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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옮
긴
이

“정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 진심의 표현입니다.

매번 번역서를 낼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이 책 역시 제가 저술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했

고 또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용어 하나하나, 내용 모두에 걸쳐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 검토와 수정 및 보완 끝에 완성된 이 책을 보면서 이제야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좋은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장

치는 물론이고, 몸에 착용하는 시계나 안경 등과 같은 웨어러블(wearable) 장치나 자동차

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동안은 이클립스(Eclipse)를 IDE(통합 개발 환

경/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Android Studio)를 

IDE로 발표하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지속적인 기능 확장 및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앞으로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가능합

니다.

이 책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알려 줍니다. 즉,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도 골고

루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실습 프로젝트로 구성하

여 독자 여러분이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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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배우고 시작하려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빨리 파악하고 싶은 기존 개발자분

들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거의 10개월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번역에 왜 그리 오래 걸렸을까?’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기존 원서의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능 확장과 개선은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아 이 책을 출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이 책의 모든 프로젝트 코드는 가상 장치인 에뮬레이터와 실제 장치(삼성 갤럭시 S6 엣

지)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 및 테스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용어	선정에	유의하였습니다.	때로는	용어	하나	때

문에	많은	시간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가

장	적합한	번역	용어	선정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보충	설명을	많이	추가하였습니다.	

3.			본문이나	소스	코드에서	결함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수정하였습니다.	(원서의	

개정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참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아

낌없는 배려와 수고를 해 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장성두 사장님과 원고 검토/교정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신 배규호 님, 그리고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수미 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6월

옮긴이 심재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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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희(휴인시스텍)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주요 기능 및 사용법,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한 개발 및 테

스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장마다 그 내용에 맞는 예제를 이전 

장들의 내용과 별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구글에 앱을 등록하는 방법과 인앱 

결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책만으로도 앱을 만들어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태환(알서포트)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고 안드로이드 예제를 익혀 보

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은 안드로이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조금씩 익혀 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김태호(레진엔터테인먼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습을 위한 절

차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용법뿐만 아니라 안

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어서 초보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석나영(숭실대학교)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세세하게 나누어 설명하고 어렵지 않게 작성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
기

베
타
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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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연(다음카카오)

이번 베타리딩을 통해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예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앱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현(SI 개발자)

이전에 《핵심만 골라 배우는 iOS 7 프로그래밍》을 보고 구성이 잘 된 정말 좋은 책이라

고 느꼈는데, 같은 저자의 책이라 그런지 다채로운 분야를 책에 나온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인지 상대적으로 느린 에뮬레

이터를 원망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재빈(연세대학교)

실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없어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 가상으로 앱을 만들

어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매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것들

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알려 주는 이 책은 앞으로 안드로이드계의 바이블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바이블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 양도 방대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참고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봅니다.

  전상우(아주대학교)

각 장마다 개념 및 예제가 잘 정리되어 내용 이해가 쉬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고 생각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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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드로이드 세계에 온 여러분을 환영한다. 이 책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Android Studio)와 안드로이드 5 롤리팝(Lollipop)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줄여서 app)을 개발하는 데 필요

한 기법을 소개할 것이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최신의 통합 개발 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다. 그동안

은 이클립스(Eclipse)에서 안드로이드 ADT(Android Developer Tools)를 플러그인(plug-in)

하여 사용하였지만,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에 더욱 특화된 IDE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클립스용 안드로이드 ADT는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익숙해져야 한다(참고로, 안드로

이드 스튜디오는 JetBrains의 IDE인 IntelliJ IDEA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을 살펴본

다. 예를 들어, 각종 도구 창, 코드 편집기, 디자이너 도구와 같은 것들이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아키텍처를 간략히 살펴본 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애플리케

이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만드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이때 데

이터베이스, 콘텐트 제공자(content provider), 인텐트와 같은 여러 가지 고급 주제들도 

다룬다. 또한 터치 스크린 처리, 동작 인식, 카메라 사용,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과 수록 

방법도 설명한다. 그리고 새로 소개된 인쇄, 화면 전환, 클라우드 기반 파일 스토리지도 

다룬다. 

개요
1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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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야기한 보편적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법들 외에도 이 책에서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연관된 내용들도 설명한다. 구글 맵(Google Map) API를 사

용한 지도 구현이라든지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게시하고 인앱 

결제(in-app billing)를 하는 방법들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파일들을 구성 및 관리하고 빌드(build)하기 위해 안드로이

드 스튜디오에서 플러그인하여 사용하는 자동화 프로젝트 시스템(도구)인 그래들(Gradle)

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자바(Java) 프로그래밍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간주할 것이므로 자

바 언어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윈도우(Windows)나 맥(Mac) 

또는 리눅스(Linux)가 실행되는 컴퓨터가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안드로이드 SDK
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면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1.1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장점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ADT를 플러그인하여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더 특화된 기능을 추가로 제

공한다. 그리고 앞으로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과 연

계시켜 더욱 확장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중요한 것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연성이●좋은●Gradle●기반의●프로젝트●빌드●시스템을●사용한다(이클립스에서는●Ant●사용).

●●● ●●하나의●프로젝트●코드로●여러●가지●안드로이드●장치용●애플리케이션을●구현할●수●있다.●이●기

능은●안드로이드●웨어(Android●Wear)에서●특히●유용하다.

●●● 구글의●각종●서비스와●다양한●장치●유형을●지원하는●템플릿들이●추가되었다.

●●● 그래픽●레이아웃●편집기의●기능이●많이●추가되었다(테마●편집을●지원).

●●● 코드의●성능이나●버전●호환성●및●기타●문제점을●잡아내는●Lint의●기능이●더●좋아졌다.

●●● ●●구글●클라우드●플랫폼을●자체적으로●지원하여●구글●클라우드●메시징/앱●엔진과●쉽게●통합할●

수●있다.

●●● ●●우리●코드를●사전에●분석하여●완성도를●보완해●주고●리팩토링(refactoring)을●해●주는●분석●도구

가●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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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스 코드 다운로드하기

이 책에 나오는 각종 예제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들은 다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URL    https://github.com/Jpub/AndroidStudio

예제 프로젝트 코드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로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Welcome to Android Studio●대화상자에서●Open an existing Android Studio project를●선택

한다.●

2.  ●●프로젝트●선택●대화상자가●나오면●임포트(import)하려는●프로젝트●관련●파일들이●있는●폴더[서

브●디렉터리(sub●directory)]를●선택하고●OK를●클릭한다.

3.    Sync Android SDKs●대화상자가●나오면●OK를●클릭한다(임포트하는●프로젝트에●지정되어●있는●안

드로이드●SDK●디렉터리와●현재●사용●중인●컴퓨터의●안드로이드●SDK●디렉터리가●달라서●이●대화상자가●

나오는●것이다.●OK를●클릭하면●현재●사용●중인●컴퓨터의●안드로이드●SDK●디렉터리가●프로젝트의●디폴

트로●사용된다).●

4.  ●●만일●Language Level Changed●대화상자가●나오면●Yes를●클릭한다.●그러면●프로젝트가●다시●

로드된다.●만일●아무●창도●열려●있지●않으면●Alt+1을●눌러●프로젝트●도구●창을●연●후●필요한●파

일을●편집기●창으로●로드한다.

이 책의 모든 실습 프로젝트는 최소 SDK 버전이 API 22: Android 5.1(Lollipop)로 지

정되어 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할 때는 실습 컴퓨터의 AVD 에뮬레이터와 

삼성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 폰을 같이 사용하였다. 만일 다운로드한 프로젝트 소스를 

에뮬레이터가 아닌 각자의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으로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 장치의 안

드로이드 버전과 같거나 또는 낮은 버전으로 최소 SDK 버전을 변경해야 한다. 이때는 

build.gradle 파일의 minSdkVersion 번호를 해당 안드로이드 버전의 API 레벨 번호

로 수정하고 실행하면 된다(57장의 57.4절 참조). 그리고 5.0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 시스

템에서 실행할 때는 “부록 C”에 설명한 대로 지원 라이브러리의 Activity와 Fragment 클래

스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한다(import 문과 액티비티 클래스 선언문만 변경하면 된다).

또한 이 책의 실습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을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할 때 한글로 입출력하

고 싶다면 부록 A의 “에뮬레이터에서 한글 처리”를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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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궁금 사항 문의

여러분이 만족하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 혹시 오류를 발견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jcspro@hanafos.com 혹은 jeipub@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 주기 바란다. 

1.4  오탈자

이 책의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혹시 오탈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제이펍(www.jpub.kr)의 이 책 소개 페이지에 있는 정오표 코너에서 안내하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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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의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플랫폼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바 JDK(Java 

Development Kit)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 및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해야 한다. 

단, 안드로이드 SDK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패키지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별도로 다

운로드할 필요는 없다. 

이 장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의 다운로드와 설치에 대해 설명한다(윈도우, 맥 OS X, 리

눅스 운영체제 모두).  

2.1  개발 시스템 요구 사항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다음 중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가능하다(지원이 중단된 

윈도우 XP 버전의 경우도 현재는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윈도우●2003(32비트●또는●64비트)

●●● 윈도우●비스타(Vista)(32비트●또는●64비트)

●●● 윈도우●7(32비트●또는●64비트)

●●● 윈도우●8●/●윈도우●8.1

●●● 맥●OS●X●10.8.5●이상(인텔●기반의●시스템)

●●● 리눅스[GNU●C●라이브러리(glibc)●2.11●버전●이상]●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개발 환경 구성하기2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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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요한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다.

●●● 최소●2GB의●RAM(4GB●권장)

●●● 1.5GB의●디스크●공간

2.2  자바 JDK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SDK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되었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

드 애플리케이션도 자바로 개발한다. 따라서 자바 JDK를 제일 먼저 설치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필요한 자바 JDK는 JDK SE(Standard Edition) 6 버

전 이상이면 된다. 단, 안드로이드 5.0 롤리팝(Lollipop) 버전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에는 JDK 7 이상의 버전이 필요하다.

2.2.1  윈도우에서 설치하기

다음의 오라클(Oracle) 사이트에서 최신의 윈도우용 JDK를 다운로드하자. 

 URL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

이 웹 페이지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최신 버전이다. JDK DOWNLOAD 버튼을 클릭

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서 두 개의 Accept License Agreement를 

클릭한 후 Windows x86(32비트) 또는 Windows x64(64비트) exe 파일을 클릭하여 다

운로드하면 된다. 그리고 다운로드된 exe를 실행시켜 설치하자(설치할 위치만 지정하면 되

므로 간단하다).

설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Path와 JAVA_HOME 두 개의 환경 변수를 지정한

다(윈도우 XP와 비스타 및 윈도우 7).

1. 시작●메뉴의●내 컴퓨터에서●오른쪽●마우스●버튼을●클릭한●후●속성을●선택한다.

2.  속성(시스템●등록●정보)●창에서●고급●탭을●선택한●후●환경●변수●버튼을●누른다.●

3.  ●●환경●변수●대화상자에서●시스템●변수의●Path●변수를●찾고●편집●버튼을●누른다.●문자열의●맨●

끝에●다음●경로를●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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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가 설치된 디렉터리>\bin 

이때●각●경로는●세미콜론(;)으로●구분해야●한다는●것에●유의하자.●예를●들어,●JDK가●C:\

Program●Files\Java\jdk1.8.0_45에●설치되었다면●Path●변수●맨●끝에●다음을●추가하면●된다.●

; C:\Program Files\Java\jdk1.8.0_45\bin

4.  ●●그●다음에는●시스템●변수의●새로●만들기●버튼을●누른다.●변수●이름은●JAVA_HOME으로●입력하

고(모두●대문자임에●유의),●변수●값은●3번과●동일한●<JDK가●설치된●디렉터리>를●입력한다.●예를●

들어,●JDK가●C:\Program●Files\Java\jdk1.8.0_45에●설치되었다면●다음을●입력한다.

C:\Program Files\Java\jdk1.8.0_45

여기서는●세미콜론을●넣지●않는다.●만일●JAVA_HOME●변수가●이미●있다면●편집●버튼을●누르고●

변수●값만●변경한다.●

5. 각●대화상자에서●확인●버튼을●눌러서●속성●창을●닫는다.●

윈도우 8.1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를 지정한다.

1. ●●시작●화면에서●화면의●오른쪽●아래●모서리로●마우스●커서를●이동한●후●참●메뉴가●나타나면●검

색(Search)을●선택하고●제어판(Control Panel)을●입력한다.●검색●결과에서●제어판●아이콘이●나타나

면●클릭한다.

2.  ●●제어판●창이●열리면●오른쪽●위의●범주(Category)를●큰●아이콘(Large Icons)으로●선택한다.●그리고●

아이콘●목록에서●시스템(System)을●선택한다.●●

3. 앞의●2.2.1에●설명한●2번부터●5번까지를●똑같이●해●준다.

2.2.2 맥 OS X에서 설치하기

맥 OS X 최신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자바의 설치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해 터미널 창(terminal window)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해 보자. 

java -version



CHAPTER 2  안드로이드스튜디오개발환경구성하기8  

자바가 설치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터미널 창에 나타날 것이다.

java version “1.8.0_45”
Java(TM) SE Runtime Environment 
Java HotSpot(TM) 64-Bit Server VM

그러나 자바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오라클 자바 웹 페이지를 보여 주는 More Info 버

튼이 있는 대화상자와 함께 다음 메시지가 나타난다.

No Java runtime present, requesting install

오라클 자바 웹 페이지를 접속하여 맥 OS X용 자바 SE JDK 8을 다운로드하자. 

그리고 다운로드된 디스크 이미지(.dmg 파일)를 열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자바 패키

지를 설치한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Java for OS X 인스톨러 창이 나타나고 JDK 설치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설치가 완

료되면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자. 앞에서처럼 자바 버전 정보가 터미널 창에 

나올 것이다. 

java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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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바 JDK를 찾을 수 있도록 맥 OS X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해 

준다. 파인더(Finder) 창을 열고 Applications 밑의 Utilities 폴더를 선택한다. 그리고 

Java Preferences를 실행하고 새로 설치한 JDK 버전을 목록의 제일 위로 올려서 우선

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2.3  리눅스에서 설치하기

만일 우분투(Ubuntu) 64비트 버전이 실행 중인 시스템이라면 다음과 같이 32비트 라이

브러리 지원 패키지를 먼저 설치할 필요가 있다. 

sudo apt-get install ia32-libs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에서처럼 다음의 오라클 웹 사이트에서 리눅스용 자바 JDK 패키지

를 다운로드하자. 

 URL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

리눅스 JDK 패키지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Red Hat Enterprise) 

리눅스, 페도라(Fedora), 센트OS(CentOS) 등의 레드햇 기반 리눅스 시스템에 설치하기 

위한 RPM 포맷과 우분투와 같은 다른 리눅스 시스템을 위한 tar 포맷이다. 

레드햇 기반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rpm JDK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터미널 창에서 

rpm 명령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한 JDK 파일의 이름이 jdk-8u45-

linux- x64.rpm이라면 설치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su
rpm -ihv jdk-8u45-linux-x64.rpm

tar 압축 패키지를 사용해서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 JDK를●설치할●디렉터리를●생성한다.●예를●들어,●여기서는●/home/demo/java로●할●것이다.

2.  오라클●웹●사이트에서●각자●시스템에●적합한●tar.gz●패키지를●다운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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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번의●디렉터리로●이동한●후●다음●명령을●실행한다.●여기서●<jdk-�le>은●다운로드된●JDK●파

일명으로●대체하면●된다.●

tar xvfz <jdk-file>.tar.gz

4.  다운로드된●tar.gz●파일을●삭제한다.

5.  ●●JDK가●설치된●디렉터리●밑에●있는●bin●디렉터리●경로를●$PATH●변수에●추가한다.●만일●JDK를●

설치한●디렉터리가●/home/demo/java/jdk1.8.0_45이면●다음●내용을●$PATH●환경●변수에●추

가하면●된다.

/home/demo/java/jdk1.8.0_45/bin

이 경우 우리 홈 디렉터리의 .bashrc 파일에 하나의 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를 들어, 우리 홈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 거기에 있는 .bashrc 파일의 맨 끝에 다음 라인을 

추가하고 저장한다.

export PATH=/home/demo/java/jdk1.8.0_45/bin:$PATH

이렇게 변경한 후에는 새로이 터미널 창을 열어 bash 셸(shell)을 사용할 때마다 JDK의 

경로가 $PATH 환경 변수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자바 컴파일러(javac)와 그 외의 각

종 도구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4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패키지 다운로드하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

경을 사용해서 처리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다음 웹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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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중앙의 “Download Android Studio for …” 버튼을 누르면 접속한 컴퓨터

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가 시작된다(또는 그 밑

의 “Other Download Options” 링크를 클릭한 후 추가로 나타나는 “All Android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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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s” 목록에서 선택).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서 “I have read and agree with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를 체크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후 파일 다운로드 대

화상자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2.5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기

다운로드된 패키지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안드로이드 SDK 및 플러그인 모두가 포함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번들(bundle)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운로드된 패

키지를 설치하면 그것들이 모두 설치되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

발을 시작할 수 있다. 설치하는 방법은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1  윈도우에서 설치하기

다운로드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android-studio-bundle-<버전번호>-windows.exe)을 

윈도우 탐색기 창에서 찾은 후 더블 클릭하여 실행시키면 설치가 시작된다. 설치 절차는 

간단하고 쉬우며 다음과 같다. 그림 2-2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대화상자가 나타나

면 Next 버튼을 누른다.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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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설치할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그림 2-3). 

  그림 2-3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된다. AVD(Android Virtual Device)는 5장

에서 설치할 것이므로 체크를 지우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는 이미 설치된 것이 없을 

때만 체크하면 된다. Intel HAXM(하드웨어 가속기 매니저)은 설치하는 게 좋다. Next 버

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SDK의 License Agreement 대화상자가 나타난다(그림 2-4).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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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gree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그림 2-5의 또 다른 License Agreement 대화상자가 나

타난다. 

  그림 2-5  

여기서도 I Agree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할 위치와 안

드로이드 SDK를 설치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그림 2-6).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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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타난 디폴트 디렉터리에 설치해도 되고 Browse... 버튼을 눌러 위치를 변경해도 

된다(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안드로이드 SDK는 서로 다른 홈 디렉터리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앱은 실제 장치 또는 가상 

장치(에뮬레이터)로 실행할 수 있다. Next 버튼을 누르면 에뮬레이터의 실행 속도를 빠르

게 해 주는 가속기의 최대 사용 메모리를 지정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그림 2-7). (인텔 

x86 CPU가 아닌 시스템에서는 이 대화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2-7  

512MB ~ 1023MB 범위로 지정 가능하지만 윈도우 시스템의 경우는 512MB로 하는 것

이 좋다(각자 시스템 사양에 따라 권장 메모리가 다를 수 있다). Next 버튼을 누르면 시작 메뉴 

폴더를 지정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그림 2-8). Install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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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시작 버튼과 메뉴가 있는 윈도우 버전의 경우는 새로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모

든 프로그램”의 메뉴 항목으로 추가되므로 그 항목을 선택하면 실행된다. 윈도우 8의 경

우는 작업 표시줄(task bar)에 추가하여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안드로이

드 스튜디오가 설치된 디렉터리 밑의 bin 서브 디렉터리에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

행 파일(studio.exe 또는 studio64.exe)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메뉴의 작업 

표시줄에 추가(Pin to Taskbar)를 선택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 파일은 32비트 버

전(studio.exe)과 64비트 버전(studio64.exe)으로 제공되므로 만일 32비트 윈도우 시스템을 

실행 중이라면 studio.exe를 사용해야 한다.

2.5.2 맥 OS X에서 설치하기

맥 OS X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디스크 이미지 파일(.dmg)로 다운로드된다. 다

운로드가 끝나면 파인더(Finder) 창에서 그 파일(android-studio-ide-<버전번호>-mac.dmg)

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자. 그러면 그림 2-9와 같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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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설치는 간단하다. Android Studio 아이콘을 마우스로 끌어서 Applications 폴더에 놓

으면 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패키지가 시스템의 Applications 폴더에 설치

될 것이다. 

설치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할 때는 파인더 창을 사용해서 Applications 폴더에 

있는 실행 파일을 찾아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더 쉽게 실행시키려면 파인더 창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 파일 아이콘을 마우스로 끌어서 Dock에 넣으면 된다(Dock은 

윈도우 시스템의 작업 표시줄과 유사하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할 때 JVM을 찾을 수 없다는 에러 대화상자가 나타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Mac OS X 자바 6 JRE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때는 다음 링크를 접속하여 애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URL    http://support.apple.com/kb/DL1572

그리고 OS X 자바 패키지가 설치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에러 없이 실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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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리눅스에서 설치하기

터미널 창을 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할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 다음 명령을 실

행한다. 

unzip /<패키지 경로>/android-studio-ide-<버전 번호>-linux.zip

다운로드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번들 패키지는 android-studio라는 서브 디렉터리에 

설치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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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렉터리로 이동한 후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studio.sh

2.6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Setup Wizard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한 후 처음 실행할 때는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정 내역을 가져오기 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정 내역이 있고 새로 설치한 최신 버전에 

그런 설정 내역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그 대화상자에서 “I want to import my settings 

from a custom location”을 선택한다. 그러나 처음 설치하는 경우는 “I do not have a 

previous version of Android Studio or I do not want to import my settings”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른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로드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테마를 

선택하는 대화상자가 추가로 나타난다. 이것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UI의 모습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지정된 IntelliJ를 그대로 두고 Next 버튼을 누

르면 그림 2-10의 Setup Wizard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최신 버전의 각종 컴포넌트(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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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를 다운로드 및 설치한다(대화상자의 “Show Details” 버튼을 누르면 상세한 설치 내역을 볼 

수 있다). 만일 앞의 그림 2-3 대화상자에서 안드로이드 SDK를 선택하지 않고 기존에 설

치된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림 2-10처럼 SDK의 컴포넌트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

이드해 준다. 그리고 AVD(Android Virtual Device)를 선택한 경우는 에뮬레이터도 하나 

생성해 준다.

  그림 2-10      

작업이 끝나면 Finish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그림 2-11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웰컴 스

크린(Android Studio Welcome screen)이 나타날 것이다. 이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할 때는 Setup Wizard가 나타나지 않고 곧바로 웰컴 스크린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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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      

2.7  가장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SDK 패키지 설치하기

지금까지는 자바 JDK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 및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였다. 이

제는 필요한 패키지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누락된 패키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또한 SDK의 다른 버전들(최신 버전 포함)도 추가로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작업은 안드로이드 SDK에 포함된 도구(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가 해 주

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메뉴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SDK의 각종 

도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플러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벗어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앞의 그림 2-11과 같은 웰컴 스크린이 나타난다. 그

리고 오른쪽 패널의 Con�gure  SDK Manager를 선택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림 2-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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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매니저 UI(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독립적인 창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

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열고 작업 중일 때는 메인 메뉴의 Tools  Android  SDK Manager

를 선택한 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새로운 SDK 매니저 UI(그림 2-13 참조)에서 왼쪽 밑의 

Launch Standalone SDK Manager를 클릭하면 된다.

  그림 2-12      

그 다음에 아래에 열거한 패키지들의 Status 열에 Installed(설치됨)로 나와 있는지 확인한다. 

●●● Tools●●Android●SDK●Tools

●●● Tools●●Android●SDK●Platform-tools

●●● Tools●●Android●SDK●Build-tools

●●● (가장●최신●버전의)●Android●버전●●SDK●Platform

●●● ●●(가장●최신●버전의)●Android●버전●●ARM●EABI●v7a●System●Image,● Intel●x86●Atom●Syst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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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최신●버전의)●Android●버전●●Documentation●for●Android●SDK:●애플리케이션●개발●시에●

수시로●참조할●API●문서●등이●있으므로●설치하는●것이●좋다.●안드로이드●SDK가●설치된●디렉

터리●밑의●\docs●서브●디렉터리에●각종●문서●파일들이●저장된다.●

●●● Extras●●Android●Support●Repository

●●● Extras●●Android●Support●Library

●●● Extras●●Google●Repository

●●● Extras●●Google●USB●Driver(윈도우●시스템에서만●필요함)

●●● Extras●●Intel●x86●Emulator●Accelerator●(HAXM●installer)

●●● ●●안드로이드●버전●끝에●붙은●W는●안드로이드●웨어(Wear)를●의미하며●몸에●착용하는●웨어러블

(wearable)●장치의●애플리케이션●개발이●필요한●경우만●설치한다(안드로이드●4.4●이하●버전에서만●

필요하며,●5.x●롤리팝부터는●따로●설치할●필요가●없다).

위의 패키지들 중 Not Installed(설치 안 됨)로 나온 것이 있을 때는 해당 패키지의 체크상자

를 체크한 후 맨 오른쪽 밑의 Install packages... 버튼을 누르면 패키지 설치 대화상자가 나

타난다. 그리고 Accept License를 선택하고 Install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시작되며, 우리가 

지정한 패키지를 SDK 매니저가 다운로드하고 설치한다. 이때 진행 상태를 SDK 매니저 

창 맨 아래쪽에 보여 준다. 

설치가 끝나면 선택한 패키지들의 Status 열에 모두 Installed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자. 

만일 여전히 Not installed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 패키지가 선택되었는지 다시 확인 후

에 Install packages... 버튼을 눌러 추가로 설치한다(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패키지를 한 번에 

선택해서 설치할 때는 매 패키지마다 Accept License를 따로 받으므로 Install 버튼을 여러 번 눌러

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3 버전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SDK 매니저 UI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SDK 매니저 UI가 추가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SDK 매니저 UI와 기능적으로 동일

하다. 그러나 SDK 컴포넌트를 플랫폼과 도구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해 주며, 내부적으로

는 SDK 매니저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더욱 밀접하게 통합시켰다는 점이 다르다.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메뉴의 Tools  Android  SDK Manager

를 선택하거나 File  Settings...  Appearance & Behavior  System Settings  Android SDK

를 선택하면, 그림 2-13과 같이 새로운 SDK 매니저 UI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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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3      

위에 있는 Android SDK Location의 오른쪽 … 버튼을 누르면 SDK가 설치된 위치

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 또는 삭제할 컴포넌트는 탭으로 분류되어 있다. SDK 

Platforms 탭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컴포넌트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SDK Tools 

탭을 누르면 각종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 SDK Update Sites 탭에서는 업그레이드할 것이 

있는지 SDK 매니저가 확인하는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 탭 아래에는 설치나 삭제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보여 주며, 오른쪽 밑의 Show Package Details를 체크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림 2-12의 SDK 매니저 UI와 거의 동일하게 상세한 내역이 나타나며 사용하

는 방법도 거의 같다.

제일 오른쪽의 Status에서는 해당 컴포넌트가 설치되었는지(Installed) 또는 아닌지(Not 

installed) 여부와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설치되지 않은 컴포넌트

의 제일 왼쪽 체크상자를 선택하면 설치하라는 의미이며, 설치된 항목의 체크를 지우면 

삭제를 나타낸다. 그리고 선택이 끝나고 Apply 버튼을 누르면 작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은 후 대화상자가 추가로 나타나서 컴포넌트 설치 작업 진행 내역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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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명령행에서 안드로이드 SDK 도구 사용하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했던 SDK 매니저와 같은 도구들이다. 안드로이드 SDK
에는 API 라이브러리 외에 그런 도구들이 실행 파일로 같이 제공된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명령행(command-line)에서 따

로따로 실행시켜야 한다면 무척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도구들을 플러그인하여 우리가 스튜디오 환경을 벗어나지 않아도 쉽게 실행할 수 있도

록 해 준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도구들을 명령 프롬프트 창(윈도우 시스템)이나 터미널 창

(리눅스나 맥 OS X 시스템)의 명령행에서 우리가 직접 실행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그때는 

운영체제에서 실행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도구들이 있는 디렉터리 경로를 시

스템의 PATH 환경 변수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 경로를 PATH 변수에 추가하자. 여기서 <path_to_android_sdk_installation>은 안드

로이드 SDK가 설치된 파일 시스템 위치를 나타낸다(여기서 맥 OS X이나 리눅스의 경우는 \ 

대신 / 사용). 

<path_to_android_sdk_installation>\sdk\tools
<path_to_android_sdk_installation>\sdk\platform-tools

각자 시스템에 설치된 SDK의 위치는 SDK 매니저를 실행시킨 후 매니저 창의 맨 왼쪽 

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그림 2-14와 같다.

  그림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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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변수에 추가하는 방법은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1  윈도우 7(윈도우 XP와 비스타도 동일)

1. 시작●메뉴의●내●컴퓨터에서●오른쪽●마우스●버튼을●클릭한●후●속성을●선택한다.

2.  속성(시스템●등록●정보)●창에서●고급●탭을●선택한●후●환경●변수●버튼을●누른다.●

3.  ●●환경●변수●대화상자에서●시스템●변수의●Path●변수를●찾고●편집●버튼을●누른다.●문자열의●맨●

끝에●바로●위의●두●가지●경로를●추가한다.●이때●각●경로는●세미콜론(;)으로●구분해야●한다는●것

에●유의하자.●예를●들어,●안드로이드●SDK가●C:\Users\demo\AppData\Local\Android\sdk에●설

치되었다면●Path●변수●끝에●다음을●추가하면●된다.●

; C:\Users\demo\AppData\Local\Android\sdk\platform-tools; 
C:\Users\demo\AppData\Local\Android\sdk\tools

4.  각●대화상자에서●확인●버튼을●눌러서●속성●창을●닫는다.

그러면 path 지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

행한다. 

echo %Path%

반환되는 PATH 변수의 값에 안드로이드 플랫폼 도구의 경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adb를 실행시켜서 platform-tools 경로가 잘 지정되었는지 확인

해 보자.

adb

제대로 실행되면 지정 가능한 명령행 옵션들의 내역을 보여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를 실행시켜서 tools 경로가 잘 지정되었는지 확인

하자.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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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명령 중 어느 하나라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면 PATH 환경 변수에 

추가한 경로가 잘못된 것이다. 

‘adb’은(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2.8.2  윈도우 8.1

1. ●●시작●화면에서●화면의●오른쪽●아래●모서리로●마우스●커서를●이동한●후●참●메뉴가●나타나면●검

색(Search)을●선택하고●제어판(Control Panel)을●입력한다.●검색●결과에서●제어판●아이콘이●나타

나면●클릭한다.

2.  ●●제어판●창이●열리면●오른쪽●위의●범주(Category)를●큰 아이콘(Large Icons)으로●선택한다.●그리고●

아이콘●목록에서●시스템(System)을●선택한다.●●

3. 앞의●2.8.1에●설명한●2번부터●4번까지를●똑같이●해●준다.

그 다음에는 path 지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화면의 오른쪽 밑 모서리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후 검색을 선택하고 cmd를 입력한다. 검색 결과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선

택하여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연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echo %Path%

반환되는 PATH 변수의 값에 안드로이드 플랫폼 도구의 경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adb를 실행시켜서 platform-tools 경로가 잘 지정되었는지 확인

해 보자.

adb

제대로 실행되면 지정 가능한 명령행 옵션들의 내역을 보여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를 실행시켜서 tools 경로가 잘 지정되었는지 확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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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이 두 가지 명령 중 어느 하나라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면 PATH 환경 변수에 

추가한 경로가 잘못된 것이다. 

‘adb’은(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2.8.3  리눅스

리눅스에서는 자바 JDK 설치 시 수정했던 .bashrc 파일을 한 번 더 수정하면 된다. 안드

로이드 SDK가 /home/demo/Android/sdk에 설치되었다면 .bashrc 파일의 export 라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된다. 

export PATH=/home/demo/java/jdk1.8.0_45/bin:/home/demo/Android/sdk/
platform tools:/home/demo/Android/sdk/tools:/home/demo/android-studio/
bin:$PATH

맨 끝에 android-studio/bin 디렉터리를 추가한 것에 유의하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

행시키는 studio.sh 스크립트를 터미널 창의 현재 디렉터리와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게 하

기 위함이다.

2.8.4  맥 OS X

맥 OS X에서 $PATH 환경 변수를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PATH에 추가될 경로를 포함하는 새로운 파일을 /etc/paths.

d 디렉터리에 추가하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한 위치가 /Users/demo/Library/

Android/sdk라고 한다면 다음 두 라인을 포함하는 android-sdk라는 파일을 /etc/paths.d 디

렉터리에 생성하여 경로를 구성할 수 있다.  

/Users/demo/Library/Android/sdk/tools 
/Users/demo/Library/Android/sdk/platform-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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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시스템 디렉터리이므로 파일을 생성할 때 sudo 명령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유

의하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sudo vi /etc/paths.d/android-sdk

2.9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SDK의 버전 업그레이드하기

종종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안드로이드 SDK의 새로운 릴리스(release)가 나오곤 한다. 

SDK의 경우는 그림 2-12와 그림 2-13에서 설명한 두 가지 형태의 SDK 매니저 UI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웰컴 

스크린의 제일 밑에 있는 Check for updates now를 클릭하거나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 안드로

이드 스튜디오 메인 메뉴에서 Help  Check for Update...를 선택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3 버전부터는 SDK 매니저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밀접하게 

통합되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SDK 컴포넌트도 업그레이드

할 것이 생기면 자동으로 통보해 준다. 그리고 통보된 메시지의 Update 버튼을 클릭하

면 그림 2-13의 새로운 SDK 매니저 UI가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2.10  안드로이드 SDK와 자바 JDK의 설치 경로 변경하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드로이드 SDK나 자바 

JDK의 설치 경로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바 JDK의 새로운 버전을 

다른 경로에 설치하고 그것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이다. 이때는 

변경된 경로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앞의 그림 2-11과 같은 웰컴 스크린이 나타난다. 그

리고 오른쪽 Quick Start 메뉴의 Configure를 선택하면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 대화상

자가 나타난다. 거기에서 제일 밑의 Project Defaults를 선택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

로젝트의 기본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거기에서 Project Structu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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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면 안드로이드 SDK와 자바 JDK의 설치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

난다. 그 다음에 오른쪽의 … 버튼을 눌러 원하는 경로로 변경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된

다. 이렇게 경로를 변경하면 이후의 모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에 이 설정이 적

용되어 처리된다.

2.11  요약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맞는 개발 환

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바 JDK, 안드로이드 SDK, 안드로이드 스튜

디오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운영체제(윈도우, 맥 OS X, 리눅스)에 그런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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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드로이드 4.0 SDK의 일부로 소개되었던 유용한 레이아웃 매니저가 GridLayout 

매니저 클래스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클래스는 자식 뷰들이 격자 형태

의 레이아웃에 위치하게 해 준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GridLayout을 구현하는 방법은 XML 레이아웃 리소스와 자바 코드의 사용을 포함해서 여

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자이너 도구에 있는 GridLayout 특유의 

기능을 사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GridLayout 클래스의 기본 사항을 설명한 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자이너

를 사용해서 GridLayout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디

자이너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 XML 레이아웃 리소스를 사용해서 직접 GridLayout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18.1  안드로이드 GridLayout과 Space 클래스

GridLayout의 목적은 자식 뷰가 그리드(grid, 격자) 형태로 위치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GridLayout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과 수평의 그리드 라인(grid line)으로 구성되

며, 이 라인은 연속된 행(row)과 열(column)로 레이아웃을 분할한다. 그리고 행과 열이 교

차되어 셀(cell)을 구성하며, 각 셀은 하나 이상의 뷰들을 포함한다. 그리드 라인은 인덱스

(index)로 참조되며 인덱스는 레이아웃의 맨 앞 라인부터 0으로 시작해서 차례로 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셀은 행과 열의 번호로 참조되며 맨 왼쪽 상단의 셀은 0,0으로 시작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자이너에서 

GridLayout 매니저 사용하기18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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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내부에서 자식 뷰를 위치시키는 방법은 그 뷰의 gravity 속성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자식 뷰의 gravity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자식 뷰를 셀의 중앙에 

나타나게 하거나 또는 셀 전체 공간에 채우거나 또는 셀의 특정 모서리에 위치시킨다. 

또한 부모인 GridLayout의 자식 뷰는 자신의 rowSpan과 columnSpan 속성을 사용하여 여

러 개의 행과 열에 걸쳐 구성될 수 있다. 

GridLayout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클래스로 Space 클래스가 있다. 이것

은 매우 간단한 클래스로서 레이아웃 내부 즉, 셀 외부에 여백(gap)을 만드는 것이 이 클

래스의 유일한 목적이다. GridLayout에서 Space 뷰는 다른 뷰 객체와 똑같이 어떤 셀에도 

위치할 수 있다. 

Space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백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셀에 포함된 뷰의 주변 여백은 각 

자식 뷰의 다양한 마진 레이아웃 속성(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제어할 수 있다.  

18.2  GridLayout 예제

GridLayout 클래스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자이너 도구 모두 시각적인 본질을 갖고 있

으므로 실제로 예제를 만들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이 장의 나

머지 부분에서는 디자이너 도구를 사용해서 GridLayout 클래스의 주요 기능을 보여 주는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이다. 

18.3  GridLayout 프로젝트 생성하기

우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메뉴의 File ➞ New ➞ New 

Project...를 선택하거나 또는 웰컴 스크린에서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를 선택한다. 

Application name 필드에 GridLayoutSample을 입력하고 Company Domain 필드에

는 ebookfrenzy.com을 입력한다. 안드로이드 장치 선택 화면에서는 폰과 태블릿(Phone and 

Tablet)만 선택하고, 최소 SDK 버전은 API API 22: Android 5.1 (Lollipop)로 선택한다. 액티

비티 선택 화면에서는 Blank Activity를 선택한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상자에서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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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에 GridLayoutSampleActivity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설정된 나머지 필드 값은 그대

로 둔다. Finish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를 생성한다(GridLayout 클래스는 API 레벨 14인 안드

로이드 4.0부터 지원된다). 

18.4  GridLayout 인스턴스 생성하기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면 GridLayoutSample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도구 창에 나타난다. 그

리고 오른쪽의 편집기 창에는 GridLayoutSampleActivity.java 소스 파일이 로드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XML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인 activity_grid_layout_

sample.xml도 이미 로드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XML 파일로 작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일 아직 로드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젝트 도구 창에서 app ➞ res ➞ layout 폴더를 

찾는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activity_grid_layout_sample.xml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안드

로이드 스튜디오 디자이너로 로드한다. 아래 쪽에 Gradle 도구 창이 열려 있으면 그 창 

위쪽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을 클릭하여 창을 닫자.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자이너 도구 창의 왼쪽 아래에 있는 Design 탭을 눌러서 

디자인 모드로 변경한다. 그리고 장치 화면의 레이아웃에서 Hello world! 텍스트 값을 

갖는 TextView 객체를 선택하고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한다. 

현재의 레이아웃 디자인은 RelativeLayout 매니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GridLayout 

매니저 인스턴스를 자식으로 추가할 것이다. 디자이너 팔레트의 Layouts 유형에 있는 

GridLayout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끌어서 장치 화면의 맨 왼쪽 위 모서리에 놓는다. 그러면 

그림 18-1처럼 네 군데 테두리에 여백을 갖는 GridLayout이 화면을 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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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1  

여기서는 자식 뷰들을 수용할 만한 크기 정도의 GridLayout만 필요하다. 따라서 Grid 

Layout의 높이와 너비 매개변수를 match_parent(부모 뷰의 공간을 전부 사용)에서 wrap_

content(자식 뷰가 자신의 콘텐트를 보여 줄 수 있는 크기의 공간만을 사용)로 변경할 필요가 있

다. 이때는 디자이너 도구의 속성 패널에서 그 속성들을 찾아 변경하는 것이 한 가지 방

법이다. 그러나 그림 18-1의 GridLayout 인스턴스를 선택한 후 디자이너 툴바의 두 버튼

을 사용하면 더 빨리 변경할 수 있다. 너비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었을 때(클릭하

지 말고) 그림 18-2처럼 “Set layout_width to wrap_content” 메시지가 나오면 그때 너비 

버튼을 클릭하여 width 속성을 설정한다. 만일 “Set layout_width to match_parent” 메
시지가 나오면 클릭하지 않는다. 이미 wrap_content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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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 속성이 wrap_content로 설정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 옆의 높이 버튼을 클릭하여 너

비 속성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이때 너비 버튼에서처럼 “Set layout_height to wrap_
content” 메시지가 나올 때 클릭해야 한다. 설정이 끝나면 GridLayout의 크기가 줄어

서 작은 사각형으로 나타날 것이다(너비 버튼과 높이 버튼은 클릭할 때마다 wrap_content와 

match_parent 값이 번갈아 바뀐다. 그리고 XML 레이아웃의 해당 속성 값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디자이너의 디자인 모드와 텍스트 모드를 번갈아 보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18.5  GridLayout 셀에 뷰 추가하기

GridLayout의 셀에 뷰 객체를 넣으려면 팔레트에서 원하는 뷰를 클릭하고 끌어서 장치 화

면의 GridLayout 인스턴스에 넣으면 된다. 이때 뷰를 끌어서 넣기 위해 GridLayout의 위

로 움직이면 그 지점의 위치(행과 열 번호)를 나타내는 정보를 보여 준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가 될 때 마우스 버튼을 놓아서 그 뷰를 넣으면 된다. 그림 18-3에서는 팔레트에서 

Button 뷰를 끌어서 GridLayout의 맨 왼쪽 위의 셀에 놓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18-3  

그림 18-3의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점에서 뷰를 넣으면 0,0의 좌표로 참조되는 

셀에 위치한다. 그림 18-4에서는 Button을 그 셀에 넣은 모습을 보여 준다. 여기서 한 가

지 알아 둘 것이 있다. GridLayout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Button을 원하는 위치에 넣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디자이너 캔버스의 장치 화면 위에 있는 + 버튼을 누르면 레이

아웃이 확대되어 보이므로 작업하기가 수월하다[만일 그래도 불편하다고 생각될 때는 앞에서 

설정했던 GridLayout의 너비와 높이 속성을 match_parent로 설정하면 작업하기 편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식 뷰를 추가할 때마다 스프레드 시트(spread sheet) 형태의 격자를 보여 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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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18-4  

디자이너 영역의 위와 왼쪽의 여백에는 초록색 바(bar)가 나타난다. 이것들은 GridLayout에 

있는 행과 열을 나타낸다(현재는 레이아웃에서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만 갖고 있다). 

앞에서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두 번째 버튼을 GridLayout에 넣자. 이때 그 버튼의 위치는 

첫 번째 버튼의 바로 오른쪽으로 한다(row 0, after column 0 메시지가 나타나는 곳). 

같은 요령으로 세 번째 버튼도 추가한다. 단, 위치는 첫 번째 버튼의 왼쪽으로 한다. 이때

는 그림 18-5처럼 메시지가 나타나며 결국 이전 0,0 셀의 버튼 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

고 새로운 버튼 뷰가 0,0 셀에 추가된다. 

  그림 18-5  

이처럼 기존 뷰의 왼쪽에 새로운 뷰를 넣으면 기존 열들은 한 열 오른쪽으로 이동된다. 

그리고 새로운 열이 GridLayout의 맨 왼쪽에 추가되며 새 버튼 뷰가 새로 추가된 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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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게 된다. 

같은 요령으로 GridLayout의 두 번째 행에 버튼을 하나 추가한다. 위치는 after row 0 in 

column 0 메시지가 나오는 곳이다. 모든 버튼의 추가가 끝났으면 이 책 제일 뒤에 있는 

부록 B의 첫 번째 방법으로 각 Button의 textAllCaps 속성 값을 false로 설정한다. 최종 레

이아웃은 그림 18-6과 같다.

  그림 18-6  

18.6  행과 열의 이동과 삭제

행과 열이 추가되면 그런 행과 열을 나타내기 위해 초록색 바도 덩달아 추가된다는 것을 

알아 두자. 하나의 셀을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는 그 셀을 클릭한 후 끌어서 원하는 위치

에 넣는다. 그리고 한 행의 셀 전체 또는 한 열의 셀 전체를 이동할 때는 초록색 바를 클

릭한 후 끌어서 원하는 위치의 초록색 바에 넣으면 된다. 초록색 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Delete 메뉴 항목이 나타나며 그것을 누르면 그 행 또는 열의 셀 전체가 

삭제된다. 

18.7  여러 행과 열로 구성된 셀 구현하기

그 다음은 두 개의 버튼 뷰가 여러 개의 셀을 갖도록 변경할 것이다. 우선, 맨 오른쪽 위

의 버튼이 두 개의 행에 걸치도록 변경한다. 레이아웃에서 그 버튼을 선택한 후 속성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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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에서 layout:rowSpan 속성을 찾는다. 찾았으면 그림 18-7처럼 그 속성의 값을 2로 입력

한다. 

  그림 18-7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홀로 있는 버튼 뷰를 선택하고 속성 창에서 layout:columnSpan 속

성의 값을 2로 변경한다.

이제는 그 두 개의 뷰가 여러 셀에 걸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행이나 열

에 걸치는 셀에 뷰가 있더라도 디자이너의 레이아웃 캔버스에서는 그 뷰를 종전과 같은 

크기로 보여 준다. 왜냐하면 그 뷰의 gravity 속성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8  GridLayout의 자식 뷰 gravity 변경하기

자식 뷰가 자신이 포함된 셀 내부에서 어떤 크기와 위치를 가질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GridLayout의 자식 뷰 gravity 속성이다. 지금까지 이번 장에서 추가된 자식 뷰는 자신을 

포함하는 셀의 왼쪽 위 모서리에 맞추어 위치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자식 뷰가 여러 셀에 

걸치는 경우에 그 셀 모두의 공간을 자식 뷰가 사용하도록 하려면 그 뷰의 gravity 속성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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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셀에 있는 자식 뷰를 중앙에 두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맨 오른쪽 위에 있는 

Button 뷰를 선택한다. 그리고 속성 패널에서 layout:gravity를 찾아 왼쪽의 뒤집혀진 삼각

형을 클릭한 후 center의 오른쪽 칸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옵션들이 나타난다. 그중에

서 both를 선택한다(그림 18-8 참조). 

  그림 18-8  

또는 그림 18-9처럼 디자이너 툴바의 Gravity 버튼을 사용해서 gravity 속성을 구성할 수

도 있다. 

  그림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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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성이 설정되면 그 Button 뷰가 두 개의 셀 사이에서 수평과 수직 모두 중앙에 나타

날 것이다(그림 18-10). 

  그림 18-10  

중앙에 위치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사용 가능한 공간을 자식 뷰가 가득 채우게 하

는 것이다. 이때는 layout:gravity 속성의 설정 값을 �ll에서 �ll_vertical로 변경하면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gravity 속성 값들이 결합되어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

서 선택된 셀의 경우에 center와 �ll_vertical 모두의 gravity 속성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다. 설정된 결과는 그림 18-11처럼 속성 패널의 layout:gravity 라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11  

만일 fill 속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그림 18-12처럼 fill 속성을 클릭하여 드롭다

운 메뉴가 나타나게 한 후 <unset>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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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12  

두 번째 행의 버튼에 gravity 속성을 추가하자. 이때는 gravity 속성 값으로 �ll_horizontal을 

추가한다. 이처럼 gravity 속성을 변경한 후에는 여러 행과 열에 걸친 셀에 있는 두 버튼

(왼쪽 아래 버튼과 맨 오른쪽 버튼)의 크기가 늘어났을 것이다. 

  그림 18-13  

18.9  요약

GridLayout 클래스는 뷰를 그리드(격자) 레이아웃에 배치해 주며, 각 자식 뷰는 셀에 포함

된다. 또한 하나의 자식 뷰가 여러 셀(수직과 수평 모두)에 걸쳐 구성될 수 있다. 하나 또는 

여러 셀에 걸쳐 포함된 자식 뷰의 (셀 내부에서의) 위치와 크기는 gravity 속성 설정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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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어할 수 있다.

GridLayout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자이너의 디자인 모드를 사용해서 구현하거나 또는 

자바 코드와 XML 레이아웃 리소스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디자인 모

드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XML 레이아웃 리소스를 사

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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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Broadcast()  402, 406
sendOrderedBroadcast() 402, 406
<service> “매니페스트 파일” 참조

Service “서비스” 참조

setBackgroundColor() 190
setContentView() 189, 192
setOnClickListener() 223, 228-229
setOnDoubleTapListener() 247, 252
setText() 158, 190
SimpleOnScaleGestureListener 269-271
sp  179
Space 클래스 204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475
SQLite 

AVD 명령행에서 사용하기 476
ContentValues 클래스 481
Cursor 클래스 480
개요 475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요 472-474
기본 키(Primary key) 474
예제 프로젝트 494
자바 클래스들 479

SQLiteDatabase 클래스 480
SQLiteOpenHelper 클래스 480-481, 495, 497
START_NOT_STICKY 432
START_REDELIVER_INTENT 432
START_STICKY 432
Started Service 428-429, 436
Sticky Broadcast Intent 406
Storage Access Framework 

“스토리지 액세스 프레임워크” 참조

T

TableLayout  162, 483
TableRow 162, 483
Thread “스레드” 참조

ToolbarListener 281-283
Transition “전환” 참조

Transition Framework 330
TransitionManager 클래스 331, 334-337, 342
TransitionSet “전환 세트” 참조

U

UriMatcher 516-517, 520
<uses-permission> “매니페스트 파일” 참조

V

VideoView 클래스 558-563, 565
ViewGroup.LayoutParams 190, 347
ViewGroup 161, 165

W

WebView 393, 396, 619
WebViewClient 619-620, 622
WRAP_CONTENT 193,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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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인 키(Private Key) 생성 667
계층 구조 뷰어 183-184
공개 인증 키(Public License Key) 685
구글 드라이브 540, 548-549, 615
구글 맵 안드로이드 API 
개발자 서명 얻기 595
개요 593-594
맵 카메라 제어하기 609
맵 컨트롤 보여주기 605
지도 제스처 처리하기 606
지도 표식 생성하기 608

구글 클라우드 인쇄 614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 684
결제 라이브러리 674
인앱 결제(In-App Billing) “인앱 결제” 참조

그래들(Gradle) 
APK 서명 설정 713-715
개요 705
매니페스트 항목 707
명령행에서 그래들 작업 실행 715
빌드 변이 706
의존 관계 706
합리적인 디폴트 706

그래들 도구 창 58
그래들 빌드 파일 

모듈 수준 710-713
최상위 수준 708-709

그래들 콘솔 57

ㄷ

다중 터치 처리 236-237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Schema) 47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Table) 472
데이터베이스 행(row) 474
도구 창(Tool Window)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도구 창” 참조

동적 상태 131, 151
디자이너(Designer) 

디자이너 도구 167
디자인 모드 168
레이아웃 미리보기 46, 170
속성 설정 171
예제 프로젝트 174
커스텀 장치 정의 173
컴포넌트 트리 39, 169
텍스트 모드 169

ㄹ

레이아웃(Layout) 161
레이아웃 매개변수 190
레이아웃 매니저 161-162
레이아웃 속성 190
로컬 바운드 서비스 450
론처 액티비티 176
루트(root) 뷰 163
리눅스 커널 110
리소스 ID        155
리소스 매니저 114
리소스 참조      155-156

ㅁ

마스터/디테일 플로 

Object Kind 307
개요 304-305
디테일 패널 변경 312
생성 306
콘텐트 모델 변경 311
템플릿 파일 내역 308-310

매니페스트(Manifest) 파일 

<activity> 368
<data> 398
<intent-filter> action 요소 177, 372, 397, 413
<intent-filter> category 요소 177, 397
<provider> 511, 525-526
<receiver> 405
<service> 432-433, 435, 439, 444, 454, 466
<uses-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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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396, 372, 583, 588, 591, 676
개요 119, 707

메인(Main) 스레드 416
명시적 인텐트 116, 367, 374
문서 제공자 530
문장 자동 완성 102

ㅂ

바운드 서비스 

Binder 구현 452
개요 430, 449-450
로컬 바운드 서비스 450
원격 바운드 서비스 462
클라이언트의 바인딩 455
프로젝트에 추가하기 451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123
복합(Composite) 뷰 161
뷰 ID 사용하기 197
뷰 계층 구조 163
뷰 그룹 161
뷰(View) 시스템 115, 161
뷰의 성능 정보 보기 186-187
뷰 타입 변환(Morphing) 172-173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개요 117, 403
매니페스트 파일에 추가 411
생성 409
시스템 브로드캐스트 리스닝 413-415

브로드캐스트 인텐트 

개요 117, 402
생성과 전송 408
스티키 406
예제 프로젝트 407

비디오 녹화 569
비디오 재생 558
빌드 변이(variant) 
개요 718
빌드 변이(Build Variants) 도구 창 56
예제 프로젝트 719

빌드 플레이버(flavor) 
개요 718

리소스 파일 추가하기 724
추가하기 719

빠른 문서 검색 107

ㅅ

서명된 APK 파일 생성 668
서비스(Service) 
개요 117-118, 428
매니페스트 파일 선언 432-434
바운드 서비스 430-431
생명주기 431
스타트 서비스 428-429
시작시키기 434
인텐트 서비스 429-430

소스 코드 형식 변환 107
속성 창의 전문가 모드 172
스레드(Thread) 
개요 416-417
생성 421
핸들러 구현 422
핸들러에 메시지 전달 425

스위처(Switcher) 59-60
스타트 서비스(Started Service) 428-429, 436
스토리지 액세스 프레임워크 

ACTION_CREATE_DOCUMENT 533
ACTION_OPEN_DOCUMENT 533
MIME 타입 534
개요 530
예제 프로젝트 540
인텐트 사용 533
지속적인 액세스 538
파일 삭제 537
파일 생성 545-547
파일 선별하기 533-534
파일 읽기 535-536
파일에 쓰기 537
피커(picker) 531

스티키(Stiky) 브로드캐스트 인텐트 406
실제 화면 픽셀(px)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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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드로이드 NDK  113
안드로이드 런타임(ART) 111
안드로이드 리소스 관리 121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 109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비게이션 바 51
  메뉴 바 51
  메인 창 50
  상태 바 52
  웰컴 스크린 49-50
  테마 변경 60
  툴바 51
  편집기 창 52
  프로젝트 도구 창 52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도구 창 

구조(Structure) 56
그래들 콘솔(Gradle Console) 57
그래들(Gradle) 58
메시지(Message) 57
메이븐(Maven) 프로젝트 58
빌드 변이(Build Variants) 56
실행(Run) 57, 71
안드로이드(Android) 57, 71, 73-74
열고 닫기 52-55
이벤트 로그(Event Log) 57
즐겨찾기(Favorites) 56
터미널(Terminal) 57
프로젝트(Project) 56
할 일(TODO) 56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번들 패키지 

다운로드 10
리눅스에서 설치 17
맥 OS X에서 설치 15
윈도우에서 설치 11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단축키 58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109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113-114
안드로이드 장치 모니터 74-75
안드로이드 하위 버전 호환성 

액티비티만 사용시 746
프래그먼트 사용시 748

암시적 인텐트 116, 366-367, 370, 388
애플리케이션 릴리스 664
애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 119
애플리케이션 중단시키기 73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119
액티비티(Activity) 115, 128
데이터 반환 369
상태 변화 예제 137
상태와 변화 125
생명주기 메서드 132
생애 134
클래스 128

액티비티 매니저 113
액티비티 상태 데이터 복원 151, 157-158
액티비티 상태 데이터 저장 151, 154-157
액티비티 생명주기 메서드 132-133
액티비티 스택 124
에뮬레이터(Emulator) 
생성하기 64, 75
시작시키기 68

에뮬레이터의 한글 처리 

AVD의 Keyboard 옵션 67
한글 입력 734
한글 출력 730

역-지오코딩(Reverse Geocoding) 600
영속적 상태(Persistent State) 131
오디오 녹음 퍼미션 591
오버플로 메뉴 

XML 파일에 추가하기 320
개요 319
보여주기 322
생성 320
예제 프로젝트 324
체크 가능한 항목 그룹 생성 323-324
항목 선택 처리 322

원격 바운드 서비스 

개요 462
구현 464
론칭과 바인딩 467-469
매니페스트 파일 등록 466-467
메시지 전송 469-470

이미지 인쇄 618
이미지 캡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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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처 인텐트 570
이벤트(Event) 222
이벤트 리스너 223
이벤트 처리 222
인쇄 매니저 612
인쇄 프레임워크 612
인앱 결제(InApp Billing) 
개요 674
결제 퍼미션 추가 676
공개 인증 키 받기 685
구글 플레이 결제 설정 686
구입 제품 소비하기 691
라이브러리 설치 674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695
예제 프로젝트 생성 675
유틸리티 클래스 679-680
인앱 제품 생성하기 697
테스트 계정 추가하기 699

인터폴레이터 

전환(transition) 332
커스텀(custom) 340

인텐트(Intent) 
개요 116, 366
명시적 인텐트 367, 374
사용 가능 여부 확인 372
암시적 인텐트 370, 387
인텐트 URL 394
인텐트 서비스 429
인텐트 필터 371

ㅈ

자바 JDK(Java Development Kit) 설치 

리눅스 9-10
맥 OS X 7-8
윈도우 6-7

장면(Scene) 330-331
장면 전환 333, 352
전환(Transition)  
  custom 335-338
  개요 330
  루트 컨테이너 353

  인터폴레이터 사용 332
전환 세트(TransitionSet) 

XML에서 사용  336-338
개요 331
코드에서 사용 335-336
클래스 335

전환 파일 생성 361
전환 프레임워크 330
제스처(Gesture) 
일반 제스처 246
커스텀 제스처 255

제스처 파일 

SD 카드에서 추출하기 260-261
생성하기 258-259
제스처 파일 로드하기 263-264
프로젝트에 추가하기 261

제스처 빌더 애플리케이션 255
지오코딩 599
지원(support) 라이브러리 130, 274, 747-750

ㅊ

최근 파일 내비게이션 59-60

ㅋ

카메라 인텐트 569
카메라 지원 여부 확인 569
커스텀 문서 인쇄 638
커스텀 인쇄 어댑터 639, 642
커스텀 인터폴레이터(Interpolator) 340
커스텀 제스처 255
컨테이너 뷰 161
컴포넌트 트리 39
코드 생성 103
코드 자동 완성 100
코드 접어 감추기 104
코드 편집기 

기본 사항 95-97
렌즈(lens) 기능 98
매개변수 보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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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자동 완성 102
빠른 문서 검색 107
소스 코드 형식 변환 107
코드 생성 103
코드 자동 완성 100
코드 접어 감추기 104
편집 창 나누기 99

콘텐트 리졸버(Resolver) 510
콘텐트 제공자(Content Provider) 

<provider> 매니페스트 요소 511
Authority 515
UriMatcher 516
개요 118, 507
구현 메서드 508-509
구현 예제 프로젝트 512
매니페스트 파일 등록 525-526
콘텐트 URI 509, 515
콘텐트 리졸버(Resolver) 510

크기 독립적 픽셀(sp) 179
클라우드(cloud) 스토리지 

“스토리지 액세스 프레임워크” 참조

키스토어 파일 생성 666

ㅌ

터치 이벤트 

다중 터치 처리 236-237
리스너 구현 240-243
예제 프로젝트 237
터치 액션 235-236
터치 이벤트 처리 234-235

통지(Notification) 매니저 114

ㅍ

패키지(Package) 매니저 114
패키지 이름 31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123
프래그먼트(Fragment) 

XML 파일에 추가하기 276-277
개요 273

생성하기 274-275
안드로이드 하위 버전과의 호환성 274, 746
예제 프로젝트 284
이벤트 처리하기 280
코드에 추가하기 278-279
프래그먼트 간의 통신 281-283

프로세스 상태 122
프로젝트 도구 창 56
핀치 제스처 

개요 255
처리하기 269

ㅎ

하드웨어 지원 여부 확인 662
해상도 독립적 픽셀(Density Independent Pixel) 179
픽셀 변환 199

화면 픽셀 

실제 화면 픽셀(px) 179
크기 독립적 픽셀(sp) 179
해상도 독립적 픽셀(dp, dip)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