 안내하겠다.

1.4 오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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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개발 환경 구성하기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플랫폼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를 설치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 설
치 패키지에는 안드로이드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코틀린 플러그인, OpenJDK가 포함되어 같이
설치된다. 따라서 JDKJava Development Kit나 안드로이드 SDK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필요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 및 관련 컴포넌트의 다운로
드와 설치에 대해 알아본다(윈도우, 맥OS, 리눅스 운영체제 모두).

2.1 개발 시스템 요구 사항
안드로이드 앱 개발은 다음 중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가능하다.
• 윈도우 7/8/10(32비트 또는 64비트, 단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64비트 시스템에서만 실행 가능)
• 맥OS 10.10 이상(인텔 기반의 시스템)
• 인텔 i5 이상 CPU와 최소 8GB RAM을 갖는 크롬OS 장치
• 리눅스 시스템: GNU C 라이브러리(glibc) 2.19 이상 버전

그리고 필요한 하드웨어 최소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최소 4GB의 RAM(8GB 이상 권장)
• 약 4GB 이상의 디스크 공간
• 최소 1280 × 800의 화면 해상도

2.2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패키지 다운로드하기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 작업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개발이 완료되어
정식 공개된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다음 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개발 중인 최신
버전의 다운로드와 설치는 2.4절에서 설명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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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developer.android.com/studio/index.html

페이지 중앙의 Download Android Studio 버튼을 누른 후 그다음 화면에서 ‘본인은 상기 사용 약관
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접속한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맞
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다운로드된다.

2.3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은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최신 컴포
넌트가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다운로드되므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해야 한다).

2.3.1 윈도우에서 설치하기
다운로드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android-studio-ide-<버전 번호>-windows.exe)을 윈도우 탐
색기 창에서 찾은 후 더블클릭하여 실행하면 설치가 시작된다(만일 User Account Control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Yes 버튼을 누른다).

설치 절차는 간단하고 쉽다. 그림 2-1의 안드로
이드 스튜디오 설치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Next
버튼을 누른다[구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
치되어 있다면 Uninstall old version구버전 제거 대화상
자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Next 버튼을 누른
후 확인 대화상자에서 예(Y) 버튼을 누른다].

그림 2-1

그러면 설치할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그림 2-2).

그림 2-2

2.3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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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
며, AVDAndroid Virtual Device는 4장에서 생성할 것
이므로 체크 표시를 지우자. Next 버튼을 누르
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할 위치를 지정
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그림 2-3).
여기에 나타난 기본 디렉터리에 설치해도 되고

Browse... 버튼을 눌러 위치를 변경해도 된다.
그림 2-3

Next 버튼을 누르면 시작 메뉴 폴더를 지정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Install 버튼을 누르면 설
치가 시작된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그림 2-4의 대화상자
가 나타난다.

그림 2-4

Next 버튼을 누르면 그림 2-5의 설치 완료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Start Android Studio가
체크되어 있으므로 Finish 버튼을 클릭하면 안
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최초로 실행된다. 이후의
설명은 뒤의 2.4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웰컴
스크린’을 참고한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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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맥OS에서 설치하기
맥OS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디스크 이미지 파일
(.dmg)로 다운로드된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인더Finder 창에

서 다운로드된 파일(android-studio-ide-<버전 번호>-mac.dmg)을
찾아서 더블클릭하자. 그러면 그림 2-6과 같이 보일 것이다.
설치는 간단하다. Android Studio 아이콘을 마우스로 끌어서
그림 2-6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놓으면 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
오 패키지가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설치된다.

설치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할 때는 파인더 창을 사용해서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있는 실행
파일을 찾아 더블클릭하면 된다. 더 쉽게 실행하려면 파인더 창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 파일
아이콘을 마우스로 끌어다 Dock에 넣으면 된다(Dock은 윈도우 시스템의 작업 표시줄과 유사하다).

2.3.3 리눅스에서 설치하기
터미널 창을 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할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에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unzip /<패키지 경로>/android-studio-ide-<버전 번호>-linux.zip

다운로드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번들 패키지는 android-studio라는 서브 디렉터리에 설치된다. 따
라서 이 명령이 /home/demo 디렉터리에서 실행되었다면 /home/demo/android-studio 밑에 압축이
풀려 설치될 것이다.
설치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할 때는 터미널 창을 열고 android-studio/bin 서브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studio.sh

64비트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행할 때는 32비트 지원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
오를 실행해야 한다. 우분투Ubuntu의 경우는 다음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
sudo apt-get install libc6:i386 libncurses5:i386 libstdc++6:i386 lib32z1 libbz2-1.0:i386

64비트 기반의 레드햇Red Hat이나 페도라Fedora에서는 다음 명령을 사용한다.
sudo yum install zlib.i686 ncurses-libs.i686 bzip2-libs.i686

2.3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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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블 장치와
다중 창 지원

요즘에는 폴더블foldable 장치(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 폴드 계열)가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장치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폴더블 장치에서 앱이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안드로이드는 이미 다중 창Multi-Window 지원을 하고 있어서 폴더블 장치의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72.1 폴더블과 다중 창 지원
앱이 폴더블 장치에서 실행될 때는 다른 앱과 화면을 공유하거나 중대한 구성 변경(예를 들어, 사용
자가 화면을 접거나 펼칠 때 화면 크기가 달라짐)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 앱이 이미 장

치의 방향 변경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면 화면 접기에 따른 화면 변경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테스
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다중 창은 안드로이드 7에서 도입되었다.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 7의 다중
창 지원에서는 두 개 이상의 액티비티가 장치 화면에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안드로이드의 다중 창 지원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창 모드를 제공한다. 분할 화면split-screen 모드, 자
유형식freeform 모드, PIPpicture-in-picture 모드다.

우선, 분할 화면 모드는 대부분의 폰이나 폴더블 및 태블릿 장치에서 사용 가능하며, 화면을 분할하
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때 두 개의 앱 액티비티가 좌우 또는 상하로 화면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분할선을 끌어서 각 액티비티의 화면 영역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그림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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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

자유형식 모드에서는 더 큰 화면을 갖는 장치의 창 환경을 제공하며, 장치 제조사에서 이 기능을 활

성화할 때 사용 가능하다. 두 개의 액티비티만 화면에 나타나는 분할 화면 모드와 달리, 자유형식
모드에서는 동시에 보이는 액티비티의 개수에 제한이 없으며, 각 액티비티는 크기 조정이 가능한 별
개의 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72-2에서는 자유형식 모드의 장치에서 계산기와 또
다른 앱이 별개의 창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 준다.

그림 72-2

72.1 폴더블과 다중 창 지원

ASDE.indb 641

641

2021. 7. 6. 오전 11:27

PIP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본화면 속에 작은 화면을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주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작은 화면으로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다. 이 기능은 80장에서 추가로
알아볼 것이다.

72.2 폴더블 에뮬레이터 사용하기
안드로이드 SDK에는 폴더블 에뮬레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폴더블 에뮬레이터를 생성할 때는 안드
로이드 스튜디오의 메인 메뉴에서 Tools  AVD Manager를 선택한다. 그리고 대화상자에서 Create

Virtual Device... 버튼을 누른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선택 대화상자에서 폴더블 장치 중 하나를 선
택한다(그림 72-3).

그림 72-3

그리고 이후의 시스템 이미지 선택 대화상자에서 Android 11 API 30 이상 버전의 시스템 이미지를
선택하고 AVD를 생성하면 된다.
그다음에 해당 에뮬레이터가 부팅되면 추가로 버튼이 나타난다(그림 72-4). 이 버튼
을 누르면 폴더블과 폴더블이 아닌 구성을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그림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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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다중 창 모드로 전환하기
화면 분할 모드는 오버뷰 화면에 나타난 앱의 툴바에 있는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르고 화면 분할 메뉴
옵션을 선택하면 전환할 수 있다(그림 72-5).

그림 72-5

그리고 화면 분할 모드가 되면 오버뷰 버튼이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바뀐다(그림 72-6의 A 로 표시된
부분). 그리고 현재 액티비티는 화면의 일부를 채우며( B ), 두 번째 액티비티를 보여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B 와 인접한 부분에 오버뷰 화면이 나타난다( C ).

B

C

A
그림 72-6

72.3 다중 창 모드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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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 앱이 선택되면 그림 72-1처럼 화면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분할 화면 모드를 끝낼 때는 두 액티비티 사이의 분할선을 어느 한쪽 끝으로 밀어서 한 액티비티만
보이게 하면 된다.

72.4 다중 창 지원을 활성화하고 사용하기
모든 장치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화면의 장치나 에뮬레이터에서는 자유형식의 다중 창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에뮬레이터가 실행 중이거나 또는 실제 장치가
연결된 후 개발 컴퓨터의 명령행(윈도우 시스템은 명령 프롬프트 창, 맥이나 리눅스는 터미널 창)에서 다
음과 같이 adb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단, adb의 경로가 Path에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2장 참고), 하
나의 에뮬레이터나 장치에서만 가능하다.
adb shell settings put global enable_freeform_support 1
(여기서 support와 1 사이에는 한 칸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면 현재 실행 중인 에뮬레이터나 장치의 자유형식 모드가 활성화된다. 단, 에
뮬레이터나 장치를 종료했다가 다시 부팅해야 한다.
그리고 활성화되면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를 때 오
버뷰 화면에 추가 옵션으로 ‘자유 형식’이 나타난
다(그림 72-7).

그림 72-7

72.5 자유형식 모드의 지원 여부 확인하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유형식 다중 창 모드는 안드로이드 장치 제조사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자
유형식 모드는 화면이 큰 장치에서만 의미가 있으므로 앱이 실행될 모든 장치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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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4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그래들 개요

우리가 생성했던 앱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해주
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런 일을 그래들Gradle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백그라운드로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그래들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장에서는 앱 프로젝트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함께 컴
파일하고 패키지로 만드는 데 그래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
오에서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것과 관련하여 더 많은 요구 사항이 필요할 때 그래들을 구성하는 방
법도 살펴볼 것이다.

94.1 그래들 개요
그래들은 자동화된 빌드 시스템이며, 빌드 구성 파일을 통해 프로젝트 빌드가 구성되고 관리되게
해준다. 이때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방법, 프로젝트 빌드에 필요한 모듈 간의 의존성과 같은 내용이
정의된다.
그래들의 장점은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유연성에 있다. 그래들 시스템은 독립적인 명령행 기반 환경
이면서 또한,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다른 환경에 통합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경우는 안
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러그인을 통해 그래들이 통합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그래들 작업을 시작시키고
관리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래들 명령행 도구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반 프로젝트를
빌드할 수 있다. 이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에서도 프로젝트 빌드가 가능
하다.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한 구성 규칙은 그루비Groovy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스크립트로 그래들 빌
드 파일에 선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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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그래들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래들은 안드로이드 앱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강력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
은 다음과 같다.

94.2.1 합리적인 디폴트
그래들은 설정보다는 관례Convention over Configuration, CoC라는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즉, 그래들은 사전
정의된 합리적인 디폴트sensible default 구성 설정을 갖는다. 이 설정은 개발자가 빌드 파일의 설정을 변
경하지 않았을 때 기본 설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개발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만으로 빌드가
수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디폴트 구성이 자신의 빌드 요구 사항에 맞
지 않을 때만 빌드 파일을 변경하면 된다.

94.2.2 의존성
또 다른 중요한 그래들 기능으로 의존성dependency이 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의 한 모듈이 해당 프로젝트의 다른 모듈을 로드하는 인텐트를 실행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첫 번째 모듈은 두 번째 모듈에 의존성을 갖는다. 만일 런타임 시에 두 번째 모듈을 찾지 못해
실행에 실패할 수 있다면 앱의 빌드가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첫 번째 모듈의 그래들 빌드 파일에 의존성이 선언되어야만 두 번째 모듈을 앱 빌드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때 그래들이 두 번째 모듈을 찾을 수 없거나 빌드할 수 없으면 빌드 에러를 알려 준
다. 또 다른 의존성의 예로는 프로젝트가 컴파일 및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JAR 파일
이 있다.
그래들의 의존성은 로컬local과 원격remote으로 분류할 수 있다. 로컬 의존성에서는 빌드가 수행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는 모듈을 참조한다. 반면에, 원격 의존성에서는 리포지터
리repository라고 하는 원격 서버에 있는 모듈을 참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의 경우 원격 의존성은 메이븐Maven이라는 또 다른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처리된다. 만일 메이븐 구문을 사용해서 그래들 빌드 파일에 원격 의존성이 선
언되면, 지정된 리포지터리로부터 의존성이 있는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어 빌드 프로세스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의존성을 선언하면 구글 리포지터리로부터 AppCompat 라이브
러리가 프로젝트에 추가된다(라이브러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제일 끝의 버전 번호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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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ies {
implementation 'androidx.appcompat:appcompat:1.3.0'
}

94.2.3 빌드 변이
의존성에 추가하여 그래들은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의 빌드 변이build variant 지원을 제
공한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러 변형된 버전의 앱을 빌드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CPU 타입과 화면 크기를 갖는 여러 장치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장치 타입과 화면
크기에서 앱이 실행되게 하려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서로 다른 변형된 버전의 앱으로 빌드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버전과 태블릿 크기의 화면에 적합한 버전). 안드로이드 스
튜디오에서는 그래들의 사용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94.2.4 매니페스트 항목
각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는 앱의 자세한 구성 정보를 갖는 매니페스트 파일인 Android

Manifest.xml과 연관되어 있다. 많은 매니페스트 항목이 그래들 빌드 파일에 지정될 수 있으며, 그
래들이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매니페스트 파일로 자동 생성해 준다. 이 기능은 빌드 변이의 생성을
보완해 준다. 앱 버전 번호, 앱 ID와 SDK 버전 정보 등의 요소가 각 빌드 변이마다 다르게 구성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94.2.5 APK 서명하기
91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서명된 릴리스 APK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
았다. 이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된 서명 정보를 그래들 빌드 파
일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서명된 APK 파일이 명령행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

94.2.6 ProGuard 지원
ProGuard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포함된 도구이며, 자바 바이트 코드를 최적화하고 크기를 줄여
서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또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으로 소스 코드를 해독하기 어렵게 해준다(컴파
일된 자바 바이트 코드의 분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앱의 로직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역공학이다). 그리

고 우리 앱이 빌드될 때 ProGuard를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그래들 빌드 파일에서 제어할 수 있다.

94.3 최상위 수준의 그래들 빌드 파일
완전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앱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며,
모듈, 라이브러리, 매니페스트 파일, 그래들 빌드 파일로 구성된다.

94.3 최상위 수준의 그래들 빌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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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젝트는 하나의 최상위 수준 그래들 빌드
파일을 포함한다. 이 파일은 그림 94-1에 강조
표시된 것처럼 build.gradle (Project: 프로젝트 이
름)으로

프로젝트 도구 창에 나타난다.

그림 94-1

기본적으로 최상위 수준 그래들 빌드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op-level build file where you can add configuration options common to all subprojects/modules.
buildscript {
repositories {
google()
mavenCentral()
}
dependencies {
classpath "com.android.tools.build:gradle:7.1.0-alpha02"
classpath "org.jetbrains.kotlin:kotlin-gradle-plugin:1.5.10"

}

}

// NOTE: Do not place your application dependencies here; they belong
// in the individual module build.gradle files

task clean(type: Delete) {
delete rootProject.buildDir
}

여기서는 메이븐 리포지터리를 사용해서 원격 라이브러리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빌드는 그래들 안
드로이드 플러그인에 의존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빌드 파일은 우리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94.4 모듈 수준의 그래들 빌드 파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모듈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Module1과 Module2
라는 이름의 두 모듈을 포함하는 GradleDemo라는 가상의 앱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각 모듈은 자신의 그래들 빌드 파일이 필요하다. 개발 컴퓨터의 실제 디렉터리 구조에서 이 빌드 파
일은 다음의 위치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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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1/build.gradle
• Module2/build.gradle

기본적으로 Module1의 build.gradle 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plugins {
id 'com.android.application'
id 'kotlin-android'
}
android {
compileSdkVersion 30
buildToolsVersion "30.0.3"
defaultConfig {
applicationId "com.ebookfrenzy.module1"
minSdkVersion 26
targetSdkVersion 30
versionCode 1
versionName "1.0"

}

}

testInstrumentationRunner "androidx.test.runner.AndroidJUnitRunner"

buildTypes {
release {
minifyEnabled false
proguardFiles getDefaultProguardFile('proguard-android-optimize.txt'),
'proguard-rules.pro'
}
}
compileOptions {
sourceCompatibility JavaVersion.VERSION_1_8
targetCompatibility JavaVersion.VERSION_1_8
}
kotlinOptions {
jvmTarget = '1.8'
}

dependencies {
implementation 'androidx.core:core-ktx:1.5.0'
implementation 'androidx.appcompat:appcompat:1.3.0'
implementation 'com.google.android.material:material:1.3.0'
implementation 'androidx.constraintlayout:constraintlayout:2.0.4'
testImplementation 'junit:junit:4.+'
androidTestImplementation 'androidx.test.ext:junit:1.1.2'
androidTestImplementation 'androidx.test.espresso:espresso-core: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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