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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게임·프로그래밍의·세계에·오신·여러분을·환영합니다.·오늘날은·하드웨어와·소프

트웨어의·눈부신·발전에·힘입어,·현실·세계보다·더·사실적인·비주얼을·컴퓨터로·구현할·수·있

게·되었습니다.

컴퓨터·게임은·영화나·비디오·등·영상·산업과·함께·발전해·오면서·끊임없이·하드웨어와·소프트

웨어의·개발을·선도해·왔습니다.·영상·산업은·고품질의·렌더링을·마친·최종·결과물을·산출하

는·것이·목표이지만,·게임은·그러한·렌더링과·동작을·실시간으로·구현해야·하는·만큼·높은·하

드웨어·성능과·최적화된·소프트웨어·공학이·요구되었기·때문입니다.

요즈음은·유니티나·언리얼·엔진·등·누구나·무료로·사용할·수·있는·게임·엔진의·보급으로·인해·

게임·개발이·쉬워졌으며,·인터넷의·발달로·게임·제작에·필요한·각종·리소스와·알고리즘을·쉽

게·구할·수·있습니다.·따라서·초심자도·마음만·먹으면·간단한·게임·정도는·그럭저럭·만들·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게임·개발은·소프트웨어·공학에·해당하므로·수학과·물리학에·대한·일정·

수준·이상의·기본·지식이·필요합니다.·이러한·학문의·장벽이·많은·초심자를·좌절하게·하는·가

장·큰·원인·중의·하나라는·것도·피할·수·없는·현실입니다.

이·책은·초심자에게·게임·개발에·필요한·기초적인·수학·원리와·기본·알고리즘을·이해시킬·목

적으로·만들었습니다.·대부분의·공식은·간단한·사칙·연산과·몇·개의·삼각함수만으로·구성되

어·있으므로,·중학생·정도의·수학적인·지식만·있으면·어렵지·않게·이해할·수·있을·것으로·생각

합니다.·물론,·알려·주는·사람에게는·쉬운·것이·배우는·사람의·입장에서는·어려운·것일·수도·

있지만,·비슷한·공식을·자주·사용하다·보면·자연스럽게·습득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이·책은·안드로이드·운영체제에서·실행되는·2D·게임을·만드는·과정을·다루고·있으므로·

안드로이드와·Java·언어에·대한·기초·지식이·필요합니다.·그러나·이·책에서는·프로그래밍·언어

의·문법적인·부분을·다루는·것이·아니고,·가장·기본적인·Java·문법만·사용하므로·초심자도·부

담·없이·시작할·수·있을·것입니다.

시작하며



시작하며xii

이 책의 주요 내용

이·책은·게임·제작의·원리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단계별로·구성하였습니다.·따라서·각·장의·

내용을·충실히·학습하면·장차·자신이·만들고자·하는·게임·제작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

각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환경 구축 

  목적  PC에 JDK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마련한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기초 

  목적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한다.

  텍스트 기반 게임 

  목적   안드로이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위젯을 사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난수 발생과 

버튼의 활용법 등을 학습한다.

  예제  숫자 맞추기, 제비뽑기

  ImageView를 이용한 게임 

  목적   ImageView를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든다. 배열과 안드로이드의 옵션 메뉴 사용법 등을 

학습한다.

  예제  윷놀이, 가위바위보

  Custom View와 Sprite 

  목적   게임의 바탕이 되는 Custom View를 만드는 방법과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이동하고 

애니메이션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예제  엽기 토끼

  Canvas와 Bitmap

  목적   게임 개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Canvas에 비트맵을 직접 출력하고 Canvas를 변형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예제  비트맵 회전, 아날로그 시계, 오뚝이

  Touch의 판정

  목적   사각형, 원형, 부채꼴, 다각형 등 여러 과녁의 터치와 충돌 판정에 필요한 공식을 이해한다.

  예제  사각형 과녁, 원형 과녁, 부채꼴 영역, 다각형 과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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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와 ArrayList

  목적   게임에 필요한 각종 객체(Object)를 설계하고, 객체의 생성 및 소멸을 담당할 ArrayList의 

활용법을 이해한다.

  예제  비눗방울의 생성과 이동

  이동 방향과 속도

  목적   FPS와 Delta Time의 개념을 이해하고, 물체를 지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예제  비눗방울 터뜨리기

  Thread와 동기화

  목적  게임 스레드를 만들고 스레드를 동기화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예제  비눗방울 터뜨리기

  애니메이션과 사운드

  목적   안드로이드에서 게임의 배경 음악과 효과음을 재생하는 법, 공용 리소스를 이용해서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예제  참새 사냥

  중력의 처리

  목적   중력 가속도의 처리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포물선 운동과 점프 및 착지를 구현한다. 

  예제  자유 낙하하는 공의 반사, 로켓 발사, 걷기와 점프

  목적지 설정

  목적    물체를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출발과 정지에 가속과 감속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예제   꽃다발 위의 나비, XWing, Alien 

  Press와 Gesture

  목적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Press와 Gesture를 이용해서 물체를 제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예제   독거미, 원시인 소년

  충돌의 판정과 처리

  목적    충돌 판정의 기본이 되는 사각형:사각형, 원형:원형, 사각형:원형 물체의 충돌 판정 방법을 

이해하고, 충돌 시의 상태 변화, 물체의 소멸 및 폭파의 기본 원리 등을 학습한다.

  예제   놀이공원 산책, 독거미의 나비 사냥, X-Wing의 Alien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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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화면 스크롤

  목적   게임의 배경을 스크롤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근경과 원경을 다른 속도로 스크롤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예제  빨간 옷을 입은 토끼, X-Wing, 달리는 닌자

  버튼의 활용

  목적   게임 화면에 버튼을 배치하고 버튼으로 캐릭터를 제어하는 방법과 다단 점프의 원리 등을 

학습한다.

  예제  달리는 닌자

  블록 격파

  목적   스테이지 맵 만들기, 스테이지의 전환, 효과음과 진동의 On/Off 등 게임의 옵션 설정, 시작 

화면의 도입 등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임을 만든다.

  예제  블록 격파

  슬라이딩 퍼즐

  목적   슬라이딩 퍼즐의 기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퍼즐의 크기 및 효과음과 진동의 On/Off 등 게임의 

옵션 설정, 게임 시작 화면의 도입 등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임을 만든다.

  예제  슬라이딩 퍼즐

다운로드 및 독자 A/S
이·책에·실린·모든·Source·프로그램과·Resource·파일은·깃허브에서·다운받을·수·있으며,·각·절

의·첫·부분에· File ·9_3_FloatingBubble과·같은·형식으로·프로젝트·파일명이·표시되어·있습니

다.·아래의·깃허브·주소에·접속하면·이·책에서·사용하는·모든·프로젝트·파일이·나타나므로·해

당·장의·파일을·다운로드하면·될·것입니다.

이·책과·함께·학습하면서·생기는·질문은·다음의·독자·Q&A를·통해·해결해·나갈·수·있을·것으

로·생각합니다.·여건이·허락하는·대로·되도록·여러분의·입장에서·성심껏·답변을·해·드리겠습

니다.·되도록·개인적인·메일보다는·독자·Q&A·코너를·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 

https://github.com/foxmann/Android 또는 https://github.com/Jpub/AndroidGameBible

·· 독자 Q&A··readers.jpub@gmail.com

·· 저자 블로그··http://foxmann.blog.me

·· 저자 이메일··foxm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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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의 글

어떤·일이든·시작이·있기·마련이듯·누구나·초심자·시절이·있습니다.·처음부터·고수인·사람이·

있을·수·없듯이,·현재·고수의·반열에·올라와·있는·모든·사람도·초심자·시절을·겪고·지금의·위

치에·서·있을·것입니다.·제가·여러분에게·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다음과·같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지만,·백견이·불여일타(百見不如一打)임을·명심해

야·한다.·눈으로·백번·보는·것보다는·한·번이라도·직접·입력해·보는·것이·실력·향상에··

훨씬·도움이·된다.·몸짱·만드는·책·백날·본다고·저절로·식스·팩이·생기지는·않는다.

즐거운·마음으로·게임·프로그래밍의·세계에·입문한·만큼,·앞으로·게임·개발을·하면서·겪게·되

는·여러·어려움·또한·즐거운·마음으로·해결해·나가시기를·당부·드립니다.

끝으로·이·책이·나오기까지·많은·노력을·해·주신·제이펍·출판사의·모든·분께·깊은·감사를·드립

니다.

박승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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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DK 설치

안드로이드(Android)는·구글에서·공개한·모바일·플랫폼을·표적으로·하는·운영체제와·여기

에·필요한·미들웨어·및·애플리케이션이·포함된·소프트웨어이다.·안드로이드는·리눅스·커널

(Kernel)과·달빅(Dalvik)·또는·안드로이드·런타임(ARM·Android·Runtime)이라는·Java 가상머신을·

사용하므로·JDK(Java Development Kit)의·설치가·필수적이다.·

JDK는·오라클에서·무료로·배포하고·있으므로·오라클·홈페이지에·접속해서·설치한다.·오라클·

홈페이지의·[Downloads ➡ Java SE]·메뉴에·JDK·다운로드·링크가·있다.

URL  오라클 홈페이지 http://www.oracle.com

❶

❷

그림 1 - 1  Java SE 다운로드 메뉴

JDK는·자주·업데이트되는데,·다운로드·페이지에는·가장·최신·버전이·표시되어·있으므로·그것

을·다운로드한다.

그림 1 - 2  Java SE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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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설치·파일은·운영체제에·따라·다르므로·자신이·사용하는·운영체제에·맞는·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한다.··파일을·다운로드하기·전에·❶의·라이선스에 동의함·항목을·체크해야·한다.

❶

❷

그림 1 - 3  JDK 설치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한·파일을·실행하면·설치가·시작된다.·JDK는·특별한·설치·옵션이·없으므로·[Next]·

버튼을·계속·눌러·설치를·마무리한다.

그림 1 - 4  JDK 설치

 설치된 JDK 확인

설치한·JDK가·제대로·작동하는지·확인하기·위해·Windows의·cmd·창을·열고·java –version이

라고·입력한다.·설치된·Java·버전이·표시되면·정상이다.·JDK·8u121를·설치한·경우라면·버전이·

‘1.8.0_121’로·표시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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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5  cmd 창에서 Java 버전을 확인한다.

1.2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과거에는·안드로이드·SDK를·설치한·후,·이클립스(Eclipse)라는·도구를·이용해서·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앱)을·개발했지만,·구글에서·새로운·개발·도구인·안드로이드·스

튜디오를·배포함에·따라·요즈음은·안드로이드·스튜디오에서·작업한다.·인터넷에서·‘안드로이

드·스튜디오’로·검색하거나,·다음·주소를·입력해서·안드로이드·스튜디오를·다운받는다.

URL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http://developer.android.com/studio

그림 1 - 6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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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를·선택하면·이용·약관에·대한·설명이·나타나므로·‘사용·약관에·동의함’·항목을·체크

한·후·다운로드·버튼을·누른다.

그림 1 - 7  이용 약관에 동의함

1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시작

다운로드한·파일을·실행하면·안드로이드·스튜디오의·설치가·시작된다.

그림 1 - 8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시작

2  설치할 컴포넌트 설정

이어·컴포넌트를·선택하는·창이·나타나는데,·모든·항목이·선택되어·있으므로·이·옵션을·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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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그림 1 - 9  추가로 설치할 컴포넌트

❶	 	Android SDK 안드로이드 앱 개발용 SDK 설치 여부. 자신의 PC에 Android SDK를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이 옵션을 해제해도 된다.

❷	 	Android Virtual Device PC에서 사용하는 가상의 모바일 장치(모바일 에뮬레이터) 사용 여부. PC에 

폰을 직접 연결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해제해도 된다.

3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SDK 설치 폴더 설정

다음에는·안드로이드·스튜디오와·안드로이드·SDK를·설치할·폴더를·설정한다.·기본값을·사용

하거나·자신이·작업하기·편한·폴더를·지정하고·[Next]·버튼을·누른다.

그림 1 - 10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폴더 설정

이후·계속해서·[Next]나·[Install]·버튼을·누르면·설치가·시작된다.·설치가·완료되면·[Finish]·버

튼을·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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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1  안드로이드 설치 완료

설치가·끝나면·자동으로·안드로이드·스튜디오가·실행되는데,·이전·버전의·안드로이드·스튜디

오·설정·값을·불러올·것인지를·선택하는·창이·나타나므로·‘이전·버전의·작업·환경·없음’·옵션

을·선택한다.

그림 1 - 12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 폴더 설정

이어·Welcome·화면이·나타나므로·[Next]·버튼을·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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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3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Welcome 화면

다음에는·Install·Type을·설정하는·창이·나타나므로·Custom을·선택하고·[Next]·버튼을·누른다.

그림 1 - 14  Install Type을 Custom으로 설정한다.

안드로이드·스튜디오의·UI 테마를·설정하는·창에서·안드로이드·스튜디오의·테마(스킨)를·바꿀·

수·있으므로·둘·중·하나를·선택하고·[Next]·버튼을·누른다.



제 1 장 안드로이드 개발환경 구축10

그림 1 - 15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UI 테마 선택

이어·Component·Setup·창이·나타나면·모든·항목을·선택하고,·그림·1-10에서·설정한·SDK·폴

더를·지정한다.

❶
❷
❸
❹
❺

❻

그림 1 - 16  Component Setup

❶	 	SDK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❷	 	새로운 안드로이드 API를 다운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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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새로 추가할 API

❹	 	인텔의 HAXM(Hardware Accelerated Execution Manager, 하드웨어 가속 실행 관리자)을 설치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PC의 CPU가 인텔 제품이어야 하며, PC의 BIOS에서 VT(가상화 기술) 옵션을 

활성화시켜 두어야 한다. 

❺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설치한다.

❻	 	SDK가 설치된 폴더를 지정한다.

계속해서·[Next]·버튼을·누르면·필요한·컴포넌트가·다운로드된다.

그림 1 - 17  Component 다운로드

컴포넌트의·다운로드가·끝나면·안드로이드·스튜디오의·시작·화면이·나타날·것이다.·

그림 1 - 18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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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드로이드 SDK 설치

안드로이드·스튜디오를·설치할·때·추가되는·

SDK는·가장·최신·버전의·API만·설치되므로,·

장차·개발하려는·플랫폼에·맞는·API를·모두·설

치해야·한다.·안드로이드·스튜디오의·시작·화면

에서·[Configure ➡ SDK Manager]를·실행한다.

Android·SDK·매니저·창이·나타나면·Show 

Package Details·옵션을·켜고,·설치하려는·라이

브러리를·선택한다.·라이브러리를·모두·설치하

면,·시간도·많이·걸릴·뿐만·아니라·저장·공간도·

많이·소모되므로·필요한·것만·설치하는·것이·

좋다.

❶

❸

❷

❹

그림 1 - 20  추가할 안드로이드 API 설정

그림 1 - 19  SDK Manager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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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목록에서·❶,·❷는·기본,·❸,·❹는·선택적으로·설치한다.·PC의·CPU가·인텔·제품

이·아니거나,·CPU에·VT(Virtualization Technology, 가상화 기술)·기능이·없는·경우에는·❸,·CPU

가·VT를·지원하면·❹를·설치한다.·CPU가·인텔·제품이고,·운영체제가·32비트인·경우에는·x86·

Atom을·설치한다.·❸과·❹는·PC에서·안드로이드 가상 디바이스(AVD)를·구동하기·위한·라이브

러리이다.

그림·1-20은·Android·5.1(API·22)의·라이브러리를·설치하는·예이므로,·이것을·참고해서·

Android·6.0(API·23)과·5.0(API·21)도·설치한다.·이·책의·예제는·Android·5.0(API·21)·이상의·API

를·사용하므로,·이·이전의·버전은·필요시·추가로·설치하면·될·것이다.

이어·설치할·컴포넌트·목록이·나타나므로·‘라이선스에·동의함’·항목을·선택한·후·[Next]·버튼

을·누른다.

그림 1 - 21  안드로이드 API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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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로젝트 시작

안드로이드·스튜디오의·작업·과정을·알아보기·위해·새로운·프로젝트를·시작한다.·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시작·화면에서·[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를·실행한다.

새로운·프로젝트를·만들면·앱·이름과·도메인,·저장·폴더·등을·설정하는·창이·나타난다.·우리

는·안드로이드·스튜디오의·작업·과정만·확인할·것이므로·기본·설정을·사용하기로·하고·[Next]·

버튼을·누른다.

그림 1 - 22  앱 이름과 도메인, 저장 폴더 설정 창

이어·앱을·실행할·디바이스·설정·창이·나타나므로·앱을·실행할·디바이스와·최소한의·SDK·버

전을·설정한다.·우리는·API·21~23을·설치하였으므로·설치된·SDK의·API로·설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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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3  Target Device와 Minimum SDK 설정

다음에는·추가할·Activity·선택·창이·나타나므로·Basic Activity를·선택한다.

그림 1 - 24  Activity 선택

이어·Activity·이름·등을·설정하는·창이·나타나는데,·기본값을·사용하기로·하고·[Finish]·버튼

을·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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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5  Activity 이름 등 설정

[Finish]·버튼을·누르면·잠시·후·앞에서·만든·프로젝트가·나타난다.·프로젝트의·기본적인·기능

이·만들어져·있으므로·곧바로·프로젝트를·실행할·수·있다.·툴바의·가운데에·있는·실행·버튼을·

누르거나· Shift ·+· F10 ·키를·누르면·프로젝트가·실행된다.·

그림 1 - 26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프로젝트가 생성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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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VD 만들기

프로젝트를·실행하면·안드로이드·가상 디바이스(AVD)·목록이·나타나는데,·현재·비어·있으므로·

[Create New Virtual Device]·버튼을·눌러·새로운·에뮬레이터를·만든다.

그림 1 - 27  비어 있는 AVD 목록

먼저·단말기의·종류를·지정한다.·어느·것을·사용해도·되지만·자신의·모바일·기기와·비슷하거

나·해상도가·조금·높은·것을·고르는·것이·좋다.·단말기의·종류는·앞으로·진행할·프로젝트와·

큰·연관성은·없다.

그림 1 - 28  에뮬레이터로 사용할 단말기 종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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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단말기의·System Image를·설정하는·창이·나타난다.·System·Image는·1.3절에서·❸·또는·

❹로·설치한·컴포넌트로,·단말기의·구동·엔진이다.·System·Image는·자신이·개발하려는·앱의·

API의·버전과·같거나·1~2·단계·정도·높은·것으로·설정한다.·

그림 1 - 29  단말기의 System Image 설정

다음에는·단말기의·세부·옵션을·설정하는·창이·나타난다.·필요하면·단말기·이름과·API·레벨

을·변경하고,·[Show Advanced Settings]·버튼을·눌러·세부·항목을·설정한다.

그림 1 - 30  에뮬레이터의 기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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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그림 1 - 31  에뮬레이터의 세부 설정

❶	 	에뮬레이터의 카메라 사용 여부

❷	 	그래픽 가속 기능 사용 여부, Auto로 설정하면 HAXM 기능이 없는 CPU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한다. 

❸	 	멀티코어 CPU를 사용하는 경우 이 옵션을 켜고 코어의 수를 설정한다.

❹	 	단말기의 키패드 입력 시 마우스와 함께 PC의 키보드를 사용한다.

설정을·마치고·[Finish]·버튼을·누르면·앞에서·만든·에뮬레이터가·등록된다.·

그림 1 - 32  에뮬레이터 목록에 추가된 A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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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뮬레이터가·등록되었으므로·위의·창에서·[OK]·버튼을·누르면·에뮬레이터가·기동된·후·프로

젝트가·실행된다.·이·프로젝트는·단말기·화면에·‘Hello·World!’를·출력하는·것이다.

❶
❻

❷
❼

❸
❽

❹
❾

❺
❿
⓫

그림 1 - 33  프로젝트 실행 결과

❶	 	단말기 전원 On/Off

❷	 	스피커 볼륨 증가

❸	 	스피커 볼륨 감소

❹	 	단말기를 왼쪽으로 90˚ 회전 

❺	 	단말기를 오른쪽으로 90˚ 회전 

❻	 	단말기 화면의 스크린샷 이미지 저장

❼	 	단말기의 특정 부분 확대 표시

❽	 	직전 화면으로 복귀(Back Key)

❾	 	초기 화면으로 복귀(Home Key)

❿	 	최근에 실행한 앱 목록 표시

⓫	 	단말기의 세부 옵션 설정

에뮬레이터는·여러·개·등록할·수·있으므로·여러·종류의·디바이스에서·테스트할·경우,·테스트

하려는·디바이스를·각각·에뮬레이터로·등록하고·에뮬레이터별로·프로젝트를·실행해서·그·결

과를·비교하면·될·것이다.·

이것으로·안드로이드·스튜디오의·설치·과정이·모두·끝났다.·앞에서·테스트용으로·작성한·프로

젝트는·더·이상·사용할·일이·없으므로,·안드로이드·스튜디오를·종료한·후·프로젝트·폴더를·삭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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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한글 설정

안드로이드·스튜디오의·2.2·버전은·Layout의·Preview·창에서·한글이·깨지는·현상이·있다.·이

것은·한글의·기본·글꼴이·잘못·설정되어·생기는·문제이다.

[안드로이드 설치 폴더/plugins/android/lib/layoutlib/data/fonts/fonsts.xml]·파일을·메모장·등

에서·열고,·검색어로·‘ko’를·입력해서·다음·구문을·찾는다.

<family lang="ko">
    <font weight="400" style="normal" index="1">NotoSansCJK-Regular.ttc</font>
</family>

여기서·글꼴·‘NotoSansCJK-Regularttc’를·‘NanumGothic.ttf’로·바꾼다.·나눔·글꼴은·기본으로·

포함되어·있다.·수정이·끝나면·파일을·저장하고·안드로이드·스튜디오를·다시·시작한다.

1.7 HAXM의 VT 설정

인텔의·HAXM(Hardware Accelerated Execution Manager, 하드웨어 가속 실행 관리자)은·VT(Virtualization 

Technology, 가상화 기술)를·사용해서·PC의·가상·디바이스를·하드웨어적으로·가속한다.·이·기능

은·PC의·가상·디바이스를·하드웨어적으로·가속하므로·안드로이드·에뮬레이터에서·구동되는·

앱의·실행·속도가·아주·빨라진다.·HAXM의·하드웨어·가속·기능은·소프트웨어적인·처리보다·

10배·이상·퍼포먼스를·향상시킨다고·한다.

그림·1-16의·[SDK Components Setup]·창에서·HAXM·옵션을·선택하면·HAXM이·자동으

로·설치된다.·그런데·이·기능을·사용하려면·PC의·CPU가·인텔·제품이어야·하며,·ROM·BIOS

에·VT·옵션이·설정되어·있어야·한다.·PC의·CPU에·VT·기능이·있는지의·여부는·CPU-Z나·

Speccy와·같은·유틸리티로·확인할·수·있다.



제 1 장 안드로이드 개발환경 구축22

그림 1 - 34  CPU-Z와 Speccy에 표시된 VT 상태

위·그림을·보면·CPU-Z에는·VT·상태만·표시되지만,·Speccy에는·CPU가·VT를·지원하나·현재·

비활성화되어·있다고·표시되어·있다.

VT의·활성화는·마더보드의·ROM BIOS·설정·화면에서·설정한다.·다음·그림은·ASROCK·보

드의·BIOS·설정·화면이다.·사용하는·보드에·따라·다르겠지만·VT·옵션은·대부분·[Advanced]··

메뉴에·있다.

그림 1 - 35  ROM BIOS의 Virtualization Technology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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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BIOS의·VT·옵션을·새로·설정한·경우에는·HAXM을·다시·설치할·필요가·있다.·인텔·홈

페이지에서·HAXM을·검색해서·다운로드한·후·설치해도·되지만,·안드로이드·스튜디오를·설

치할·때·다운로드된·파일을·이용하는·것이·편할·것이다.·[SDK 폴더/extra/intel/Hardware_

Accelerated_Execution_Manager]·폴더에·설치·파일이·있다.

그림 1 - 36  HAXM 설치 파일

그림 1 - 37  HAXM 설치 시작

이어·HAXM이·사용할·RAM의·크기를·설정하는·창이·나타나므로·기본값을·선택한다.·메모

리의·크기는·PC에·설치된·전체·메모리를·기준으로·설정하므로·PC에·따라·다르게·표시될·것이

다.·[Next]·버튼을·누르면·설치가·시작된다.·이후에·설정할·옵션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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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38  HAXM가 사용할 RAM의 크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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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숫자 맞추기

TextView와·EditText,·버튼을·이용해서·숫자를·맞추는·간단한·게임을·만들어·본다.·단말

기가·1~1000·사이의·숫자를·제시하면·사용자가·몇·번·만에·맞추는지·판별하는·게임이다.··

· File ·3_1_RandomNumber

3.1.1 게임 제작의 목적

이·게임은·TextView,·EditText,·Button으로·구성된다.·이·게임을·통해서·다음의·내용을·학습하

게·될·것이다.

·· 난수·만들기

·· EditText의·값을·읽고·쓰기,·Focus·이동하기

·· 문자열의·비교,·문자열을·정수로·변환하기

·· TextView에·글자·출력하기

·· 버튼의·Listener·처리

·· 새로운·함수(Method)·만들기

3.1.2 게임의 처리 조건

게임은·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도록·구성한다.

1.	 	단말기는·500~1000·사이의·난수를·제시한다.·

2.	 	사용자가·숫자를·입력하면·판정·결과를·‘정답/크다/적다’의·형식으로·출력한다.

3.	 	숫자를·맞출·때까지·반복해서·입력하며,·입력·횟수를·표시한다.

4.	 	Floating·Action·Button을·누르면·게임을·초기화하고·새로운·숫자를·제시한다.

3.1.3 View Design
새로운·프로젝트를·시작하고,·단말기의·View를·다음과·같이·구성한다.·Activity를·만들·때·자

동으로·추가되는·content_main.xml에·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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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❹ ❺

❸

❻

그림 3 - 1  View 디자인

표 3 - 1  위젯의 속성. 위젯의 textSize는 모두 24sp이다.

위젯 이름 위젯 id 속성 값 비고

❶ TextView textView layout_centerHorizontal On 수평 가운데

❷ Number editText layout_width 100dp 위젯의 폭

❸ Button button 기본값

❹❺ TextView
textCount
textResult

기본값

❻ Floating ActionButton fab srcCampat ic_menu_revert

❻의·Floating·Action·Button은·activity_main.xml에·있다.·버튼을·선택하고·속성·탭에

서·srcCompat·속성의·오른쪽에·있는· [...]·버튼을·클릭하면· [Resources]·창이·나타나므로·

[Drawable]·탭을·선택하고·적당한·아이콘을·고른다.

그림 3 - 2  버튼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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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난수 만들기

난수는·게임에·필수적인·요소이다.·난수는·Math.random(·)·함수를·이용해서·만들·수도·있고,·

Random·개체를·이용해서·만들·수도·있다.·Random·개체를·사용할·경우에는· Alt ·+· Enter ·키

로·java.util.Random·Class를·import해·두어야·한다.·다음은·난수를·발생하는·예이다.

double d = Math.random();     // 0 <= d < 1

Random rnd = new Random();    // Random 개체 생성

int n1 = rnd.nextInt();       // -2147483648 <= n1 <= 2147483647
int n2 = rnd.nextInt(500);    // 0 <= n2 < 500

Math.random(·)으로·생성한·난수는·1보다·작은·실수이므로·정수·난수가·필요한·경우에는·이

것을·정수로·변환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일정한 범위의 난수

게임에서는·대부분·일정한·범위의·난수가·필요하다.·일정한·범위의·난수는·다음·식으로·구한다.

난수 = random(큰 수 － 작은 수 ＋ 1) ＋ 작은 수; 

이·식의·큰·수와·작은·수는·각각·난수에·포함된다.·다음은·200~300·사이의·정수·난수를·구하

는·예로,·200과·300도·난수에·포함된다.

int n1 = (int) Math.floor( Math.random() * 101 ) + 200;

Random rnd = new Random();
int n2 = rnd.nextInt(101) + 200;

이·소스는·Math.random(·)과·Random·개체로·각각·난수를·구하는·것이다.·Math.random(·)은·

난수의·소수·부분을·잘라낸·후·정수로·변환하는·과정이·필요하므로·조금·번거롭다.·Random·

개체를·사용할·때,·난수를·한·번만·만드는·경우라면·위의·마지막·두·문장을·다음과·같이·하나

로·만들·수·있다.

int n2 = new Random().nextInt(101) + 200;

위의·문장을·여러·번·사용한다고·해서·에러가·발생하는·것은·아니다.·그렇지만·여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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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매번·새로운·Random·개체를·생성하고,·사용이·끝난·개체는·가비지 컬렉터(Garbage 

Collector)가·제거해야·하므로·속도·면에서·손해이다.

3.1.5 MainActivity class의 구성

우리의·프로젝트는·옵션·메뉴를·사용하지·않으므로·옵션·메뉴와·관련된·부분은·모두·삭제하

고,·다음과·같이·구성한다.·이·구성은·이·이후에·만드는·게임에도·공통적으로·적용될·것이다.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ppCompatActivity {

 

    @Override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activity_main);

      ❷setTitle("숫자 맞추기");

        Toolbar toolbar = (Toolbar) findViewById(R.id.toolbar);
        setSupportActionBar(toolbar);

        findViewById(R.id.fab).setOnClickListener(onButtonClick);

 

    } // onCreate

    // Button Event
    Button.OnClickListener onButtonClick = new Button.OnClickListener() {

        @Override
        public void onClick(View v) {

        }

    };                                                                 ❹버튼 처리 함수

 

} // activity

❶	 	전역 변수 선언 영역 Activity 전체에 통용되는 전역 변수를 선언한다. 전역 변수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으므로 다른 함수에서 참조되는 변수만 전역 변수로 사용한다. 

❷	 	타이틀 설정 필요시 게임의 타이틀을 설정한다.

❸	 	초기화 부분 변수를 초기화하거나 버튼에 Listener를 할당하는 등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처리할 

부분을 작성한다. 이 부분이 길어지면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❶전역 변수 선언 영역

❸초기화 부분

❺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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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버튼 처리 함수 모든 버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벤트 함수이다.

❺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함수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함수는 직접 만들어서 추가한다.

위의·코드는·오류가·없으며,· Shift ·+· F10 ··키로·실행되어야·한다.

3.1.6 전역 변수 만들기

이·게임이·필요한·전역·변수는·난수,·입력·횟수,·EditText,·TextView·등이다.·액티비티·전역에·

통용되는·변수를·선언하고·초기화하는·부분을·작성한다.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ppCompatActivity {

 ❶ Random rnd = new Random();    // 난수 class
 ❷ int count = 0;                // 사용자 입력 횟수

 ❸ int num;                      // 난수

 ❹ EditText edNum;               // 입력 위젯

    TextView txtCount;            // 사용자 입력 횟수 출력

    TextView txtResult;           // 판정 결과 출력

    @Override
    .............................
} // activity

❶	 	Random 객체(Object)를 만들고 초기화한다.

❷	 	사용자의 입력 횟수를 저장할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한다.

❸	 	난수를 저장할 변수를 만든다.

❹	 	위젯을 저장할 변수를 만든다.

Java는·초기화하지·않은·변수는·변수의·타입으로·초기화한다.·int나·double·등·수치·변수는·0,·

boolean은·false,·String은·“·”(null·string)이·된다.·❸의·난수는·프로그램의·초기화·부분에서·값

을·난수로·설정할·것이므로·변수의·초깃값을·생략하였다.·

참조형(Reference type 또는 Object)의·변수(❹부터)는·초기화하지·않으면·null이·된다.·null은·‘없음’

을·의미하는데,·변수의·값이·없는·것인지·아니면·메모리에·변수를·할당하지·않은·상태인지를·

구분할·수·없는·아주·애매한·것이다.·여담이지만·null이라는·개념을·처음·만든·토니·호어(Tony·

Hoare,·Quick·Sort를·발명한·사람)가·‘10억(billion)·달러짜리·실수였다’라고·회고한·적·있다.·null을·

사용하는·프로그래밍·언어(Java·포함)에서·null과·관련된·버그가·엄청나게·많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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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Activity의 초기화 부분

다음에는·변수를·초기화하는·부분을·작성한다.·onCreate( )·함수의·맨·마지막에·작성하면·될·

것이다.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

    // 버튼의 Listener 설정

 ❶ findViewById(R.id.fab).setOnClickListener(onButtonClick);
    findViewById(R.id.button).setOnClickListener(onButtonClick);

    // 위젯 읽기

    edNum = (EditText) findViewById(R.id.editText);
    txtCount = (TextView) findViewById(R.id.textCount);
    txtResult = (TextView) findViewById(R.id.textResult);

    // 난수 만들기

    num = rnd.nextInt(501) + 500;

    // 위젯 초기화 함수 호출

 ❷ clearFields();
}

❶	 	노란 바탕색이 있는 문장은 경고 표시이다. 이 문장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NullPoint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개체에 곧바로 Listener를 할당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서 직접 참조하지 않은 개체는 굳이 변수로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종류의 경고는 모두 무시한다. 

❷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장은 에러 표시이다.

위젯의·초기화는·clearFields(·)라는·함수를·만들어서·처리할·것인데,·아직·함수를·만들지·않았

으므로·함수·호출문에·빨간색의·에러·표시가·있다.·커서를·이곳에·두고· Alt ·+· Enter ·키를·누

르면·다음과·같은·단축·메뉴가·나타나므로·맨·위에·있는·Create·method·‘clearFields’를·선택해

서·새로운·함수(Method)를·만든다.·

그림 3 - 3  새로 추가할 함수

새로·만들어진·clearFields(·)·함수는·다음과·같이·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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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get 초기화

private void clearFields() {
    txtCount.setText("입력횟수 : " + count);
    txtResult.setText("");
    edNum.setText("");
}

위의·소스에서·경고·표시가·있는·것은·TextView에·한글을·할당했기·때문이다.·이곳에서··

Ctrl ·+· F1 ·키를·눌러·도움말을·보면·‘출력할·내용을·리소스(values/strings.xml)로·만든·후·그것

을·이용하라’는·권장·사항이·있는데,·우리는·다국어·버전을·만들·것이·아니므로·이와·같은·경

고도·모두·무시한다.

3.1.8 Button의 Listener 작성

버튼의·Listener는·사용자가·버튼을·눌렀을·때의·처리·부분으로·다음과·같이·작성한다.

// Button Event
Button.OnClickListener onButtonClick = new Button.OnClickListener() {
    @Override
    public void onClick(View v) {
        switch ( v.getId() ) {
            case R.id.fab :       // Floating Action Button
                num = rnd.nextInt(501) + 500;
                count = 0;
                clearFields();
                break;
            case R.id.button :    // 확인 버튼

                checkValue();
        }
    }
};

위의·코드는·Floating Action Button을·누르면·새로운·난수를·만든·후·카운터를·0으로·설정하

고,·View의·위젯을·초기화한다.·[확인]·버튼을·누르면·checkValue(·)·함수를·호출한다.

아직·checkValue(·)·함수를·만들지·않았으므로·커서를·이·위치에·두고· Alt ·+· Enter ·키를·눌러·

새로운·함수를·만든다.·이때·함수의·통용·범위를·설정하는·툴·팁이·추가로·나타나므로·두·번

째·항목을·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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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4  함수의 통용 범위 설정

첫·번째·항목은·외부에서는·호출할·수·없는·익명의·함수를·만드는·것으로,·이것을·선택하면·

onClick(·)·아래에·함수가·만들어진다.·이·함수는·onClick(·)에서만·호출하므로·익명의·함수로·만

들어도·문제가·되지는·않지만,·전체적인·구조로·볼·때·일반·함수로·만드는·것이·좋을·것·같다.

3.1.9 게임 결과 판정

이·게임의·핵심적인·부분이다.·사용자가·입력한·값을·숫자로·변환해서·난수와·비교하고,·그·결

과를·View에·표시하는·과정이다.

// 결과 판정

private void checkValue() {
    // 입력받은 값 읽기

 ❶ String str = edNum.getText().toString();  

    // 빈 문자인지 판정

 ❷ if ( str.equals("") ) {
        txtResult.setText("500~10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return;
    }

    //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

 ❸ int n = Integer.parseInt(str);

    // 정답 여부 판정

    if (n == num) {
        str = "정답입니다.";
    } else if (n > num) {
        str = n + "보다는 적습니다.";
    } else {
        str = n + "보다는 큽니다.";
    }

    // 입력 횟수 증가

    count++;

    // 판정 결과 표시

    txtCount.setText("입력횟수 : " + count);
    txtResult.setText(str);

    // 다음 입력을 위해 입력한 숫자를 지우고 포커스 이동

    if (n != n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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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❹ edNum.setText("");
     ❺ edNum.requestFocus();
    }
}

❶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저장한다. getText( )는 문자열이 저장된 주소를 구하는 

참조형(Reference type) 함수이므로, 이것을 문자열로 변환(메모리에 새로운 문자열 복사)해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❷	 	equals( )는 문자열이나 오브젝트를 비교하는 함수로, 값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리턴한다. 

str==””은 변수 str의 주소가 null인지를 묻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문자열을 비교할 때 ‘==’ 

연산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❸	 	입력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한다.

❹	 	다음 입력을 위해 입력된 값을 지운다. 값을 지우지 않고 블록 설정을 해서, 다음 값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할 경우에는 이 문장을 edNum.selectAll( );로 바꾼다.

❺	 	입력 위젯으로 포커스(입력 초점)를 이동한다.

이제·프로젝트를·실행하면·게임을·즐길·수·있다.

그림 3 - 5  프로젝트 실행 결과

이진 검색(Binary Search)

정렬(Sort)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 중 이진 검색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다. 이것은 자료 범위의 

중간 값을 찾은 후 대소 여부에 따라 왼쪽이나 오른쪽의 중간 값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검색 범위를 

절반씩 줄여 가며 검색하는 것이다. 이진 검색은 검색 횟수가 log2N인 대단히 우수한 알고리즘이다. 

이 게임의 경우 500~1000의 중간 값인 750을 입력한 후, 대소 여부에 따라 500~750 또는 

750~1000의 중간 값을 입력함으로써 검색 범위를 절반씩 좁혀 가면 log2500≒9이므로 최악의 경우

라도 9번 만에 찾을 수 있다. log2500은 2의 몇 제곱이 500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29=512이므로 최

악의 검색 횟수가 9이다.

참고



제 3 장 텍스트 기반 게임74

3.2 제비뽑기

여기·네·장의·카드가·있고,·그중·한·장에·당첨·표시가·되어·있다.·당신에게·당첨·표시가·있는·

카드를·고르는·행운이·있을·것인가?· File ·3_2_Fortune

3.2.1 게임 제작의 목적

이·게임은·TextView와·Button으로·구성된다.·이·게임을·통해서·다음의·내용을·학습하게·될·것

이다.

·· 위젯에·tag·달기

·· 연속적인·버튼의·Listener·처리

·· Activity의·종료

3.2.2 게임의 처리 조건

게임은·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도록·구성한다.

1.	 	단말기는·1~4·사이의·난수를·제시하고,·각각의·값을·버튼1~버튼4에·할당한다.

2.	 	사용자가·버튼을·누르면·그것이·난수와·일치하는지를·조사한다.

3.	 	Floating·Action·Button을·누르면·게임을·종료한다.

3.2.3 View Design
새로운·프로젝트를·시작하고,·앞의·게임에서·한·것과·같은·방법으로·단말기의·View를·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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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❺

❻
❼

그림 3 - 6  View 디자인

표 3 - 2  위젯의 속성. 위젯의 textSize는 모두 24sp이다.

위젯 이름 위젯 id 속성 값 비고

❶	TextView textView
layout_marginTop
layout_centerHorizontal

10dp
On

위쪽 여백

수평 가운데

❷~❺ Button
button1~ 

button4
기본값

❻	TextView textResult layout_centerHorizontal On 수평 가운데

❼	Floating ActionButton fab srcCompat ic_menu_revert

❻의·Floating·Action·Button은·activity_main.xml에·있다.·버튼을·선택하고·속성·탭에서·

srcCompat·속성의·오른쪽에·있는·[...]·버튼을·클릭하면·[Resources]·창이·나타나므로·Drawable·

탭을·선택해서·적당한·아이콘을·고른다.

3.2.4 버튼에 tag 달기

tag는·View나·위젯에·붙이는·꼬리표와·같은·것으로,·tag는·숫자,·문자,·개체·등을·임의로·설정

할·수·있다.·button1~button4에·1~4의·tag를·달아·두면·어느·버튼이·눌렸는지를·tag로·식별

할·수·있으므로·버튼·처리·부분이·단순해진다.·버튼이·네·개이므로·네·군데·모두·태그를·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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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7  버튼에 Tag 달기

3.2.5 버튼의 Listener 할당하기

MainActivity의·onCreate(·)·함수에·버튼의·Listener를·할당하는·부분을·추가한다.·앞의·프로

젝트에서·사용한·방법은·다음과·같다.

findViewById(R.id.fab).setOnClickListener(onButtonClick);

findViewById(R.id.button1).setOnClickListener(onButtonClick);
findViewById(R.id.button2).setOnClickListener(onButtonClick);
       ........................................

정석과도·같은·방법이지만,·버튼이·20개쯤·된다면·프로그램이·아주·길어지는·문제가·있다.·우

리는·버튼의·id에·button1~button4와·같이·끝에·연속적인·숫자를·붙였으므로·버튼에·Listener

를·할당하는·부분은·다음과·같이·처리할·수·있다.

for (int i = 0; i < 4; i++) {
    findViewById( R.id.button1 + i ).setOnClickListener(onButtonClick);
}

안드로이드의·R.id.button1은·R.java에·button1로·등록된·변수의·값을·의미한다.·이게·무슨·말

이냐·하면,·안드로이드는·View에·위젯을·추가하고·id를·설정하면·별도의·R.java·파일에·id명과·

같은·변수를·하나·추가하고·값을·설정한다.·R.java의·변수명은·알파벳순으로·배치되며,·1씩·증

가한·값이므로·R.id.button1+n과·같은·식이·성립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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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ava의·내용은·사용자가·직접·수정하는·것이·금지되어·있으며,·프로젝트가·빌드될·때마다·새

로운·내용으로·갱신된다.·프로젝트·매니저가·Android로·설정된·상태에서는·R.java가·나타나지·

않지만,·프로젝트·매니저를·Packages로·설정하면·R.java의·내용을·확인할·수·있다.

❶

❸

❷
❹

그림 3 - 8  R.java에 수록된 변수 목록

❶	 	프로젝트 매니저의 표시 형식을 Packages로 바꾼다.

❷	 	이곳을 더블클릭해서 R.java를 연다.

❸	 	Ctrl  + F  키를 눌러 찾기를 활성화하고 ‘button1’을 입력한다.

❹	 	button의 id가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으며, 값이 1씩 증가하고 있다.

위젯의·id는·알파벳순으로·정렬되는·것이지·끝의·숫자·기준이·아니다.·따라서·button1~button20

까지·연속적인·숫자를·붙인·경우,·R.java의·변수는·button1,·button10,·button11,·button2,·

button20,·button3,·...의·순서가·될·것이다.·이런·문제를·피하려면·button01,·button02,·...와·같이·

숫자·앞에·‘0’을·붙여서·확실한·순서가·유지되도록·해야·한다.·

다음은·MainActivity의·전체·소스이다.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ppCompatActivity {

 ❶ TextView txtResult;    // 당첨 결과 표시

    @Override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activity_main);

        Toolbar toolbar = (Toolbar) findViewById(R.id.toolbar);
        setSupportActionBar(toolbar);

        findViewById(R.id.fab).setOnClickListener(onButton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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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tton에 Listener 설정

        for (int i = 0; i <= 3; i++) {
            findViewById(R.id.button1 + i).setOnClickListener(onButtonClick);
        }

        // TextView 위젯 읽기

     ❷ txtResult = (TextView)findViewById(R.id.textResult);
    }

    // Button 처리

    Button.OnClickListener onButtonClick = new Button.OnClickListener() {
        @Override
        public void onClick(View v) {
            if (v.getId() == R.id.fab) {
             ❸ finish();
            } else {
             ❹ String tag = findViewById(v.getId()).getTag().toString();
             ❺ checkValue(tag);
            }
        }
    };

    // 당첨 확인

    private void checkValue(String tag) {
     ❻ int ntag = Integer.parseInt(tag);

        // 1~4의 난수 만들기

        int r = new Random().nextInt(4) + 1;
        String msg = tag + "번 버튼 : ";

     ❼ if (ntag == r) {
            msg +=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 else {
            msg +=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도전하세요.";
        }

        txtResult.setText(msg);
    }
}

❶	 	TextView 타입의 전역 변수를 만든다. 다른 곳에서 참조하는 변수는 전역 변수이어야 한다.

❷	 	TextView를 변수에 저장한다. 당첨 결과 표시용이다.

❸	 	Activity의 실행을 종료한다.

❹	 	클릭한 버튼의 tag를 구한다. 버튼을 변수로 만들지 않았으므로 findViewById( )로 버튼 위젯을 구한 

후 tag를 읽는다.

❺	 	당첨 판정 함수를 호출한다. 이때 tag를 매개변수로 전달해서 버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❻	 	String 타입인 tag를 정수로 변환한다.

❼	 	버튼 번호(tag)와 난수가 같은지 비교한다.



3.2 제비뽑기 79

그림 3 - 9  프로젝트 실행 결과

3.2.6 프로그램의 종료

안드로이드에서는·프로그램을·종료하는·것이·쉽지·않다.·안드로이드의·설계·철학이·‘모든·애플

리케이션(이하·앱)은·동등하며,·항상·실행할·수·있는·상태이어야·한다’이므로,·한·번·실행된·프

로세스는·메모리가·허락하는·한·영원히·종료되지·않는다.

안드로이드·개발팀은·모바일·디바이스·사용자들이·동영상을·보던·중에·문자·메시지를·확인하

고,·전화를·걸다가·다시·동영상을·보는·등·짧은·시간에·여러·앱을·번갈아·사용한다는·점에·주

목하고,·최대한·앱·사이의·전환이·빠르도록·사용자가·앱을·종료한다는·개념·자체를·생각하지·

않게·프레임워크를·디자인했다고·한다.·그렇기·때문에·안드로이드에서는·앱의·종료라는·개념·

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

그렇지만·개발자들은·앱을·종료하면·메모리에서·완전히·제거되어,·운영체제가·더·이상·그·앱

에·대해·신경·쓸·필요가·없는·상태가·되기를·바란다.·안드로이드에서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

앱을·종료할·수·있다.

❶ finish();
❷ finishAffinity();
❸ finishAndRemoveTask();
❹ moveTaskToBack(true);
❺ android.os.Process.killProcess(android.os.Process.myPid());
❻ System.exit(0);

❶	 	현재 활성화된 Activity를 종료하고, 화면의 제어권을 다른 Activity에 넘긴다. 현재의 Activity가 

Root이거나 Activity가 하나인 경우(Activity가 하나라면 당연히 자신이 Root이다) 홈 화면으로 복귀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Task(최근에 사용한 앱 목록)와 Process(메모리의 실행 코드)는 

살아 있다. 앱을 다시 실행하면 메모리에 살아 있는 Activity의 onCreate( )를 수행하므로 앱의 초기화 

부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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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finish( )와 비슷하지만, Root가 아닌 Activity에서도 홈 화면으로 복귀한다. 이것 역시 Task와 

Process가 살아 있다.

❸	 	Activity를 종료하고 홈 화면으로 복귀한다. 최근 사용 목록(Task)을 삭제하므로 Process가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Process는 여전히 살아 있다.

❹	 	홈 화면으로 복귀한다. 이것은 화면의 전환이지 앱의 종료는 아니다. 앱을 다시 실행하면 

onCreate( )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직전의 상태로 나타난다.

❺	 	앱에 할당한 리소스를 모두 회수하고 홈 화면으로 복귀한다. Process는 삭제되지만 최신 실행 목록은 

유지 된다. 앱을 실행하면 초기 상태로 실행된다.

❻	 	(에러 등의 원인으로 인한) 앱의 강제 종료이다. 앱에 할당한 리소스를 모두 회수하고 프로세스를 

삭제한다. 강제 종료이므로 홈 화면으로 복귀할 때의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앱에 할당한 메모리가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 구글은 이 함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모바일·디바이스처럼·자원이·제한된·환경에서,·한·번·실행한·프로세스를·무한정·유지하는·것

은·전력·소모·면에서도·좋은·방법은·아닌·것처럼·생각되지만,·안드로이드·운영체제가·그렇게·

생겼으므로·어쩔·도리가·없다.·위의·방법·중·자신이·필요로·하는·것을·선택해서·앱을·종료하

면·될·것이다.·내·경험으로는·❺와·❻을·연속으로·실행하면·확실하게·종료되는·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