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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책을 통해 작은 벌레의 세계를 알게 해준 베이커에게 이 책을 바친다.

― 조시 스킨

매사에 적극적이고 인내심이 많으며, 아름다운 여인이기도 한 레베카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책이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식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신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감사드린다.

― 데이비드 그린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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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저술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책이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먼저, 빅 너드 랜치의 동료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책을 저술할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을 배

려해 준 스태시 헨리와 아론 힐리가스에게 감사드린다. 코틀린을 배우고 가르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가 받았던 신뢰와 지원에 부응하는 책이 되기 바란다.

또한, 빅 너드 랜치의 동료들이 코틀린을 가르치면서 이 책의 많은 오류를 찾아 주고 많

이 개선될 수 있게 좋은 충고를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 Kristin Marsicano, Bolot 

Kerimbaev, Brian Gardner, Chris Stewart, Paul Turner, Chris Hare, Mark Allison, Andrew 

Lunsford, Rafael Moreno Cesar, Eric Maxwell, Andrew Bailey, Jeremy Sherman, Christian 

Keur, Mikey Ward, Steve Sparks, Mark Dalrymple, CBQ, 그리고 이 책 저술에 도움을 준 빅 

너드 랜치의 그 외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빅 너드 랜치의 운영과 마케팅 및 세일즈를 담당하는 동료들 역시 중요하다. 이들의 수고가 

없다면 교육이 결코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Heather Sharpe, Mat Jackson, Rodrigo "Ram 

Rod" Perez-Velasco, Nicholas Stolte, Justin Williams, Dan Barker, Israel Machovec, Emily 

Herman, Patrick Freeman, Ian Eze, Nikki Porter에게 감사드린다. 

코틀린 교육 과정의 초기 버전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오류를 찾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준 교육

생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들의 피드백과 통찰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책이 될 수 없었

을 것이다. 다음의 교육생들께 감사드린다. Santosh Katta, Abdul Hannan, Chandra Mohan, 

Benjamin DiGregorio, Peng Wan, Kapil Bhalla, Girish Hanchinal, Hashan Godakanda, 

Mithun Mahadevan, Brittany Berlanga, Natalie Ryan, Balarka Velidi, Pranay Airan, Jacob 

감사
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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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 Jean-Luc Delpech, Dennis Lin, Kristina Thai, Reid Baker, Setareh Lotfi, Harish 

Ravichandran, Matthew Knapp, Nathan Klee, Brian Lee, Heidi Muth, Martin Davidsson, 

Misha Burshteyn, Kyle Summers, Cameron Hill, Vidhi Shah, Fabrice Di Meglio, Jared 

Burrows, Riley Brewer, Michael Krause, Tyler Holland, Gajendra Singh, Pedro Sanchez, 

Joe Cyboski, Zach Waldowski, Noe Arzate, Allan Caine, Zack Simon, Josh Meyers, Rick 

Meyers, Stephanie Guevara, Abdulrahman Alshmrani, Robert Edwards, Maribel Montejano, 

Mohammad Yusuf.

이 책의 내용과 코드가 정확하고 명료하며 사용이 쉬운지 테스트하느라 도움을 준 안드로이

드 커뮤니티의 동료와 멤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없었다면 이 책

을 저술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Jon Reeve, Bill Phillips, Matthew Compton, 

Vishnu Rajeevan, Scott Stanlick, Alex Lumans, Shauvik Choudhary, Jason Atwood에게 감사

드린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수고를 해준 다른 많은 분께도 감사드린다. 편집자인 

Elizabeth Holaday는 책의 내용을 다듬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으

며, 교정자인 Anna Bentley는 오류를 찾아 수정하여 양질의 책이 되게 해주었다.

Ellie Volckhausen는 표지를 디자인했으며, Chris Loper는 인쇄본과 전자 출판 버전인 EPUB

과 Kindle을 디자인하고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빅 너드 랜치의 모든 교육생을 비롯해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여러분의 열정과 투지에 부합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지은이 조시 스킨, 데이비드 그린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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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젯브레인즈(JetBrains)에서는 자바나 스칼라처럼 자바 가상 머신(JVM, Java Virtual 

Machine)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을 발표하였다. 그

로부터 6년이 지나서 구글에서는 코틀린을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공식 개발 언어로 발표하였다. 

코틀린은 장래성 있는 언어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애플리

케이션 개발에 이르기까지 사용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오늘날 구글, 우버, 넷플릭스, 

캐피털원, 아마존 등의 대형 기업들은 코틀린의 여러 장점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장점으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간결한 문법, 현대적 언어 기능, 기존 자바 코드와의 유연한 상호 운영 등이 

있다. 

왜 코틀린일까?

코틀린의 매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자바 역할을 알아야 한

다. 코틀린 코드는 주로 JVM에서 실행되도록 작성되는 만큼 두 언어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바는 강력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유효성이 증명되었으며, 여러 해 동안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다. 그러나 1995년에 공개되었으므로 현대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바라는 

많은 진보된 기능들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코틀린은 과거 언어들이 가능했던 것 이상으로 진화하였고, 그런 언어들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 언어가 자바에 비해 어떻게 개선되었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개발 경험을 어

떻게 제공하는지에 관해 앞으로 여러 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코틀린

은 JVM에서 실행되는 코드만을 작성하는 언어가 아닌 다중 플랫폼 언어다. 즉, 코틀린은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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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와 윈도우 시스템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애플

리케이션의 작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 독립성은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독자는?

이 책은 모든 부류의 개발자를 위해 저술되었다. 예를 들어, 자바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현대 

언어 기능을 원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코틀린의 기능을 배우는 데 관심이 많은 서버 애플리

케이션 개발자, 고성능의 컴파일 언어를 배우려는 신규 개발자 등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코틀린의 안드로이드 지원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안

드로이드 코틀린 프로그래밍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21장을 제외한 이 책의 모든 코틀린 

코드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쉽

게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상용 패턴을 이 책에서 알려 줄 것이다. 

코틀린이 다른 많은 언어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틀린을 배우기 위해 다른 언

어의 이모저모까지 알 필요는 없다. 단,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작성하는 코틀린 코드와 동일한 

기능의 자바 코드를 이따금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자바를 알고 있다면 두 언

어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설혹 자바를 모르더라도 다른 언어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 두면 코틀린 개발에 필요한 원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은 참고서는 아니나,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가르

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면서 코틀린을 배울 것이

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예제 코드를 직접 작성하기를 권한다. 

또한, 각 장은 이전 장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건너뛰지 말고 차례대로 읽자. 그리고 다

른 언어에서 익숙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건너뛰지 말기를 바란다. 코틀린은 특유의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변수와 같은 입문 주제부터 시작하여 객체

지향과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며, 이와 더불어 코틀린을 강력한 언어로 만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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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들을 배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을 다 읽으면 여러분은 숙련 개발자다운 코틀린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https://kotlinlang.org/docs/reference/의 내용을 항상 참조하고 사용하기 

바란다. 

궁금증 해소하기

이 책의 대부분의 장에는 “궁금증 해소하기”란 제목의 절이 있다. 이 절에서는 코틀린 언어의 

내부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챌린지

각 장 끝에는 하나 이상의 챌린지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코틀린을 더 잘 이해하도록 작성된 

문제다. 따라서 코틀린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풀기 바란다(챌린지의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표기 규칙

이 책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주제를 소개하고 새로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이때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의 표기 규칙을 사용하였다.

먼저, 두 개 이상의 키보드 키로 단축 키를 누를 때는 + 기호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Alt 키

와 Enter 키를 같이 누를 때는 Alt+Enter로 표기하였다. 또한, 단축 키는 윈도우 키[맥 OS 키]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예를 들면, Alt+Enter[Option+Return]).

본문의 변수, 값, 타입(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등)은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코드 서체로 표기하였

다. 또한, 모든 코드 리스트에도 코드 서체가 사용되었으며, 새로 입력하여 추가할 코드는 진

한 글씨로 표기하였다. 삭제할 코드는 중간에 삭제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에서 y 변수를 정의하는 코드는 삭제하는 것이며, z 변수를 정의하는 코

드는 새로 추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var x = "Python"
var y = "Java"
var z = "Kotlin"

이 책에 대하여   xx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코틀린도 표준 코딩 규칙에 따라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우

리 나름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젯브레인즈와 구글의 코딩 규칙을 따르는 것

이 좋다.

•	젯브레인즈의 코딩 규칙: https://kotlinlang.org/docs/reference/coding-conventions.html

•	안드로이드 코드와 자바와의 상호운용을 위한 코딩 규칙을 포함하는 구글의 스타일 가이

드: https://developer.android.com/kotlin/style-guide

소스 코드

이 책에서는 진도를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소스 코드를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따라서 독자 여러

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실습하면 자연스럽게 코틀린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장

의 제일 끝에서 최종 완성된 프로젝트 파일은 제이펍 출판사의 깃헙 페이지(https://github.com/Jpub/

BNR_Kotli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운로드된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참고할 때는 압축 파일을 

푼 후 인텔리제이(1장-20장)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21장-22장)에서 해당 챕터 서브 디렉터리 밑에 

있는 프로젝트를 open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장의 경우에는 \Ch05 밑의 Sandbox를 ope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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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야놀자)

기존의 문법서와는 달리 ‘게임을 만든다(텍스트 기반이지만)’는 목적을 가지고 조금씩 발전시키

는 형태로 전개되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일일이 타이핑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코틀린과 자바의 기초 개념이 없다면 다른 기초 서적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의 자바 개발자라면 중간 중간 생소한 개념이 조금 있지만, 무리 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기존에 알고 있던 자바 지식을 다시 점검하고 함수형 프

로그래밍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박재유(LG전자)

2019년 새해 다짐으로 올해에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코틀린(Kotlin)입니다. 객체지향뿐만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

다임까지 품은 코틀린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표준으로 점차 자리 잡으리라 예상합니다. 자

바와 안드로이드 계통의 개발에 익숙한 분일수록 이해가 더욱 빠를 것 같습니다. 빅 너드 랜

치의 수려한 설명을 통해 코틀린 언어의 세계로 입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철(SOCAR)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필요한 기능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코틀린 기본 문법으로 그 요구 

사항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또한, 그 설명들이 구어체로 쓰여 있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이 없었습니다. 책의 전반에 걸쳐 코틀린이 가지고 있는 세련된 문법들을 

소개하며, 코틀린 기본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도 자세해서 좋았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후
기

베
타
리
더

베타리더 후기xxii



 황도영(NHN)

코틀린의 기초 문법부터 자바와의 상호운용, 간단한 안드로이드 앱까지 친절히 기술하는 책입

니다.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며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코틀린이 무엇

인지 궁금한 분, 자바 프로젝트를 코틀린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중인 분께 추천합니다.

베타리더 후기 xxiii





첫 번째 코틀린 애플리케이션 
작성하기

C H A P T E R

1
이번 장에서는 IntelliJ IDEA(이하 인텔리제이)를 사용해서 첫 번째 코틀린(Kotlin) 프로그램을 작

성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면서 개발 환경 설정, 코틀린 프로젝트 생성, 코틀린 코

드의 작성과 실행, 출력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인텔리제이 설치하기
인텔리제이는 코틀린 언어를 만든 젯브레인즈(JetBrains)에서 개발한 통합 개발 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다. 먼저, 이 책의 부록 A에서 설명하는 대로 Community 

Edition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자.

인텔리제이는 잘 구성된 코틀린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우리 코드의 실행, 디버

깅, 검사, 리팩터링을 위한 내장 도구들을 제공하여 능률적이고 일원화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코틀린 코드를 작성하는 데 인텔리제이를 권장하는 이유는 이번 장의 끝에 있는 ‘궁금증 

해소하기: 왜 인텔리제이를 사용할까?’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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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코틀린 프로젝트 생성하기
이제는 인텔리제이를 사용해서 코틀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먼저, 코틀린 프로젝트

를 생성하자. 인텔리제이가 실행되면 웰컴 대화상자가 나타난다(그림 1.1).

그림 1.1  |  인텔리제이 웰컴 대화상자

(만일 인텔리제이를 설치한 이후에 처음 실행한 것이 아니라면 직전에 생성하여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바로 

열릴 것이다. 이때는 인텔리제이 메인 창의 File  Close Project 메뉴를 선택하면 웰컴 대화상자로 돌아온다.)

Create New Project를 클릭하면 그림 1.2의 새 프로젝트 생성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그림 1.2  |  새 프로젝트 대화상자

왼쪽 패널에서 Kotlin을 선택한 후 그림 1.3과 같이 오른쪽 패널의 Kotlin/JVM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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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Kotlin/JVM 프로젝트 생성 대화상자

인텔리제이를 사용하면 코틀린 외에도 자바, 파이썬, 스칼라, 그루비 등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

어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처럼 Kotlin/JVM을 선택하는 것은 JVM(Java Virtual Machine)에

서 실행되는 코틀린 코드를 목표로 작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의 소스 코드만으로도 서

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실행할 수 있다(JVM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장 뒤의 ‘궁금증 해소하기: 

JVM에서 실행하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본다).

그림 1.3의 대화상자에서 Next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대화상자가 나타

난다. 그림 1.4와 같이 프로젝트 이름(Project name)에는 ‘Sandbox’를 입력한다. 프로젝트 위치

(Project location)는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자동 설정된 것을 그대

로 두거나, 또는 제일 오른쪽의 버튼( )을 클릭하여 우리가 원하는 디렉터리를 선택하면 된다. 

그림 1.4  |  새 프로젝트 설정 대화상자

프로젝트 SDK(Project SDK)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JDK를 나타낸다. 만일 드롭다운 상자에 

우리가 설치한 JDK가 나타나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No SDK>’로 나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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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의 New... 버튼을 클릭하고 JDK가 설치된 디렉터리를 선택하면 인텔리제이가 인식하고 드

롭다운 상자에 보여 준다. 코틀린에서는 JDK의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코틀린 코드를 자

바 바이트코드로 변환하므로 JDK가 필요하다.

Finish 버튼을 누르면 인텔리제이가 Sandbox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림 1.5와 같이 

두 개의 패널을 갖는 메인 창을 보여 준다. 디스크에는 Sandbox라는 이름의 디렉터리(폴더)가 그

림 1.4에서 지정한 프로젝트 위치(디렉터리) 밑에 생성되고, 다시 그 밑에 여러 개의 하위 폴더(서

브 디렉터리)와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이 저장된다.

그림 1.5  |  두 개의 패널을 갖는 인텔리제이의 메인 창

왼쪽 패널에는 프로젝트 도구 창(project tool window)을 보여 주며, 오른쪽 패널은 현재 비어 있다. 

오른쪽 패널에는 코틀린 파일의 내용(코드 등)을 보면서 작성 및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editor)가 

나타난다. 프로젝트 도구 창의 프로젝트 이름(Sandbox)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보자. 프

로젝트에 포함된 파일들이 확장되어 나타날 것이다(그림 1.6).

그림 1.6  |  프로젝트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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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는 프로그램의 모든 소스 코드는 물론이고, 모듈이나 라이브러리의 의존성과 구성 

정보 파일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모듈(module)로 구성될 수 있

다.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듈을 갖는다.

Sandbox.iml 파일은 한 모듈에 특정한 구성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idea 폴더는 인텔리제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상태 정보(예를 들어, 우리가 편집기에 열었던 파일들의 정보)는 물론이고 프로젝

트 전체의 설정 파일들도 포함한다. 이런 모든 파일은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생성하고 변경하

므로 그대로 두자. 

External Libraries 항목은 프로젝트에 필요한(의존성을 갖는) 라이브러리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항목 왼쪽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확장하면 인텔리제이가 자바 1.8과 KotlinJavaRuntime을 자

동으로 추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프로젝트 구조(structure)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젯브레인즈의 다음 웹사이트 문서를 참고

하면 알 수 있다. https://www.jetbrains.org/intellij/sdk/docs/basics/project_structure.html)

src 폴더는 우리가 프로젝트에 생성하는 모든 코틀린 파일이 위치하는 곳이다. 

첫 번째 코틀린 파일을 생성하기

지금부터는 우리의 첫 번째 코틀린 파일을 생성하고 편집해 보자. 프로젝트 도구 창의 src 폴더

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New  Kotlin File/Class를 선택한다(그림 1.7).

그림 1.7  |  새로운 코틀린 파일 생성하기

그리고 그림 1.8과 같이 이름(Name)에 ‘Hello’를 입력하고, 종류

그림 1.8  |  파일 이름 지정하기

(Kind)는 File을 그대로 두고 OK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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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제이가 우리 프로젝트에 새로운 파일(src/Hello.kt)을 생성한 후 오른쪽 패널에 편집기 창

을 열고 파일의 내용을 보여 준다(그림 1.9). 자바 파일에 사용되는 확장자는 .java이고 파이썬 

파일은 .py인 것처럼, .kt 확장자는 코틀린 코드를 포함하는 파일임을 나타낸다.

그림 1.9  |  편집기 창에 열린 Hello.kt 파일

이제는 코틀린 코드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다. 다음의 리스트 1.1 코드를 입력하자. main을 입력

하고 Tab 키를 누르면 main() 함수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므로 내부의 코드만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이 책 전체에서 각자 입력할 코드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다).

리스트 1.1  |  코틀린으로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CODE  Hello.kt

fun main(args: Array<String>) {

    println("안녕하세요?")

}

방금 작성한 코드가 눈에 익지 않을 수 있지만 염려 말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저절로 코틀린 코드

에 익숙해질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코드를 살펴보자.

리스트 1.1 코드에서는 새로운 함수(function)를 정의한다. 함수는 나중에 실행될 수 있는 명령문

(statement)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4장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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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틀린에서 main 함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곳을 나타낸다. 이것을 

애플리케이션 진입점(application entry point)이라고 하며, Sandbox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하나의 

진입점이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main 함수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main 함수에는 println("안녕하세요?") 명령문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println()은 코틀

린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다.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println("안녕하세요?")이 실행될 

때 인텔리제이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앞뒤의 "는 빼고 안녕하세요?만)을 화면에 출력한다. 

코틀린 파일을 실행시키기

리스트 1.1의 코드를 입력하면 인텔리제이가 실행(run) 버튼( )을 첫 번째 라인의 왼쪽에 보여 준

다(그림 1.10). 

(만일 이 버튼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편집기 창 위쪽에 있는 탭의 파일 이름에 빨간색 밑줄이 있거나, 또

는 입력한 코드에 빨간색 밑줄이 있다면 해당 코드에 에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는 리스트 1.1과 동

일하게 코드가 입력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자.)

그림 1.10  |  실행 버튼

실행 버튼을 클릭하자. 그리고 메뉴에서 Run 'HelloKt'를 선택하면(그림 1.11) 우리 프로그램이 실

행된다.

그림 1.11  |  Hello.kt를 실행하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인텔리제이는 중괄호({}) 내부의 코드를 하나씩 차례대로 실행시킨 후 종

료시킨다. 그리고 메인 창 아래쪽에 새로운 도구 창을 보여 준다(그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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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  실행(run) 도구 창

그림 1.12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벤트 로그(Event Log) 도구 바를 클릭해 보자. 그러면 그림 

1.13과 같이 두 개의 도구 창이 같이 열릴 것이다.

그림 1.13  |  실행과 이벤트 로그 도구 창

왼쪽 패널은 콘솔(console)이라고도 하는 실행 도구 창(run tool window)이며, 지금부터는 이것을 콘

솔이라고 할 것이다. 콘솔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의 출력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

한 정보를 같이 보여 준다. 현재 콘솔에는 안녕하세요?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프로

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Process finished with exit code 0도 볼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에러가 없을 때 모든 콘솔 출력의 끝에 나타난다. 

(맥OS의 경우에는 JavaLauncherHelper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빨간색의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른쪽 패널은 이벤트 로그 도구 창(event log tool window)이며, 인텔리제이가 우리 프로그램의 실

행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작업(예를 들어, 코틀린 코드 컴파일)에 관한 정보를 보여 준다. 그러나 콘

솔 출력에서 더 관심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후로는 이벤트 로그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벤트 로그 도구 창을 닫을 때는 이 창의 오른쪽 위에 있는 숨김(hide) 버튼( )을 클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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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틀린/JVM 코드의 컴파일과 실행

실행 버튼을 누르고 Run 'HelloKt'를 선택하면 인텔리제이가 kotlinc-jvm 컴파일러를 사용해

서 코틀린 코드를 컴파일(compile)한다. 즉, 우리의 코틀린 코드를 JVM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바이

트코드(bytecode)로 변환한다는 뜻이다. 만일 kotlinc-jvm 컴파일러가 우리 코틀린 코드를 변환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힌트를 주기 위해 에러 메시지로 보여 준다. 그렇지 

않고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면 인텔리제이가 실행 단계를 수행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kotlinc-

jvm 컴파일러가 생성한 바이트코드가 JVM에서 실행되며, 콘솔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의 출력을 

보여 준다(예를 들어, println() 호출에서 우리가 지정한 텍스트를 출력). 그리고 더 실행할 바이트코드

가 없으면 JVM이 종료되며, 인텔리제이가 종료 상태(성공 또는 에러)를 콘솔에 보여 준다. 

코틀린 컴파일의 모든 상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바이트코드에 관해서는 2장에서 자세하

게 알아볼 것이다.

코틀린 REPL
때에 따라서는 작은 코드를 실행할 때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해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이것은 코

틀린 언어를 배울 때 특히 유용하다. 다행스럽게도 인텔리제이는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코드를 

빨리 테스트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 도구를 코틀린 REPL이라고 한다.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먼저, 이 도구를 실행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인텔리제이 메인 창의 메뉴에서 Tools  Kotlin  Kotlin REPL을 선택한다(그림 1.14).

그림 1.14  |  코틀린 REPL 도구 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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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제이가 메인 창의 아래쪽에 REPL 도구 창을 보여 줄 것이다(그림 1.15).

그림 1.15  |  코틀린 REPL 도구 창

편집기에서 하듯이 REPL 도구 창에도 코드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입력된 코드는 프로

젝트 전체를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실행된다. 다음 코드를 REPL에 입력해 보자.

리스트 1.2  |  “Hello, Kotlin!” CODE  REPL

println("Hello, Kotlin!")

코드 입력이 끝났으면 Ctrl+Enter[Command+Return] 키를 눌러서 REPL의 코드를 실행해 보자(윈

도우 시스템에서는 Ctrl+Enter, 맥OS에서는 Command+Return이다. 이후부터 윈도우 키 조합[맥OS 키 조합] 

형식으로 병기한다). 잠시 후에 실행 결과인 Hello, Kotlin!이 밑에 출력될 것이다(그림 1.16)(REPL

에서는 한글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려하자).

그림 1.16  |  REPL에서 코드 실행하기 

REPL은 ‘read, evaluate, print, loop’를 뜻한다. 즉, 우리가 코드를 입력하고 Ctrl+Enter 

[Command+Return] 키를 누르거나 또는 왼쪽의 초록색 실행 버튼( )을 누르면, REPL이 코드를 

읽고(read), 실행한 후(evaluate) 결과를 출력한다(print).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이런 과정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제어를 돌려준다(loop).

이제는 코틀린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코틀린 프로그래밍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변수, 상수, 데이터 타입을 배우면서 코틀린 언

어의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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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소하기: 왜 인텔리제이를 사용할까?

코틀린 코드는 어떤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해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인텔리제이의 사용을 권

장한다. 코틀린을 배울 때는 특히 그렇다. 철자나 문법을 검사해 주는 텍스트 편집기 소프트웨

어가 잘 구성된 문장을 더 쉽게 작성해 주듯이 인텔리제이도 잘 구성된 코틀린 코드를 더 쉽게 

작성해 주기 때문이다. 인텔리제이가 도와주는 기능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문법이나 의미상으로 적합한 코드를 작성하게 해준다(예를 들어, 구문 강조, 상황에 맞는 코드 

제안, 자동 코드 완성).

•	코드 실행 중 디버깅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중단점 사용과 여러 가지 형태로 다음 코드 실행 가능). 

•	기존 코드의 리팩터링(예를 들어, 이름 변경이나 상수 추출)과 코드 형식 변경(예를 들어, 원하는 

들여쓰기와 여백에 맞춤)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코틀린은 젯브레인즈에서 만들었으므로 인텔리제이와 코틀린 간의 통합이 잘 설계되어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Android Studio)는 인텔리제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IDE이므로 인텔리제이에서 익힌 IDE 사용법(예를 들어, 

단축 키나 각종 도구)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많은 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궁금증 해소하기: JVM에서 실행하기
JVM은 바이트코드(bytecode)라고 하는 명령어들의 실행 방법을 아는 소프트웨어다. ‘JVM을 목

표로 한다’는 것은 JVM에서 바이트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코틀린 소스 코드를 바이트코드로 컴

파일이나 변환한다는 것을 뜻한다(그림 1.17). 

코틀린 소스 코드 JVM 바이트코드 콘솔 출력

컴파일러가 코틀린 코드를 

바이트코드로 변환한다 JVM이 바이트코드를 실행한다

그림 1.17  |  코틀린 코드의 컴파일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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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나 맥OS와 같은 각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고유 명령어들을 갖고 있다. JVM은 자신이 실

행되는 서로 다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과 바이트코드 간의 교량 역할을 한다. 즉, 바이

트코드를 읽어서 이것과 대응되는 플랫폼 특유의 명령어를 호출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플랫폼

에 적합한 JVM 버전이 별도로 있다. 그러므로 코틀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플랫폼 독립적

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하나의 소스 코드만 작성하여 서로 다른 운영체제의 컴퓨터에서 

바이트코드로 컴파일한 후 실행시킬 수 있다. 

코틀린 코드는 JVM이 실행할 수 있는 바이트코드로 변환될 수 있으므로 JVM 언어로 간주한

다. 가장 잘 알려진 JVM 언어는 자바(Java)일 것이다. 최초의 JVM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칼라(Scala)와 코틀린 같은 다른 JVM 언어들이 자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현하였다. 

하지만 코틀린은 JVM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책을 저술하는 시점에서 코틀린은 자바스크립

트(JavaScript)로 컴파일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 플랫폼(윈도우, 맥OS, 리눅스 등)에서 JVM 없

이 바로 실행되는 네이티브 바이너리로도 컴파일될 수 있다. 

챌린지: REPL로 산술 연산자 테스트하기
이 책의 거의 모든 장 끝에는 하나 이상의 챌린지(challenge)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당 장에

서 배운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로 구성한 것이다.

REPL을 사용해서 코틀린의 산술 연산자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자. 예를 들어, (9+12)*2를 REPL에 입력하고 실행하여 여러분이 예상한 결과

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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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상수, 타입

C H A P T E R

2
이번 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인 변수(variable)와 상수(constant) 및 코틀린의 기본 데이터 

타입(type)을 알아본다. 변수와 상수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값을 저장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상수나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유형을 나타낸다. 각 데이터 

타입 간에, 그리고 변수와 상수 간에는 사용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타입 
변수와 상수는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다. 그리고 타입은 변수나 상수에 저장된 데이

터가 어떤 것인지 나타내며, 데이터값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컴파일러에게 알려 준다. 코

틀린은 변수나 상수의 값을 확인하여 타입을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1장에서 생성했던 Sandbox 프로젝트에 새로운 코틀린 파

일을 추가해 보자. 인텔리제이를 실행하면 1장에서 생성했던 Sandbox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열

릴 것이다. 인텔리제이를 종료할 때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 주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초기 화면의 웰컴 대화상자 왼쪽 패널에 나타난 최근 파일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또는 

인텔리제이 메인 창 메뉴에서 File  Open Recent  Sandbox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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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도구 창의 src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New  Kotlin File/Class를 선택한 후 

파일 이름에 TypeIntro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편집기 창에 새 파일이 열릴 것이다.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프로그램은 main 함수부터 시작된다. 편집기의 TypeIntro.kt에서 

‘main’을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면 리스트 2.1과 같이 main 함수의 기본 요소를 자동으로 추가

해 준다. 

리스트 2.1  |  main 함수 추가하기 CODE  TypeIntro.kt

fun main( args: Array <String>) { 

}

변수 선언하기
텍스트를 사용해서 코틀린의 기능을 탐구하는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을 작성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게임 플레이어의 점수를 유지 관리할 변수가 필요할 것이다.

TypeIntro.kt에서 experiencePoints라는 이름의 변수를 생성하고 값을 지정해 보자.

리스트 2.2  |  experiencePoints 변수 선언하기 CODE  TypeIntro.kt 

fun main(args: Array <String>) { 
    var experiencePoints: Int = 5 
    println(experiencePoints) 
}

여기서는 Int 타입으로 experiencePoints 변수를 지정하였으며, 변수 이름 앞에 var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변수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변수 이름 다음에 콜론(:)을 붙이

고, 정숫값을 저장하는 Int 타입을 지정하였다.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여기서는 =)를 사용하여 오른쪽의 결과(여기서는 정숫값인 5)를 왼쪽(여기서는 

experiencePoints 변수)에 지정하였다. 그림 2.1에서는 experiencePoints 변수의 정의 형식을 보

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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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키워드
변수 이름 대입값

타입 정의

대입 연산자

그림 2.1  |  변수 정의 형식

변수를 선언한 후에는 println 함수를 사용해서 그것의 값을 콘솔로 출력한다.

main 함수 왼쪽의 실행 버튼( )을 클릭한 후 Run 'TypeIntroKt'를 선택하여 이 프로그램을 실

행해 보자. experiencePoints에 지정한 값인 5가 실행 도구 창(콘솔)에 출력될 것이다. 

이제는 "thirty-two"라는 문자열값을 experiencePoints에 지정해 보자(중간에 삭제선이 있는 

것은 삭제할 코드를 나타낸다).

리스트 2.3  |  "thirty-two"를 experiencePoints에 지정하기 CODE  TypeIntro.kt 

fun main(args: Array <String>) { 
    var experiencePoints: Int = 5 
    var experiencePoints: Int = "thirty-two" 
    println(experiencePoints) 
}

실행 버튼( )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보자. 이번에는 코틀린 컴파일러가 다음 에러

를 보여 줄 것이다. 

  Error:(2, 33) Kotlin: Type mismatch: inferred type is String but Int was expected

이 코드를 입력할 때 "thirty-two" 밑에 빨간색 줄이 나타나 있는 것을 이미 보았을 것이다. 이

것은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다는 것을 인텔리제이가 알려 주는 것이다. "thirty-two"에 마우스 

커서를 대보면 그림 2.2와 같이 문제를 알려 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림 2.2  |  타입 불일치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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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틀린은 정적 타입 시스템(static type system)을 사용한다. 즉, 소스 코드에 정의된 타입을 컴파일

러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적합 여부를 컴파일 시점에서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인

텔리제이는 코드가 입력될 때 바로 검사하며, 잘못된 타입을 변수에 지정하면 경고를 해준다. 

이 기능을 정적 타입 검사(static type checking)라고 하며,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전에 오류를 알

려 준다.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 experiencePoints의 값인 "thirty-two"를 Int 타입인 5로 변경하자. 

리스트 2.4  |  타입 에러 해결하기 CODE  TypeIntro.kt 

fun main( args: Array <String>) { 
    var experiencePoints: Int = "thirty-two"
    var experiencePoints: Int = 5 
    println( experiencePoints) 
}

변수의 값은 프로그램에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 플레이어가 더 많

은 점수를 얻는다면 experiencePoints 변수에 새로운 값을 지정할 수 있다. 리스트 2.5와 같

이 experiencePoints에 5를 더해 보자. 

리스트 2.5  |  experiencePoints에 5를 더하기 CODE  TypeIntro.kt 

fun main( args: Array <String>) { 
    var experiencePoints: Int = 5 
    experiencePoints += 5 
    println(experiencePoints) 
}

여기서는 experiencePoints 변수를 5로 초기화한 후에 복합 대입 연산자인 +=을 사용해서 원

래 값에 5를 더한다.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보자. 콘솔에 10이 출력될 것이다. 

코틀린의 내장 타입
지금까지는 String과 Int 타입의 변수들을 알아보았다. 코틀린은 이외에도 여러 다른 값을 처

리할 수 있는 타입을 갖고 있다. 표 2.1에서는 코틀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장(built-in) 타

입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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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코틀린의 내장 타입

타입                      설 명 예 

String 문자열 데이터 "에스트라곤" 

"happy meal" 

Char 단일 문자 'X' 

유니코드 문자 U+0041 

Boolean true 또는 false 값 true 

false

Int  정수   "에스트라곤". length 

5

Double 부동소수점의 실수  3.14

2.718 

List  값을 요소로 저장하는 컬렉션  3, 1, 2, 4, 3 

"root beer", "club soda", "coke" 

Set 고유한 값의 요소를 저장하는 컬렉션 "Larry", "Moe", "Curly"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Uranus", 
"Neptune"

Map 키와 값의 쌍으로 요소를 저장하는 

컬렉션 

"small" to 5.99, "medium" to 7.99, 
"large" to 10.99 

지금 이 모든 타입을 잘 모르더라도 염려하지 말자. 이 책을 읽으면서 모두 배울 것이기 때문이

다. 특히 문자열은 7장에서, 정수와 실수는 8장에서, 컬렉션 타입(collection type)이라고 하는 List, 

Set, Map은 10장과 11장에서 배울 것이다. 

읽기 전용 변수
지금까지는 값을 다시 지정, 즉 변경할 수 있는 변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때로는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이

름은 최초 한 번 지정된 후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읽기 전용 변수 17



조건문과 조건식

C H A P T E R

3
이 장에서는 코드의 실행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운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런 특성을 제어 흐름

(control flow)이라고 하며,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는 if/else와 when 표현식을 알아보고,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같이 사용해

서 조건의 true/false를 검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문자열 템플릿(string template) 기능도 같

이 알아볼 것이다.

이 개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책 전반에 걸쳐 만들어 갈 NyetHack이라

는 프로젝트부터 생성할 것이다.  

프로젝트 이름을 NyetHack으로 지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7년에 NetHack DevTeam에서 

개발한 NetHack(네트핵)이라는 게임이 있었다. 이것은 ASCII 그래픽 문자를 사용한 텍스트 기

반의 재미있는 단일 플레이어 게임이다(https://nethack.org/ 참고). NetHack처럼 멋진 ASCII 그래픽

은 없지만, 이 책에서는 이 게임과 비슷하게 텍스트 기반으로 게임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 갈 것

이다. 그리고 코틀린 언어의 개발사인 젯브레인즈(JetBrains)는 러시아에 있으므로 러시아식으로 

NyetHack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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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lse 문
먼저, 인텔리제이를 실행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자. 웰컴 대화상자에서 Create New 

Project를 클릭한다(인텔리제이가 이미 실행 중이면 메인 창 메뉴에서 File  New  Project...를 선택). 왼

쪽 패널에서는 Kotlin을, 오른쪽 패널에서는 Kotlin/JVM을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운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프로젝트 이름을 NyetHack으로 입력하고 Finish 

버튼을 누른다. 

(만일 다른 프로젝트가 열려 있었다면 NyetHack 프로젝트를 새로운 창으로 열 것인지 아니면 현재 창으로 

열 것인지를 물어 보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이때 This Window를 클릭하면 이미 열려 있던 다른 프로젝트

가 닫히며, New Window를 선택하면 새로운 창으로 NyetHack 프로젝트가 열린다.)

프로젝트 도구 창의 프로젝트 이름(NyetHack)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src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New  Kotlin File/Class를 선택한 후 파일 이름에 Game을 입력하고 OK 버

튼을 누른다. 그리고 편집기 창에 열린 Game.kt에서 ‘main’을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main 함수가 생성된다. 

fun main(args: Array<String>) {
}

NyetHack에서 게임 플레이어의 상태는 0부터 100 사이의 값인 건강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플

레이어는 전투 중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는 최상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플레이

어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규칙을 정의해야 한다. 만일(if) 플레이어의 건강 점수가 100이면 최

상의 건강 상태임을 보여 주고, 그렇지 않다면(else) 손상되었음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규칙을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if/else 문이다.

먼저, 다음과 같이 main 함수 내부에 if/else 문을 추가하자. 

리스트 3.1  |  플레이어의 건강 상태를 출력하기 CODE  Game.kt

fun main(args: Array<String>) {
    val name = "마드리갈"
    var healthPoints = 100

    if (healthPoints == 100) {
        println(name + " 최상의 상태임!")
    } e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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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ln(name + " 최악의 상태임!")
    }
}

이 코드에서는 제일 먼저 name이라는 val 변수를 정의하고, 용감무쌍한 플레이어의 이름을 나

타내는 문자열 값으로 초기화한다. 그리고 healthPoints라는 var 변수를 정의하고, 만점값인 

100으로 초기화한다. 

그다음에 if/else 문에서는 다음의 true/false 질문을 한다. ‘플레이어의 건강 점수가 100

인가?’ 이것은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인 ==로 나타낸다. 따라서 이 if 문은 ‘만일 

healthPoints가 100과 같으면’이라고 읽을 수 있다. 

if 문 다음의 코드는 중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다. if 조건이 Boolean 타입의 값인 true일 

때(여기서는 healthPoints의 값이 정확하게 100일 때) 실행될 코드를 중괄호 안에 넣는다.

    if (healthPoints == 100) {
        println(name + " 최상의 상태임!")
    }

여기서는 name의 값과 " 최상의 상태임!" 문자열을 콘솔로 출력하는 println 함수가 if 문에 포

함되어 있다(마드리갈 최상의 상태임!으로 알기 쉽게 출력하려면 이 문자열 앞에 공백이 하나 있어야 한다). 

즉, 이 if 문에서는 마드리갈이 100점의 건강 점수를 가질 때 최상의 건강 상태라는 결과를 출

력한다(여기서는 중괄호 안에 하나의 코드만 있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개가 포함될 수 있다).

문자열값에 덧셈 연산자인 +를 사용하는 것을 문자열 결합(string concatenation)이라고 하며, 우리

가 원하는 형태로 변수의 값을 콘솔에 출력할 때 편리하다. 이 장 뒤에서는 문자열에 값을 삽입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healthPoints가 100이 아닌 다른 값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if에서 false가 되므로 

컴파일러가 if의 중괄호 내부 코드를 건너뛰고 else로 이동한다. el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자. 그리고 if처럼 else도 중괄호 내부에 하나 이상의 표현식(expression)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if와는 다르게 else에는 조건을 정의할 필요 없다. 

    else {
        println(name + " 최악의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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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의 println 함수 호출에서 if와 다른 점은 플레이어 이름 다음의 문자열이다. 즉, " 최

상의 상태임!" 대신에 " 최악의 상태임!"을 출력한다(지금까지는 콘솔로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 함수를 

호출하였다. 함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배울 것이다).

이 코드의 if/else는 컴파일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 준다. ‘만일 플레이어의 건강 점수

(healthPoints)가 100이면, 마드리갈 최상의 상태임!을 콘솔로 출력하라. 그렇지 않고 100이 아니

면 마드리갈 최악의 상태임!을 콘솔로 출력하라.’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은 코틀린의 비교 연산자(comparison operator) 중 하나다. 표 3.1에서는 코

틀린의 비교 연산자를 보여 준다(이 연산자들은 진도를 나가면서 모두 배울 것이다).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이 궁금할 때는 언제든 이 표를 참고하자.  

표 3.1  |  비교 연산자

연산자 설명

<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은지 검사한다

<=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거나 같은지 검사한다

>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큰지 검사한다

>=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 검사한다

==   왼쪽 값이 오른쪽 값과 같은지 검사한다

!=   왼쪽 값이 오른쪽 값과 같지 않은지 검사한다

===  왼쪽과 오른쪽의 두 개 인스턴스가 같은 객체를 참조하는지 검사한다

!==  왼쪽과 오른쪽의 두 개 인스턴스가 같은 객체를 참조하지 않는지 검사한다

main 함수 왼쪽의 실행 버튼( )을 클릭한 후 Run 'Game.Kt'를 선택하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자. 다음 결과가 출력될 것이다. 

마드리갈 최상의 상태임!

우리가 정의한 조건인 healthPoints == 100이 true이므로 if/else의 if 문에 정의된 코드가 실

행된 것이다. healthPoints의 값을 89로 변경해 보자.

리스트 3.2  |  healthPoints 값 변경하기 CODE  Game.kt

fun main(args: Array<String>) {
    val name = "마드리갈"
    var healthPoints = 100
    var healthPoints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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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healthPoints == 100) {
        println(name + " 최상의 상태임!")
    } else {
        println(name + " 최악의 상태임!")
    }
}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다음 결과가 출력된다. 

  마드리갈 최악의 상태임!

정의된 조건이 false가 되므로(89는 100과 같지 않다) else가 실행된 것이다. 

더 많은 조건 추가하기

앞의 건강 상태 확인 코드는 플레이어의 상태를 대충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너무 개략적이

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healthPoints가 89면 " 최악의 상태임!"만 출력하므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만 알 뿐 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if/else 문을 더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검사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때 else if를 

사용한다. healthPoints의 또 다른 값을 검사하는 세 개의 else if를 추가해 보자.

리스트 3.3  |  더 많은 플레이어 상태 검사하기 CODE  Game.kt

fun main(args: Array<String>) {
    val name = "마드리갈"
    var healthPoints = 89

    if (healthPoints == 100) {
        println(name + " 최상의 상태임!")
    } else if (healthPoints >= 90) {
        println(name + " 약간의 찰과상만 있음.")
    } else if (healthPoints >= 75) {
        println(name + " 경미한 상처만 있음.")
    } else if (healthPoints >= 15) {
        println(name + " 많이 다친 것 같음.")
    } else {
        println(name + " 최악의 상태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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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여러 장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관해 배웠다. 또 다른 중요한 프로그래

밍 패러다임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functional programming)이 있다. 이것은 람다 대수를 기반으로 

1950년대에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보다는 학계

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본 원리는 어떤 언어에도 유용하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은 컬렉션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소수의 고차 함수(higher-order function)

가 반환하는 데이터에 의존한다. 그리고 고차 함수들을 연쇄 호출하여 더 복잡한 처리 기능을 

구현한다.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거나 결과로 반환하는 고차 함수와 함수를 값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 타입은 이전의 다른 장에서 이미 알아보았으므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것이다.

코틀린은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하므로 당면한 문제에 맞춰 객체지향과 함수형 프로그래

밍을 혼합하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REPL을 사용하여 코틀린이 제공하는 함수

형 프로그래밍 기능을 알아보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내면적인 개념에 관해 배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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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유형
함수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함수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변환(transform), 필터(filter), 

결합(combine)이다. 각 유형의 함수들은 컬렉션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함수는 또한 구성 가능하도록, 즉 복잡한 처리를 하기 

위해 간단한 함수들이 결합될 수 있게 설계된다. 

변환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함수 유형으로 변환이 있다. 변환 함수(transform function)는 입력 

컬렉션(자신이 호출된 컬렉션)에 저장된 모든 요소를 읽는다. 그리고 인자로 제공된 사용자 지정 

변환 함수를 실행하여 컬렉션의 각 요소나 항목을 변환한 후 변경된 컬렉션을 반환한다(입력 컬

렉션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에 연쇄 호출된 다른 함수가 있으면 해당 함수가 계속 실행

된다. 

변환에 흔히 사용되는 두 가지 함수가 map과 flatMap이다. map 변환 함수는 입력 컬렉션의 모

든 요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인자로 전달된 변환 함수를 컬렉션의 각 요소에 대해 실행시킨다. 

그리고 입력 컬렉션과 같은 수의 요소를 갖는 컬렉션을 결과로 생성한다. 

코틀린 REPL에서 다음 코드를 실습해 보자. 먼저, 코틀린 REPL을 실행시킨다(메인 메뉴에

서 Tools  Kotlin  REPL을 선택). 그리고 코틀린 REPL 창에서 다음 코드들을 하나씩 입력하고 

Ctrl+Enter[Command+Return] 키를 눌러 실행시킨다.

리스트 19.1  |  animals List를 babies List로 변환하기 CODE  REPL

val animals = listOf("zebra", "giraffe", "elephant", "rat")
val babies = animals
        .map{ animal -> "A baby $animal" }
        .map{ baby -> "$baby, with the cutest little tail ever!"}
println(babies)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상호 결합될 수 있는 구성 가능한 함

수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는 첫 번째 map 함수에서 animals List의 각 요소에 변환 함수인 { 

animal -> "A baby $animal" }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임시 List로 생성한다. 그리고 이 List를 

그 다음의 연쇄 호출된 함수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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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다음 함수도 map이며, 앞의 map에서 생성된 임시 List의 각 요소에 변환 함수인 { 

baby -> "$baby, with the cutest little tail ever!"}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babies List로 생

성한다. 그리고 함수의 연쇄 호출이 끝났으므로 babies List가 최종 컬렉션이 된다. 이 List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baby"는 첫 번째 map 함수에서 각 요소에 추가된 문자열이고, ", with 

the cutest little tail ever!"는 두 번째 map에서 각 요소에 추가된 문자열이다.

  A baby zebra, with the cutest little tail ever!
  A baby giraffe, with the cutest little tail ever!
  A baby elephant, with the cutest little tail ever!
  A baby rat, with the cutest little tail ever!

이미 이야기했듯이 변환 함수는 입력 컬렉션의 변경 요소를 갖는 새로운 컬렉션을 생성하고 반

환하며, 입력 컬렉션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REPL에서 animals List를 출력해 보면 변경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스트 19.2  |  입력 컬렉션은 변경되지 않는다 CODE  REPL

print(animals)
"zebra", "giraffe", "elephant", "rat"

이미 이야기했듯이 map 함수는 입력 컬렉션과 같은 수의 요소를 갖는 컬렉션을 반환한다(더 뒤

에서 보겠지만, 모든 변환 함수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소의 타입이 다른 컬렉션을 반환할 수

도 있다. REPL에서 확인해 보자.

리스트 19.3  |  map 함수 실행 전과 후: 요소의 수는 같지만 타입은 다를 수 있다. CODE  REPL

val tenDollarWords = listOf("auspicious", "avuncular", "obviate")
val tenDollarWordLengths = tenDollarWords.map { it.length }
print(tenDollarWordLengths)
[10, 9, 7]
tenDollarWords.size
3
tenDollarWordLengths.size
3

size는 컬렉션의 속성이며, List나 Set의 요소 수 또는 Map의 항목(키와 값의 쌍으로 된) 수를 갖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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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는 map의 입력 컬렉션이 세 개의 요소를 가지며, 결과 컬렉션의 요소도 세 개

다. 그러나 입력 컬렉션인 tenDollarWords는 List<String> 타입이지만, 결과 컬렉션인 

tenDollarWordLengths는 List<Int> 타입이다. map 함수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T, R> Iterable<T>.map(transform: (T) -> R): List<R>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map은 변환 함수의 함수 타입(transform: (T))을 인자로 받는다. 코틀

린은 고차 함수(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거나 결과로 반환할 수 있는 함수)를 지원하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또한, 제네릭 타입 매개변수를 사용하므로 인자의 타입과 반환 타입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흔히 사용되는 또 다른 변환 함수로 flatMap이 있다. flatMap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변환 함

수의 결과로 산출된 모든 요소를 하나의 컬렉션으로 생성하여 반환한다. 따라서 다른 컬렉션이 

저장된 컬렉션을 입력 컬렉션으로 사용하여 flatMap을 실행하면 모든 컬렉션의 요소를 통합한 

하나의 컬렉션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EPL에서 다음을 실습해 보자.

리스트 19.4  |  두 개의 List 통합하기 CODE  REPL

listOf(listOf(1, 2, 3), listOf(4, 5, 6)).flatMap { it }
[1, 2, 3, 4, 5, 6]

여기서는 두 개 List의 모든 요소를 갖는 하나의 List가 생성된다. 따라서 입력 컬렉션의 요소 

수(여기서는 2)와 타입(여기서는 List)이 결과 컬렉션의 요소 수(여기서는 6) 및 타입(Int)과 다를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flatMap의 인자로 변환 함수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it 키워드만 사용했

으므로 입력 컬렉션의 모든 요소가 변환없이 그대로 결과로 생성된다.

필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두 번째 함수 유형으로 필터가 있다. 필터 함수(filter function)는 컬렉션의 각 

요소를 검사하고,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는 술어 함수(predicate function)를 인자로 받는다. 만

일 술어 함수에서 true를 반환하면 filter 함수가 반환하는 결과 컬렉션에 해당 요소가 추가된

다. 그러나 false가 반환되면 해당 요소는 결과 컬렉션에서 제외된다. 

필터 함수로는 걸맞은 이름의 filter 하나가 있다. flatMap과 filter를 같이 사용하여 실습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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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19.5  |  filter와 flatMap CODE  REPL

val itemsOfManyColors = listOf(listOf("red apple", "green apple", "blue apple"),
listOf("red fish", "blue fish"), listOf("yellow banana", "teal banana"))

val redItems = itemsOfManyColors.flatMap { it.filter { it.contains("red") } }
print(redItems)
[red apple, red fish]

여기서는 먼저, 세 개의 List를 요소로 갖는 List인 itemsOfManyColors를 생성한다. 

itemsOfManyColors는 다른 컬렉션을 저장하는 컬렉션이다. 

그리고 flatMap의 변환 함수 인자로 filter를 받으며, filter에서는 입력 컬렉션에 저장된 각 

List에 "red"가 포함된 값을 갖는 요소가 있는지 검사하는 술어 함수인 { it.contains("red") 

}를 인자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flatMap의 입력 컬렉션에 저장된 모든 요소가 검사되어 하나의 

새로운 List인 redItems에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소수(prime 

number, 1과 자신의 수 외에는 나눌 수 없는 수)만 추출하는 또 다른 예를 실습해 보자.

리스트 19.6  |  소수 추출하기 CODE  REPL

val numbers = listOf(7, 4, 8, 4, 3, 22, 18, 11)
val primes = numbers.filter { number ->
    (2 until number).map { number % it }
        .none { it == 0 }
    }
print(primes)

이 예에서도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결합해서 더 복잡한 결과를 산출하는 함수형 프

로그래밍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filter 함수의 술어 함수에서 numbers List의 각 요소마다 map의 결과를 산출한 후 

검사하여 결과 컬렉션을 생성한다. 즉, numbers List의 각 요소에 대하여 다음 처리가 반복된

다. 먼저, map에서는 2부터 (해당 요소값 – 1)까지의 숫자로 해당 요소값을 나누어 나머지를 임시 

List로 저장한다. 그리고 나머지가 0인 요소가 임시 List에 하나도 없는지 none에서 검사한 후 

하나도 없으면 true를 반환한다. 이 경우 filter의 술어 함수 결과가 true가 되므로(소수를 뜻함) 

결과 List인 primes에 저장된다. 그리고 다시 numbers List의 다음 요소가 계속 반복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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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기

C H A P T E R

21
코틀린은 구글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 언어다. 이 장에

서는 코틀린을 사용해서 첫 번째 안드로이드 앱을 작성할 것이다. Samodelkin이라는 이 앱은 

NyetHack 게임의 새로운 플레이어 캐릭터를 생성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여기서는 인텔리제이 대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를 

사용할 것이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인텔리제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비슷한 점이 많지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포함한다.

https://developer.android.com/studio/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하자.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https://developer.android.com/studio/install의 설명대로 각자 플랫폼에 설치하자. 이 장에서

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3과 안드로이드 8.1(API 27)을 기반으로 앱을 작성한다. 더 새로운 버

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오더라도 이 장의 앱을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가급적 최

신 버전을 설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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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안드로이드 SDK 패키지가 다운로드되었는

지 확인해 보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처음 나타나는 웰컴 대화상자에서 Configure 

SDK Manager를 선택한다(그림 21.1). 

기본 설정 대화상자의 안드로이드

그림 21.1  |  SDK Manager 실행하기

 

SDK 패널에서 Android 8.1(Oreo)

(API 27)이 체크되어 있고 Status 

열에 Installed로 나타나 있는지 

확인하자(그림 21.2). 나타나 있으면 

설치가 된 것이므로 Cancel을 클

릭하면 웰컴 대화상자로 돌아온

다. 그렇지 않고 Not installed로 

나와 있다면 체크하여 선택한 후 

OK를 클릭한다. 그리고 License 

Agreement 대화상자에서 아래쪽 

중간의 Accept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그러면 패키지 다운로

드 및 설치가 시작되며, 설치가 끝난 후 Finish를 클릭하면 다시 기본 설정 대화상자로 돌아온다. 

OK를 클릭하면 웰컴 대화상자가 다시 나타난다.

그림 21.2  |  Android 8.1(Oreo)(API 27)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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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대화상자에서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를 클릭한다(그림 21.3). 

그림 21.3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생성 시작하기

그리고 Choose your project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Empty Activity를 선택하고 Next 버튼을 누

른다(그림 21.4).

그림 21.4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템플릿 선택

그다음에 그림 21.5처럼 Configure your project 대화상자에서 Name에 Samodelkin을 입력하고, 

Package name에는 android.bignerdranch.com을 입력한다. Save location은 프로젝트가 저장되

는 위치(디렉터리)를 나타내며 오른쪽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기본 위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각자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면 된다. 그리고 Language는 Kotlin으로 선택하고, 

Minimum API Level은 API 27: Android 8.1 (Oreo)를 선택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95



그림 21.5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설정 대화상자

Finish 버튼을 클릭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창이 열리고 아래쪽의 Build 창에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프로세스가 실행된다는 메시지가 제일 밑에 수시로 나타났다가 없어진다. 그

리고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면 그림 21.6과 같이 나타난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Build 창이 없어지며, 원으로 표시된 도구 창 바를 클릭하면 다시 나타난다. 다른 창도 같은 방법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최초 실행할 때는 오른쪽 위에 Assistant 창이 열릴 수 있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닫자.)

그림 21.6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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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와 

Activity 클래스다. UI는 사용자가 보면서 앱과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을 정의한다. 그리고 

Activity 클래스는 UI를 처리하는 로직을 정의한다. 

그래들 구성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창의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도구 창을 보자. 여기에는 우리 프

로젝트의 디렉터리 구조를 볼 수 있다. 프로젝트 도구 창의 드롭다운에서 Android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자(그림 21.7).

그림 21.7  |  프로젝트 도구 창에서 Android 모드 선택

다음은 프로젝트 도구 창의 밑에 있는 Gradle Scripts의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확장한다(그

림 21.8)

그림 21.8  |  그래들 스크립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빌드 자동화 도구인 그래들(Gradle)을 사용해서 앱의 의존 관계

(dependency)와 컴파일을 처리하고 관리한다(의존 관계는 앱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모듈

들을 나타낸다). 그래들의 구성은 DSL(Domain Specific Language)을 사용해서 정의되며, 안드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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