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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옮
긴
이

“정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 진심의 표현입니다. 용어 하나하나, 내용 모

두에 걸쳐 심사숙고하였으며, 실습용 프로젝트 코드의 작성 및 수정과 테스트를 병행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

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즉,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골고루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실습 프로젝트로 구성하여 독자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체험하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기법

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최신 기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배우고 시작하려는 

분들께 적극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싶

은 기존 개발자 분들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모든 내용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 최신 버전에 맞춰 수정하고 보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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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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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옮긴이	머리말xxvi



이 책은 더욱 강력해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를 기준으로 만든 최신 안드로이드 도서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

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아낌없는 배려와 수고를 해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장성두 사장님과 

이민숙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7월

옮긴이 심재철 드림 

옮긴이	머리말 xxvii





이 책은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Android Studio)와 안드로이드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줄여서 app)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법을 가

르쳐 준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

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다.

우선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각종 도

구 창, 코드 편집기, 레이아웃 편집기와 같은 것들이다. 또한, 인스턴트 런(Instant Run) 기능과 

향상된 AVD(Android Virtual Device) 에뮬레이터도 살펴본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의 아키텍처를 간략히 살펴본 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애플

리케이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만드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이때 데이

터베이스, 콘텐트 제공자(content provider), 인텐트(intent)와 같은 여러 고급 주제들도 다룬다. 또

한, 터치 스크린 처리, 제스처 인식, 카메라 사용, 비디오와 오디오의 재생과 녹화 방법도 설명

한다. 그리고 인쇄, 애니메이션 화면 전환, 클라우드 기반 파일 스토리지도 다룬다.

이러한 보편적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법들 외에도 이 책에서는 구글 플레이

(Google Play)와 연관된 내용들도 설명한다. 구글 맵(Google Map) API를 사용한 지도 구현이

라든지,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에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게시하고 인앱 결제(in-app 

billing)를 하는 방법 등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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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파일들을 구성 및 관리하고 빌드(build)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

튜디오에서 플러그인하여 사용하는 자동화 프로젝트 시스템(도구)인 그래들(Gradle)에 대해서

도 살펴본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5(롤리팝)에 소개된 머티리얼(material) 디자인의 개념과 안드로이드 버

전 6(마시멜로)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머티리얼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설명한다. 즉, 플로팅 액션 

버튼(floating action button), 스낵바(Snackbar), 탭 인터페이스(tabbed interface), 카드 뷰(card view), 

내비게이션 드로어(navigation drawers), 컬랩싱 툴바(collapsing toolbar) 등이다. 또한, 변경된 퍼미

션 메커니즘과 지문 인식 구현 방법도 알아본다.

더불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최신 버전에서 새롭게 변경된 레이아웃 편집기의 기능과 사용법

을 알려주며, 안드로이드 버전 7(누가)에 새로 추가된 ConstraintLayout 클래스, 직접 응답 알림

(direct reply notifications), Firebase 서비스, 다중 창 지원(multi-window support) 기능의 개념과 구

현 방법도 배운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자바(Java) 프로그래밍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간주하므로 자바 언어에 

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윈도우(Windows)나 맥(Mac) 또는 리눅스(Linux)가 

실행되는 컴퓨터가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안드로이드 SDK를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

으면 시작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책의 모든 본문과 그림 및 프로젝트 코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최신 버전(3.0 이상)을 사

용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한 최신 안드로이드 프

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1.1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장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종전의 이클립스 IDE보다 훨씬 강력하고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

다. 그리고 앞으로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과 연계시켜 더욱 

확장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중요한 것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연성이 좋은 그래들(Gradle) 기반의 자동화 프로젝트 빌드 시스템을 사용한다(이클립스에

서는 An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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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은 안드로이드 웨어(Android Wear)에서 특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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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각종 서비스와 다양한 장치 유형을 지원하는 각종 템플릿들이 있어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본적인 코드와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	그래픽 레이아웃 편집기의 기능이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워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편리하다.

•	코드의 성능이나 버전 호환성 및 기타 문제점을 잡아내는 Lint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앱 엔진과 쉽게 통합

할 수 있다.

•	우리의 코드를 사전에 분석하여 완성도를 보완해주고 리팩토링(refactoring)을 해주는 각종 

분석 도구를 지원한다.

1.2 소스 코드 다운로드하기

이 책에 나오는 각종 예제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들은 다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URL  https://github.com/Jpub/AndroidStudio3

예제 프로젝트 코드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로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Welcome to Android Studio 대화상자에서 Open an existing Android Studio project를 선

택하거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메뉴의 File  Open...을 선택한다.

2. 프로젝트 선택 대화상자가 나오면 열려는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이 있는 서브 디렉터리(프

로젝트 이름과 동일함)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한다.

3. Sync Android SDKs 대화상자가 나오면 OK를 클릭한다(열려는 프로젝트에 지정되어 있는 안드

로이드 SDK 설치 디렉터리와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안드로이드 SDK 설치 디렉터리가 달라서 이 대

화상자가 나오는 것이다. OK를 클릭하면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안드로이드 SDK 설치 디렉터리가 

프로젝트의 디폴트로 사용된다).

4. 만일 프로젝트가 로드되면서 ‘Android Gradle Plugin Update Required’ 대화상자가 나타

날 때는 반드시 Update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그래들 플러그인의 버전이 

업데이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 프로젝트가 로드된 후 아무 창도 열려 있지 않으면 Alt와 숫자 1[맥 OS X에서는 Cmd와 숫자 1] 

키를 같이 눌러 프로젝트 도구 창을 연 후 필요한 파일을 편집기 창으로 로드한다.

1.2	소스	코드	다운로드하기 3



이 책의 실습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가지의 최소 SDK 버전을 사용한다. 안드로이드 5.1(롤리

팝, API 22), 안드로이드 6.0(마시멜로, API 23), 안드로이드 7.x(누가, API 24/25) 등이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할 때는 안드로이드 8(API 26) AVD 에뮬레이터와 실제 장치(스마트폰)

를 같이 사용하였다. 만일 다운로드한 프로젝트 소스를 에뮬레이터가 아닌 각자의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으로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 장치의 안드로이드 버전과 같거나 또는 낮은 버전으

로 최소 SDK 버전을 변경해야 한다. 이때는 프로젝트 도구 창의 Gradle Scripts  build.gradle 

(Module: app)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편집기에 로드한 후, minSdkVersion 번호를 해당 안드로

이드 버전의 API 레벨 번호로 수정하고 실행하면 된다(그림 1-1).

그림 1 - 1

1.3 단축키와 코드 표기

이 책에서는 두 개 이상의 키보드 키를 누를 때 + 기호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Alt 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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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Alt	+	Enter[Option	+	Enter].

소스 코드의 삭제는 글자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추가되는 코드는  

진한	글씨로 나타내었다.

1.4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최신 버전 사용하기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Canary 8 릴리즈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따라

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이전 버전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이상으로 실습해야 한다. 만일 이 책이 출간된 후에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 

공식 버전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다음을 방문하여 프리뷰 버전을 다운로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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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developer.android.com/studio/preview/index.html

그리고 별도의 설치 없이 압축을 푼 후 \bin 서브 디렉터리에 있는 studio.exe(32비트) 또는 

studio64.exe(64비트)를 실행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안드로이드 SDK

와 자바 JDK를 설치해야 하므로 2장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의 공식 버전도 설치하기 바란다(안

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서로 다른 버전을 설치하고 사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5 독자 A/S
여러분이 만족하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 혹시 오류를 발견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jcspro@

hanafos.com 혹은 readers.jpub@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 주기 바란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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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하도록 하겠다.

1.6	오탈자 5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레이아웃 편집기를 사용하면 쉽고 생산성 높은 방법으로 안드로이드 애

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레

이아웃 편집기를 사용해서 ConstraintLayout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

아본다. 또한, 레이아웃 검사기와 계층 구조 뷰어 도구의 사용법도 설명한다.

20.1 ConstraintLayout 예제 프로젝트 생성하기

우선, 새로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생성하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메뉴

의 File  New  New	Project...를 선택하거나 웰컴 스크린에서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를 선택한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첫 번째 대화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Application name 필드에는 LayoutSample을 입력하고, Company Domain에는 ebookfrenzy.

com을 입력한 후 Next 버튼을 누르자. 안드로이드 장치 선택 화면에서는 폰과 태블릿(Phone 

and Tablet)을 선택하고, 최소 SDK는 API 22: Android 5.1 (Lollipop)을 그대로 둔다. Next 버튼

을 누르면 액티비티 타입을 선택하는 대화상자가 나올 것이다.

앞의 다른 장에서는 Empty	Activity와 같은 템플릿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액티비티를 자동 생성

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로운 액티비티와 그것의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을 직접 생성하는 방

법을 배울 것이므로 Add	No	Activity를 선택하고 Finish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ConstraintLayout  
예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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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새로운 액티비티 생성하기

새 프로젝트의 생성이 끝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창이 텅 빈 공간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할 일은 새 액티비티를 생성하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아

무 액티비티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생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

서 여기서 작성하는 예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Alt	+	1	[	Cmd	+	1	] 단축키를 눌러서 프로젝트 도구 창을 열자. 프로젝트 도구 창의 각 폴더를 다

음과 같이 확장시켜서 app  java  com.ebookfrenzy.layoutsample 패키지를 찾자. 그리고 패

키지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New  Activity  Empty	Activity를 선택한다

(그림 20-1).

그림 20 - 1

새 액티비티 생성 대화상자가 나오면 Activity Name에 LayoutSampleActivity를 입력하자. 또

한, 자동으로 설정된 Layout Name인 activity_layout_sample은 그대로 두고 Generate Layout 

File도 체크된 상태로 둔다.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은 자동 생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Backwards Compatibility (AppCompat)도 체크된 상태로 둔다. 우리 앱이 구버전의 안드로이드

에서 실행되더라도 호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잠깐, 아직 Finish 버튼은 누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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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이 장치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론처 액티비티(launcher activity)라는 액티비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론처 액티비티가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최초 론칭될 때 어떤 액티비티를 

시작시켜야 하는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알 수 없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지 못한

다. 여기서는 하나의 액티비티만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론처 액티비티로 

지정해야 한다. 대화상자에서 Launcher Activity 옵션을 체크한 후 Finish 버튼을 누르자.

이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두 개의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에 추가했을 것이다. 액티비티의 

자바 소스 코드 파일(LayoutSampleActivity.java)은 app  java  com.ebookfrenzy.layoutsample 

폴더에 있으며, 편집기 창에 이미 로드되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XML 레이아웃 파일(activity_layout_sample.xml)은 app  res  	

layout 폴더에 생성되었으며, 이것 역시 편집기 창에 이미 로드되었을 것이다. 

끝으로, 새로 생성된 액티비티가 AndroidManifest.xml 파일에 추가되어 론처 액티비티로 지정

되어 있을 것이다. 매니페스트 파일도 프로젝트 창에서 볼 수 있다. app  manifests 폴더 밑

에 있으며 다음의 XML을 포함한다. 여기서 <intent-filter>와 </intent-filter> 태그 사이에 있

는 category 요소에 론처 액티비티로 지정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manifes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package="com.ebookfrenzy.layoutsample">

    <application
        android:allowBackup="true"
        android:icon="@mipmap/ic_launcher"
        android:label="@string/app_name"
        android:roundIcon="@mipmap/ic_launcher_round"
        android:supportsRtl="true"
        android:theme="@style/AppTheme">
        <activity android:name=".LayoutSampleActivity">
            <intent-filter>
                <action android:name="android.intent.action.MAIN" />

                <category android:name="android.intent.category.LAUNCHER" />
            </intent-filter>
        </activity>
    </application>

</mani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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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자동 연결 설정과 이미지 파일 추가하기

편집기의 activity_layout_sample.xml 레이아웃 파일 탭을 클릭하고 편집기 창의 제일 밑에 있

는 Design 탭을 클릭하여 디자인 모드로 변경한다.

그리고 컴포넌트 트리에서 레이아웃(ConstraintLayout)을 클릭한 후 만일 레이아웃 편집기 왼쪽 

위의 Autoconnect 버튼 모양이  이면 클릭하여 그림 20-2처럼  로 변경한다. 자동 연결을 

비활성화한 후 나중에 우리가 직접 제약 연결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림 20 - 2

여기서는 ImageView 객체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이미지 파

일을 추가해야 한다. 파일 이름은 galaxys6.png이며, 이 책의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받으

면 Material_Icons 디렉터리 밑에 있다.

이미지 파일을 각자 컴퓨터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에서 찾은 후 클립보드로 복사한다. 그리

고 프로젝트 도구 창의 app  res  drawable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Paste를 

선택하고 대화상자에서 OK 버튼을 누른다. 그림 20-3처럼 제대로 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림 20 - 3

20.4 위젯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추가하기

팔레트의 Images 부류에 있는 ImageView를 마우스로 끌어서 레이아웃의 중앙에 놓으면 

(수직과 수평의 점선이 만나는 곳이 중앙이다) Resources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제일 왼쪽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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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Drawable을 클릭하고 바로 오른쪽의 Project 밑에 있는 galaxys6을 클릭한다(그림 20-4).

그림 20 - 4

OK 버튼을 누르면 이 이미지가 ImageView에 지정된다. 그리고 부모 레이아웃과 약간의 좌우 

여백이 생기도록 ImageView의 크기를 조정한 후 마우스로 끌어서 레이아웃의 중앙으로 이동

시킨다(ImageView의 네 개 꼭지점에 나타난 작은 사각형을 마우스로 끌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2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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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의 Text 부류에 있는 TextView를 끌어서 ImageView 위쪽에 놓는다. 그리고 속성 창에

서 text 속성을 ‘Samsung Galaxy S6’으로 변경하고 모든 속성 보기 버튼(  )을 클릭하여 모든 

속성이 나타나게 한다. textAlignment의 오른쪽 필드를 클릭하여 드롭다운에서 center를 선택

하고 textSize 속성의 값을 24sp(dp 아님)로 입력한 후 TextView가 수평으로 중앙에 오도록 조

정한다(그림 20-6).

그림 20 - 6

그다음에 세 개의 버튼을 추가하고 각 버튼의 text 속성값을 ‘Buy Now’, ‘Pricing’, ‘Details’로 

변경한다. 완성된 레이아웃은 그림 20-7과 같다.

그림 20 - 7

CHAPTER 20  ConstraintLayout	예제	프로젝트	214



현재는 각 위젯의 위치와 크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제약이 충분하게 추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상태로 앱을 실행한다면 모든 위젯들이 화면의 왼쪽 위 모서리에 겹쳐서 나타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레이아웃 편집기 툴바의 화면 방향 전환 버튼(그림 20-8의 화살표로 표시됨)을 클

릭하여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회전시키자.

그림 20 - 8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지의 일부가 잘린 상태로 중앙에도 위치하지 않으며, 세 개

의 버튼은 화면 영역을 벗어나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화면 크기 변화에 맞춰 레이아웃과 

위젯을 적합하게 나타낼 제약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5 제약 추가하기

장치의 방향 변경이나 서로 다른 화면 크기에 적응 가능한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핵심 요

소가 제약이다. 레이아웃을 다시 세로 방향으로 돌려놓고 ImageView 위에 있는 TextView

를 선택한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및 위의 제약 핸들(작은 원)을 마우스로 끌어서 부모인 

ConstraintLayout에 각각 연결한다(그림 20-9).

그림 2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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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령으로 ImageView를 선택하고 왼쪽과 오른쪽의 상대 제약을 부모 레이아웃에 연결한

다. 그리고 위쪽은 TextView의 아래쪽으로, 아래쪽은 중앙 버튼의 위쪽과 연결한다.

그다음에 ImageView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주 사용하는 속성만 나타나게 한다(만일 모든 속성

이 나타나 있으면 모든	속성	보기 버튼(  )을 다시 클릭.)그리고 속성 창 위에서 위쪽 마진을 24로, 

아래쪽 마진을 8로 변경한다. 또한, 높이와 너비 크기를 0dp	또는 match_constraint로 변경한

다(그림 20-10). 이렇게 설정하면 화면 크기에 따라 레이아웃이 변경될 때 ImageView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그림 20 - 10

그림 20-11은 현재 ImageView에 추가된 제약 연결을 보여준다.

그림 2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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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세 개의 버튼 위젯에 제약을 추가하는 것만 남았다. 여기서는 세 개의 버튼을 하나의 

체인(chain)으로 연결한다. 우선, 그림 20-2의 Autoconnect 버튼을 클릭하여  로 바꾼다. 제

약의 자동 연결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다음에 Buy	Now 버튼을 클릭한 후 Shift 키를 누른 채로 나머지 두 버튼도 클릭하여 세 버

튼 모두 선택되도록 한다. 그리고  Shift 키를 떼고 Buy	Now 버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의 Center	Horizontally를 선택한다. 앞 장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 선택된 

위젯들 간의 양방향 제약을 쉽게 추가하여 체인을 구성할 수 있다. 이제는 세 버튼이 체인으

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으로 체인 스타일은 spread 스타일이 된다. 여기서는 이 스타일이 적합

하다.

끝으로, Buy	Now 버튼의 아래쪽과 레이아웃의 아래쪽을 제약으로 연결한다. 또한, 나머지 두 

버튼도 같은 방법으로 레이아웃의 아래쪽에 연결한다. (각 버튼을 선택하고 아래쪽 연결점(작은 

원)을 클릭한 후 연결선을 끌어서 레이아웃의 아래쪽에 가져가면 연결점이 초록색으로 나타난다. 이때 마

우스 버튼을 놓으면 자동으로 제약이 추가된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그림 20-12와 같이 세 버튼의 제약이 연결된다.

그림 20 - 12

20.6 레이아웃 테스트하기

모든 제약 연결이 추가되었으므로 레이아웃 편집기 툴바의 화면 방향 전환 버튼을 다시 클릭

하여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회전시키자. 이제는 변경된 화면 크기에 맞추어 레이아웃이 제대

로 나타날 것이다. 이로써 디자인 시점에서 레이아웃 편집기로 확인한 결과는 이상 없이 잘 

된 것이다. 다음은 앱이 실제 실행될 때도 잘 되는지 확인해보자. 실제 장치나 에뮬레이터에

서 우리 앱을 실행한 후 가로 방향으로 장치를 회전시켜 보자. 예를 들어, 그림 20-13에서는 

에뮬레이터에서 화면 방향을 전환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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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 13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앱을 실행할 때도 레이아웃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보다 더 복잡한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즉, 팔레트로

부터 위젯을 끌어서 레이아웃에 놓은 후 속성을 설정하고 제약을 추가하면 된다.

20.7 레이아웃 검사기 사용하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정보는 레이아웃 검사기(Inspector)를 사

용해서 볼 수 있다. 단, 실제 장치나 에뮬레이터에서 앱이 실행 중일 때만 가능하다. 앞의 그

림 20-13과 같이 가로 방향으로 앱의 화면이 나타난 상태에서 메인 메뉴의 Tools  Android   

Layout	Inspector를 선택한다. 그리고 Choose Process 대화상자에서 현재 실행 중인 애플리케

이션 프로세스인 com.ebookfrenzy.layoutsample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20-14

처럼 세 개의 패널이 나타난다(여기서는 프로젝트 도구 창을 닫은 상태다).

그림 2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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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패널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계층 구조를 보여준

다. 그리고 중앙 패널에서는 장치 화면에 나타난 레이아웃을 보여준다. 여기서 특정 위젯을 클

릭하면 그것과 연관된 컴포넌트를 왼쪽 패널의 계층 구조에서 찾아서 표시해준다. 또한 오른

쪽 패널에서는 현재 선택된 컴포넌트의 모든 속성과 설정 값을 보여준다. 

20.8 계층 구조 뷰어 사용하기

액티비티의 뷰 계층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는 데 유용한 도구가 계층	구조	뷰어(Hierarchy	Viewer)

다. 이 도구의 주 목적은 현재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액티비티의 뷰 트리 전체를 자

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레이아웃을 화면에 그리는 성능도 살펴볼 수 있다.

계층 구조 뷰어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되거나 또는 안드로이드 개발(development) 

버전을 실행하는 장치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 생성된 LayoutSample 애플

리케이션에 대해 계층 구조 뷰어를 실행해보자.

우선, AVD 에뮬레이터에서 LayoutSample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시킨다. 그리고 에뮬레이터

에서 화면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자.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메뉴에서 Tools   

Android  Android	Device	Monitor를 선택한다(혹시 Disable ADB Integration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누른다). 잠시 후 안드로이드 장치 모니터(DDMS) 창이 별도로 열릴 것이다.

안드로이드 장치 모니터 메인 메뉴의 Window  Open	Perspective...를 선택한 후 그다음 대화

상자에서 Hierarchy	View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장치 모니터 창에 계층 구조 

뷰어가 나타난다.

계층 구조 뷰어는 여러 개의 패널로 구성된다. 그림 20-15처럼 보이는 왼쪽 패널의 왼쪽 위에 

있는 Windows 탭을 클릭하면 장치나 에뮬레이터(여기서는 Nexus5X)에서 현재 동작 가능한 모든 

창(window)을 보여준다(계층 구조 뷰어에서는 액티비티나 프로세스 대신 ‘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굵은 글씨로 된 창이 현재 포그라운드로 동작 중인 창이며, 여기서는 LayoutSampleActivity다.

그림 2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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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com.ebookfrenzy.layoutsample.LayoutSampleActivity가 선택된 

상태에서 툴바의 버튼(  )을 클릭하면 뷰의 계층 구조가 트리 뷰로 로드되어 나타난다(그림 

20-16).

그림 20 - 16

트리 뷰 패널 밑에 있는 스케일 바(%로 표시됨)를 사

용하거나 마우스 휠을 돌리면 트리 뷰를 줌인/줌
아웃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트리가 너

무 커서 전체를 한 번에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

므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끌어서 트리를 이동하

여 보거나, 또는 오른쪽 위에 있는 트리 오버뷰(Tree 

Overview) 패널 안에서 렌즈를 이동시켜 보면 된다

(그림 20-17).

그림 20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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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뷰에는 액티비티 레이아웃에 포함된 뷰와 더불어 다른 뷰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을 염두에 두자. 예를 들어, 화면 맨 위에 나타나는 액션 바(action bar), 또는 액티비티가 나타

나는 영역을 제공하는 레이아웃 뷰 등이다.

트리 뷰에서 특정 노드를 선택하면 그것과 일치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가 레이아웃 뷰

(오른쪽 하단의 패널에서 Layout View 탭을 클릭)에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된다. 그림 20-18에서

는 ConstraintLayout 뷰가 선택된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 20 - 18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뷰에서 특정 뷰를 선택하면 그것과 일치하는 트리 뷰의 노드로 이동되

어 강조 표시된다.

뷰의 추가 정보는 트리 뷰에서 그것의 노드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해당 노드를 더블 클릭하

면 팝업 대화상자에서 추가 정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림 20-19에서는 LayoutSample 애플리

케이션의 DETAILS 버튼 노드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타난 대화상자를 보여준다. (AVD 에뮬레이

터를 생성했던 시스템 이미지가 구 버전일 때는 팝업 대화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AVD 에뮬레

이터를 삭제하고 최신 버전으로 생성한 후 앱을 실행한다. 또한, 안드로이드 장치 모니터도 다시 실행시킨다.)

그림 20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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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뷰에서는 선택된 레이아웃 뷰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트리 뷰를 PN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툴바 버튼도 제공한다(트리 뷰 창의 오른쪽 위에 있는 각 툴바 버튼에 마

우스 커서를 대 보면 해당 버튼의 기능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나온다). 또한, 선택된 노드의 뷰가 그

려지는 성능 정보를 보기 위해 계층 구조 뷰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는 루트 뷰(여기서는 

ConstraintLayout)로 동작하는 노드를 선택한 후 그림 20-20에 화살표로 표시된 툴바 버튼을 클

릭하면 된다.

그림 20 - 20

그러면 각 유형별(측정치, 레이아웃, 그리기) 성능을 나타내는 점들이 해당 노드에 나타난다(그림 

20-21). 여기서 빨간색 점은 액티비티의 다른 뷰에 비해 그 뷰의 성능이 느리다는 것을 나타낸다.

많은 수의 자식 뷰들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 뷰의 성능은 빨간색 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냐

하면 각 자식 뷰들이 모두 그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컨테이너 

뷰가 성능상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림 2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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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요약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레이아웃 편집기는 안드로이드 7(누가)에 추가된 ConstraintLayout 클

래스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레이아웃 편집기를 사용해서 ConstraintLayout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약 연결

을 생성하는 것이다. 또한, 레이아웃 검사기와 안드로이드 장치 모니터의 계층 구조 뷰어를 사

용하는 방법도 살펴보았다. 이런 도구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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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설명한 다중 창 지원 개요에 이어서 이번 장에서는 다중 창 지원을 구현하는 안드

로이드 앱을 만들 것이다. 이번 장에서 생성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개의 액티비티를 분할 

화면 모드와 자유형식 모드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56.1 다중 창 프로젝트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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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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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name 필드에 MultiWindow를 입력하고, Company Domain 필드에는 ebookfrenzy.

com을 입력한다. 안드로이드 장치 선택 화면에서는 폰과 태블릿(Phone and Tablet)만 선택하고, 

최소 SDK 버전은 API 24: Android 7.0 (Nougat)으로 선택한다. 액티비티 선택 화면에서는 Empty 

Activity를 선택한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상자에서 Activity Name에 FirstActivity를 입력하고 자

동으로 설정된 나머지 필드 값은 그대로 둔다. Finish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56.2 FirstActivity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기

여기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Button과 TextView로 구성한다. 레이아웃 편집기에 열려 

있는 레이아웃 파일인 activity_first.xml의 탭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디자인 모드로 변경한다.  

그리고 Hello World!를 보여주는 TextView를 삭제하자.

다중 창  

예제 프로젝트

C H A P T E R

56

585



자동 연결(Autoconnect)이 활성화된 상태에서(18장 참조) 팔레트의 Text 부류에 있는 TextView를 

마우스로 끌어서 레이아웃의 중앙에 놓고 ID를 myTextView로 변경한다. 또한 Widgets 부류

에 있는 Button을 끌어서 TextView 밑에 놓자. 그리고 레이아웃 편집기의 제약	추론 버튼(  )

을 클릭한다(18장 참조). 이렇게 하면 Button의 제약 연결이 자동으로 추가된다. Button이 선택

된 상태에서 속성 창의 text 속성을 ‘Launch’로 변경하고 이 값을 문자열 리소스로 추출한다. 

또한, onClick 속성을 찾아 속성값으로 launchIntent를 입력한다. 이것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될 메서드다. 완성된 레이아웃은 그림 56-1과 같다.

그림 56 - 1

56.3 두 번째 액티비티 추가하기

두 번째 액티비티는 사용자가 첫 번째 액티비티의 버튼을 클릭(터치)하면 시작되게 할 것이다. 

프로젝트 도구창의 app  java 밑에 있는 com.ebookfrenzy.multiwindow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후 New  Activity  Empty	Activity를 선택한다.

그리고 액티비티 구성 대화상자에서 Activity Name을 SecondActivity로 변경하고 Layout 

Name은 activity_second로 변경한다. 이 액티비티는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바로 실행 

되는 것이 아니므로 Launcher Activity를 체크하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고 

Finish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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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편집기에 열려 있는 레이아웃 파일인 activity_second.xml의 탭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디자인 모드로 변경한다. 그리고 팔레트의 TextView를 마우스로 끌어서 레이아웃의 중

앙에 놓고 속성 창의 text 속성을 ‘Second Activity’로 변경하고 layout_width 속성을 wrap_

content로 변경한다. 완성된 레이아웃은 그림 56-2와 같다.

그림 56 - 2

56.4 두 번째 액티비티 시작시키기

그다음에는 FirstActivity 클래스에 launchIntent(	) 메서드를 구현하는 코드를 추가하자. 편집기

의 FirstActivity.java를 선택한 후 다음 코드를 추가한다.

package com.ebookfrenzy.multiwindow;

import android.content.Intent;
import android.support.v7.app.AppCompatActivity;
import android.os.Bundle;
import android.view.View;

public class FirstActivity extends AppCompatActivity {

    @Override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activity_fir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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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id launchIntent(View view) {
        Intent i = new Intent(this, SecondActivity.class);
        startActivity(i);
    }
}

안드로이드 7(Nougat)이 실행 중인 실제 장치나 에뮬레이터에서 앱을 실행한 후 Launch 버튼

을 클릭하여 두 번째 액티비티가 시작되는지 확인해보자. 

56.5 다중 창 모드 활성화하기

또한, 앱의 다중 창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다음과 같이 AndroidManifest.xml 파일을 변경한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프로젝트 도구 창의 app  manifests 밑에 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manifes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package="com.ebookfrenzy.multiwindow">

    <application
        android:allowBackup="true"
        android:icon="@mipmap/ic_launcher"
        android:label="@string/app_name"
        android:roundIcon="@mipmap/ic_launcher_round"
        android:supportsRtl="true"
        android:theme="@style/AppTheme">
        <activity 
            android:name=".FirstActivity"
            android:resizeableActivity="true">
            <intent-filter>
                <action android:name="android.intent.action.MAIN" />

                <category android:name="android.intent.category.LAUNCHER" />
            </intent-filter>
        </activity>
        <activity android:name=".SecondActivity"></activity>
    </application>

</manifest>

이 책을 저술하는 시점에는 다중 창 지원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

본 설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매니페스트에 다중 창 지원 활성화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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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다중 창 지원 테스트하기

우선, 안드로이드 7.0 이상 버전이 실행되는 에뮬레이터를 시

작시키자(5장 참조). 여기서는 Nexus 5X 에뮬레이터를 사용한

다(55장의 55.2절에서 설명한 대로 자유형식 모드를 활성화시켜야 한

다). 앱을 다시 실행시켜서 전체 화면 모드로 나타난 상태에

서 오버뷰 버튼을 길게 눌러 분할 화면 모드로 전환하면 그림 

56-3과 같이 MultiWindow 앱과 오버뷰 화면이 서로 다른 창

으로 나타난다. 

Launch 버튼을 클릭하면 첫 번째 액티비티와 같은 창에 두 

번째 액티비티가 나타난다. 그리고 두 개의 직사각형이 포개

진 모양의 오버뷰 버튼을 다시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된다. Back 버튼을 눌러서 다시 첫 번째 액티비티가 나

타나게 한다.

이번에는 자유형식 모드로 MultiWindow 앱을 실행해보자. 

단, 이때는 자유형식 모드를 지원하는 장치나 에뮬레이터에

서 앱을 실행해야 한다. 우선, 전체 화면 모드에서 오버뷰 버

튼을 짧게 눌러서 오버뷰 화면이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MultiWindow 앱의 제목에 나타난 자유형식	모드 버튼(그림 

56-4에 원으로 표시됨)을 클릭한다.

그러면 MultiWindow 앱이 자유형식 모드의 창으로 나타난

다(그림 56-5). 

그다음에 Launch 버튼을 클릭하면 첫 번째 액티비티가 두 번

째 액티비티로 교체되어 같은 창에 나타난다.

따라서 두 번째 액티비티를 다른 창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와 

관련된 플래그를 설정한 인텐트로 시작시켜야 한다.

그림 56 - 3

그림 56 - 4

그림 56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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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두 번째 액티비티를 다른 창에서 시작시키기

첫 번째 액티비티가 두 번째 액티비티로 교체되지 않고 다른 창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두 번째 

액티비티를 다른 태스크 스택에서 시작시켜야 한다. FirstActivity.java의 launchIntent(	) 메서드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public void launchIntent(View view) {
    Intent i = new Intent(this, SecondActivity.class);

    i.addFlags(Intent.FLAG_ACTIVITY_LAUNCH_ADJACENT|
            Intent.FLAG_ACTIVITY_MULTIPLE_TASK|
            Intent.FLAG_ACTIVITY_NEW_TASK);
    
    startActivity(i);
}

변경이 끝났으면 앱을 다시 실행시키자. 그리고 오버뷰 버튼을 길게 눌러 분할 화면 모드로 전

환한 후 Launch 버튼을 눌러 두 번째 액티비티를 시작시킨다. 이제는 두 번째 액티비티가 첫 

번째 액티비티와 인접한 다른 창에 나타날 것이다(그림 56-6). 

그림 5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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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6의 상태에서 오버뷰 버튼을 길게 누르면 MultiWindow 앱이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

된다. 그리고 오버뷰 버튼을 짧게 누르면 오버뷰 화면이 나타난다. 거기에서 MultiWindow 앱

의 두 번째 액티비티를 닫은 후 첫 번째 액티비티의 자유형식	모드 버튼(그림 56-4)을 클릭하여 

자유형식 모드로 전환한다. 그다음에 Launch 버튼을 클릭하여 두 번째 액티비티를 실행시키

면 첫 번째 액티비티와 다른 창에 두 번째 액티비티가 나타난다(그림 56-7). 

그림 56 - 7

56.8 자유형식 창의 위치와 크기 변경하기

두 번째 액티비티가 자유형식 모드의 별개 창으로 시작될 때는 기본적으로 화면 중앙에 나타

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하면 창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는 화면의 제일 왼

쪽 위에 창이 나타나면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픽셀 크기를 갖도록 지정한다. 다음과 같이 

lauchIntent(	) 메서드를 변경하자.

package com.ebookfrenzy.multiwindow;

import android.app.ActivityOptions;
import android.content.Intent;
import android.graphics.Rect;
import android.support.v7.app.AppCompat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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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android.os.Bundle;
import android.view.View;

import static com.ebookfrenzy.multiwindow.R.id.myTextView;

public class FirstActivity extends AppCompat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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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id launchIntent(View view) {
        Intent i = new Intent(this, SecondActivity.class);

        i.addFlags(Intent.FLAG_ACTIVITY_LAUNCH_ADJACENT|
                Intent.FLAG_ACTIVITY_MULTIPLE_TASK|
                Intent.FLAG_ACTIVITY_NEW_TASK);

        Rect rect = new Rect(0, 0, 100, 100);

        ActivityOptions options = ActivityOptions.makeBasic();
        ActivityOptions bounds = options.setLaunchBounds(rect);

        startActivity(i, bounds.toBundle());

    }

마지막으로, 앱을 다시 실행하고 자유형식 모드로 전환한 후 두 번째 액티비티를 시작시키자. 그

리고 두 번째 액티비티 창이 앞에서 지정한 위치 및 크기로 나타나는지 확인해보자.

56.9 요약

이번 장에서는 예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안드로이드 앱의 다중 창 지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중 창 지원의 활성화, 새로운 태스크 스택으로 액티비티 시작시

키기, 자유형식 모드에서 창의 크기와 위치를 구성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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