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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 진심의 표현입니다. 본문과 예제 코드 모두 

심사숙고해서 작성하고 테스트하였으며, 세심한 검토를 통해 이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2017 구글 I/O에서 발표되면서 이제는 코틀린이 안드로이드 공식 개발 언어가 되었습니다. 

발표 전부터 코틀린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

으로는 더 많은 개발자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코틀린은 자바처럼 JVM의 바이트 코드로 실행되고 자바와 100% 호환되므로 뿌리부터 완전

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자의 편의성, 간결하고 효율적인 코드 작

성,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새로운 프로그래

밍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코틀린에는 언어의 구성 요소와 문법을 비롯해 여러 새로운 기능

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지만, 코틀린을 처음 접했을 때 제대로 사용

하려면 ‘알아야 할 게 많은 언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틀린에 관한 자료나 정

보는 인터넷이나 일부 도서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연관이 있는 각 주제가 따로 

설명되어 있거나 요약된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더군요. 따라서 코틀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구성 요소와 기능들은 무엇

이 있으며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알기 쉽게 내용을 보강할 필요

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모든 것을 각 상황에 맞는 코드로 구현해 보니 훨

씬 이해하기 쉽더군요.

머리말 xi

머 리 말



그런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 & 프로그래밍》(제이펍) 책의 부록으로 PDF 파일을 공개

하여 코틀린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이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지금의 책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음, 코틀린에 관한 자료나 정보는 여기저기 많은데, 핵심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는 없을

까?’라는 발상으로 시작해서 ‘코틀린부터 제대로 배우자!’는 취지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

니다. 코틀린은 알아야 할 게 많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자바를 알면 코틀린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코틀린은 JVM의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되어 실행되고 자바와 100% 호환되므로 더 쉽게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프로그래

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코틀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틀린은 조금만 알고도 안드로이드 앱을 바로 개발할 수 있다?’ 너무 성급합니다. 코틀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책은 코틀린의 핵심을 전체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내용이 구성되었습니

다. 그리고 각 주제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예제 코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으며, 가급적 알

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코드로 인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

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왜 이렇게 해야지?’라는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심층적인 내용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많은 도움을 주신 제이펍 출판사 장성두 사장님께 감

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성이 깃든 편집을 해 주신 이민숙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알파리딩에 참여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김석용, 박민석, 박수빈, 이석곤, 이선호, 한성민 

님에게 감사드리며, 베타리딩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한, 강전희, 김기연, 김종욱, 

김진영, 송재욱 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더욱 좋은 책으로 거

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일만 몰두하는 아빠에게 불평 없이 격려해 준 아내와 아

들과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심재철 드림

머리말xii



저자 소개

심재철(jcspro@hanafos.com)

현재 프리랜서로, 데이터베이스/모바일 시스템 컨설팅과 강의를 한다. 또한, 20여 년 이상을 

데이터베이스 및 객체지향 시스템 설계 및 개발 프로젝트, 건설/금융 분야 애플리케이션 개

발 등에 참여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실무에 활용하

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대표 번역서로는 《핵심만 골라 배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 

& 프로그래밍》, 《실무에 적용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제2판)》, 《Learn Android Studio》, 

《SQLite 마스터북(제2판) 》, 《프로 오브젝티브-C 디자인 패턴》, 《세븐 데이터베이스: 만들면서 

파악하는 NoSQL》, 《UML 사용자 지침서》, 《Thinking in JAVA 4/e》, 《이펙티브 자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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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틀린(Kotlin)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젯브레인(JetBrains)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2011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16년에 1.0 정식 버전이 발표된 후 현재도 계속 진화 중이며, 

구글 I/O 2017에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공식 개발 언어로 발표되었다. 

코틀린으로 작성된 소스 코드는 코틀린 컴파일러에 의해 JVM에서 실행되는 바이트 코드로 

생성되므로 자바와 100% 호환된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의 JVM에서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서버에서 실행되는 Http 서

블릿,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코틀린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틀린은 새

로운 언어답게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

점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코드의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코틀린 언어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호 연관된 주제를 

분류한 후, 알기 쉽고 자세한 설명과 알찬 코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코틀린을 제대로 배우

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자바를 비롯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코틀린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에서는 코틀린의 개요와 특징 및 아키텍처를 배운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

틀린의 출현과 어떤 새로운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있다.

■ 2장에서는 코틀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방법을 

알아본다.

이 책에 대하여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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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에서는 명령행과 IDE(이클립스, IntelliJ IDEA, Visual Studio Code)에서 코틀린 JVM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 4장에서는 코틀린 언어의 기본 구성 요소와 문법을 예제 코드와 더불어 배운다. 코틀

린 프로그램 구조, 변수와 기본 타입, 배열, 타입 추론, 연산자와 연산자 오버로딩, 코

드 실행 제어다. 이 내용들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므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 5장에서는 코틀린 특유의 null 처리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코틀린에서는 런타임 시에 

null 값으로 인한 예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null 값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타입과 연

산자를 갖고 있다. 따라서 null에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 6장에서는 함수를 선언하고 호출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가변 인자를 사용하는 방

법, 최상위 수준 함수와 속성, 멤버 함수, 지역 함수, 제네릭 함수, 확장 함수, 중위 함

수, 재귀 함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 7장에서는 코틀린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핵심 내용과 사용법을 배운다. 클

래스의 선언과 생성자, 멤버 속성과 함수 및 오버라이딩,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object 키워드로 생성되는 객체, 중첩 클래스와 내부 클래스, 데이터 클래스, 클래스 

위임, enum 클래스, sealed 클래스다. 이 모든 내용은 코틀린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

션을 개발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므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8장에서는 람다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운다. 또한, 람다

식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처리되는 익명 함수도 살펴본다. 그리고 람다식이나 익명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때 지정하는 함수 타입의 표기 방법과 의미도 알

아본다. 또한, 고차 함수에서 람다식이나 익명 함수를 인자로 받아 실행시키는 방법도 

배운다.

■ 9장에서는 코틀린의 예외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주

요 예외 클래스와 그것들 간의 상속 구조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의 예외를 정의하

고 사용하는 방법도 배운다.

■ 10장에서는 코틀린의 컬렉션에 관해서 여러 중요한 내용을 배운다. 컬렉션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컬렉션 인터페이스와 구현 클래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코틀린 특유의 읽기 전용 컬렉션과 변경 가능한 컬렉션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도 배운다. 더불어 컬렉션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함수의 사용법, Iterable 인

터페이스, IndexedValue 클래스, 시퀀스와 스트림의 사용법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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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에서는 코틀린에서 지원하는 제네릭의 중요한 내용을 배운다. 객체의 타입, 제네

릭 타입 매개변수를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및 함수에 사용하는 방법, 타입 매개변수를 

특정 타입으로 제한하는 방법, 타입 매개변수의 실체화, 제네릭 타입 매개변수의 서브 

타입 관계를 설정하는 변형이다.

소스 코드 다운로드하기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소스 코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github.com/Jpub/KotlinProgramming

각 소스 코드는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으며, 파일 이름에는 각 장 번호와 리스트 번호가 포함

된다(3장의 hello.kt만 예외다). 예를 들어, 4장의 리스트 4-1에 있는 소스 코드는 L04-1.kt 파일

에 있다. 따라서 실습에 사용하는 IDE나 코드 편집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 그러나 가급적 독자 여러분이 직접 작성할 것을 권한다. 코드를 입력하다 보면 자

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예제 코드 표기

이 책에는 코틀린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제 코

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의 서체를 사용하였으며, 독자가 직접 

입력하여 실습하는 코드는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예제 코드를 참조하여 

설명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당 코드의 제일 끝에 주석으로 번호를 추가하여 관련 코드를 바

로 참조하기 쉽게 하였다. 

val countFriend = fr.count {it.age >= 33}    // #12

이 방법 대신 모든 코드 앞에 줄 번호를 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코드를 볼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긴 코드의 경우에는 줄 번호를 사용해서 코드를 참조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주석을 사용했으니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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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단축키 표기

본문에 나오는 모든 키워드도 다른 서체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그리고 두 개 이

상의 키보드 키로 단축키를 누를 때는 + 기호로 표시하였다(예를 들어, Ctrl 키와 P 키를 같이 

누를 때는 Ctr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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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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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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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리더 후기xviii

김석용(Google Developer Group Korea)

자바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았던 개발자라면 쉽게 코틀린에 다가갈 수 있고 응용까지 이어

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제 막 코틀린에 관심이 생겼거나 도입을 망설이고 계시는 개발자

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박민석(휴마트컴퍼니)

이번 알파리딩은 안드로이드 분야의 신입 개발자로서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만의 방식

으로 기여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되돌아보니 더 많은 

배움을 받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알았던 개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어 여러모로 적잖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현은 할 수 있지만 개념은 잘 모르는 

개발자들이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한 책인 것 같습니다.

박수빈(NSHC)

코틀린을 안드로이드 관점에서 접근하고 활용하는 책들은 시중에 나왔지만, 코틀린 언어 자

체를 다루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책은 이 책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책만 잘 따라 

하면 문법만 코틀린으로 변환한 자바스러운 개발이 아닌, 코틀린다운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한 권의 책이 나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석곤(엔컴)

알파리딩 도중에 다른 코틀린 책 여러 종이 출판되었는데, 코틀린 기본 문법에 가장 충실하

게 집필된 책은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자바 언어와 100% 호환되며 학습곡선 또한 낮아 쉽게 

모던 객체지향 언어를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알파리더는 편집하기 전의 저자 원고를 검토하여 의견을 주신 분들입니다.

알파리더 후기



구본한(야놀자)

레퍼런스 형식의 편집이 아닌 ‘line by line’으로 설명하는 편집이 신선하고 깊이가 있었으며, 

저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많은 팁이 제공되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에 너무 많은 내용

을 서술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설명을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을 받다가도 문맥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 자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강전희(CJ E&M)

안드로이드 앱 개발용이 아닌 코틀린 언어 자체를 접하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다른 언어(특히 

자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라면 코틀린의 문법을 제대로, 그리고 이른 시일 안에 학습

할 수 있을 겁니다.

김기연(서울대학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부터 코틀린을 공식 언어로 사용하겠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들었으나, 

코틀린이란 언어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비로소 코틀린이

란 언어에 대한 치트 시트가 생긴 기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라면 코틀린을 시작하는 개발자

들이 코틀린을 더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코틀린 문법에 대한 핵심을 짚

어주는 설명은 좋았으나, 간단한 프로젝트 예제를 제공해 실제로 구현해 보게끔 했더라면 하

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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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프리랜서)

이 책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코틀린을 다룬 책입니다. 코틀린의 특징을 간단한 예제와 함

께 깔끔하게 잘 정리했고, 코틀린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심화 기능 등도 다루고 있습니

다. 하지만 자바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접근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충실히 한 후 이 책을 공부한다면 훨씬 향상된 학습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영(프린랜서)

이전에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코틀린을 알게 된 것이 이번 베

타리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틀린이 자바와 같이 JVM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인지 상당

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책을 읽을 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

교하는 과정에서 자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좋

았습니다.

송재욱(카카오)

구글이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간 코틀린에 호기심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왜 코틀린인가?'에 대

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 호기심과 의구심을 걷어 내기 위해서는 코틀린을 제대로 알아

봐야겠죠. 이 책은 코틀린의 언어적/문법적 특성을 깨우치도록 예제와 설명을 아끼지 않습니

다. 더불어 자바와의 차이점을 중간중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코틀린이 안드

로이드에 종속된 언어라기보다 그 자체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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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P T E R

1
구글 I/O 2017에서 코틀린(Kotlin)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공식 개발 언어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자바와 코틀린을 같이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다. 코틀린

으로 작성된 소스 코드는 코틀린 컴파일러에 의해 JVM(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는 자바 바

이트 코드(.class 파일)로 생성되므로 자바와 100% 호환된다. 즉, 이상적으로는 자바 애플리케

이션이 실행 가능한 환경이라면 코틀린 애플리케이션도 실행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

어 코틀린은 새로운 언어답게 여러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이나 중

요 개념들이 자바와 유사하므로 기존 자바 개발자는 코틀린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이번 장에

서는 코틀린 언어의 개요와 특징을 알아본다.

1.1 코틀린 언어 개요

코틀린은 OSS(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젯브레인(JetBrains)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2011

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16년에 1.0 정식 버전이 발표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진화 중이다. 

이미 얘기했듯이, 코틀린 애플리케이션은 JVM에서 실행되므로 다음 네 가지 형태의 애플리

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컴퓨터 운영체제의 JVM에서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네이티브(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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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서버에서 실행되는 Http 서블릿,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는 JVM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네이티브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화 중이다.)

1.2 코틀린의 특징

코틀린은 기존 자바 언어에 비해 많은 장점과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요 특징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JVM에서 실행되므로 자바와 완전히 호환되며,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

• 자바처럼 정적 타입(static type)의 언어다. 즉, 모든 표현식의 타입을 컴파일 시점에서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수나 객체를 컴파일러가 미

리 검증할 수 있으므로 실행 시점의 오류 발생을 사전에 막아준다. 그리고 타입 추론

(type inference) 기능이 있어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때 변수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처리해 준다. 예를 들어, val a = 100과 같이 변수를 선언하면 컴파일

러가 a 변수를 정수 타입(코틀린에서는 Int로 나타냄)으로 처리한다. 초기화 값이 정수인 

100이기 때문이다.

• 자바와 동일하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클래스로부터 상

속받지 않고도 해당 클래스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extension) 함수와 확장 속

성을 사용할 수 있다.

•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클래스와는 별도로 함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으

며, 다양한 형태의 함수와 람다식(Lambda expression)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역 함수

(함수 내부에 다른 함수를 선언하고 사용), 멤버 함수(클래스 내부에 함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며 

자바의 메서드와 같은 개념), 제네릭 함수(함수에 제네릭 타입 사용),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

아 실행시킬 수 있는 고차(higher-order) 함수,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 성능 향상을 위

한 인라인(inline) 함수, 재귀 호출을 최적화하는 꼬리형 재귀(tail recursive) 함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추가하는 확장 함수 등이다(람다식은 8장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 문법과 코드가 간결하여 작성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예를 들어, 클래스의 게터(getter)

와 세터(setter)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명령문이나 표현식을 간단한 형태로 작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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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각 명령문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주석(comment)

은 한 줄 주석(//로 시작)과 여러 줄 주석(/*...*/)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 코틀린은 자바와 달리 Null 값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NPE(NullPointerException)가 

생기지 않도록 언어 자체에서 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Null 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변수는 변수 타입 끝에 물음표(?)를 붙여 간단하게 Null 가능(nullable) 타입임을 알려

줄 수 있으며, 해당 변수를 사용할 때 Null 값을 검증하지 않은 경우는 컴파일 에러로 

처리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산자를 지원한다. 이런 

구조는 자바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동작한다.

• OSS이므로 코틀린(컴파일러, 라이브러리, 각종 도구를 포함)을 Apache License 2.0에 따

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코틀린 플러그인을 추가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에 유용한 OSS IDE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IDE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ntelliJ IDEA, 이클립스(Eclipse) 등이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경우는 3.0 

버전부터 코틀린 플러그인을 포함하며,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 자바 코드를 코틀린 코드로 자동 변환해 주는 변환기를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IDE에

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자바 코드를 코틀린 코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또한, 자바 코드와 코틀린 코드를 같이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다.

1.3 코틀린 아키텍처

코틀린은 여러 장점을 갖는 새로운 언어다. 코틀린의 아키텍처를 보면 그림 1-1과 같다.

새로운 언어 구성 요소/문법/기능

컴파일러와 유틸리티

JDK 표준 라이브러리

코
틀
린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

새로운 타입과 함수 확장 함수

안드로이드

서버사이드 서블릿

자바스크립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API

안드로이드 확장 Anko 라이브러리

Spring, Vert.x, Ktor 등 지원

코드 변환

Dom, WebGL, node.js 지원

해당 운영체제의 독립 실행 API

그림 1-1  코틀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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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틀린에는 새로운 언어 구성 요소(연산자, 키워드 등)와 문법(표현식이나 명령문의 형식 등) 

및 기능(각종 함수와 람다식 등)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작성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 파일로 생성해 주는 컴파일러와 각종 유틸리티들이 있다.

코틀린은 JDK로 제공되는 표준 라이브러리와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를 같이 사용한다. 코

틀린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새로운 타입(클래스와 인터페이스)과 함수가 추가되었으며, JDK 표

준 라이브러리의 기존 타입(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확장 함수도 포함되

어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코틀린을 사용하여 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때 각 프

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한다. 

1.4 요약

이번 장에서는 코틀린 언어의 개요와 특징 및 아키텍처를 알아보았다. 코틀린의 새로운 언어 

구성 요소와 문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직접 코

드를 작성해 보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코틀린으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코틀린 컴파일러와 IDE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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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DK 설치하기

코틀린 애플리케이션은 JVM에서 실행되므로 JDK(Java Development Ki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JDK 6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능(예를 들어, 람다식)을 사용하려면 

JDK 8 이상의 버전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최신 버

전의 JDK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2.2 코틀린 컴파일러 설치하기”로 건너뛰기 바란다.

2.1.1 윈도우에서 설치하기

https://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에 접속한 후 왼쪽의 Java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난다. 

코틀린 개발 환경 
구축하기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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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 License Agreement”를 선택한 후 각자 컴퓨터 OS에 적합한 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

드된다. 예를 들어,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windows-x64_bin.exe(64비트)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

로드한 후 실행시켜서 설치한다(특별히 선택할 옵션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Change... 버튼을 눌러 설

치 디렉터리만 변경하면 된다).

설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Path와 JAVA_HOME 두 개의 환경 변수를 지정한다. 윈도

우 7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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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스템 창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 클릭  고급 탭 선택  환경 변수 버튼을 누른다.

3. 환경 변수 대화상자에서 시스템 변수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른다. 변수 이름은 

JAVA_HOME으로 입력하고(모두 대문자임에 유의), 변숫값은 JDK가 설치된 디렉터리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예를 들어, JDK가 C:\Java\jdk-9.0.4에 설치되었다면 다음을 입력한다.

C:\Java\jdk-9.0.4 

 만일 JAVA_HOME 변수가 이미 있다면 편집 버튼을 누르고 변숫값만 변경한다.

4. 그런 후에 시스템 변수의 Path 변수를 찾고 편집 버튼을 누른 후 문자열의 맨 끝에 다

음을 추가한다.

;%JAVA_HOME%\bin 

 이때 문자열의 맨 끝에 세미콜론(;)이 없다면 이처럼 제일 앞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한다.

5. 각 대화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속성 창을 닫는다.

윈도우 8.1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를 지정한다.

1. 시작 화면에서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후, 메뉴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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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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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7에서 설명한 2번부터 5번까지를 똑같이 수행한다.

CHAPTER 2  코틀린 개발 환경 구축하기6



윈도우 10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를 지정한다.

1. 바탕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의 설정을 선택한다. 

2. 시스템 버튼을 클릭하고 왼쪽 제일 밑의 정보를 클릭한다. 

3. 앞의 윈도우 7에서 설명한 2번부터 5번까지를 똑같이 수행한다. 

환경 변수 설정이 끝났으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해 보자.

java -version

제대로 되었다면 자바 버전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타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앞의 

환경 변수 설정을 다시 확인하자.

2.1.2 맥 OS에서 설치하기

맥 OS 최신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자바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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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 -version

혹시 이전에 자바를 설치한 적이 있다면 자바 버전을 보여주는 내용이 터미널 창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자바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오라클 자바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More Info 

버튼이 있는 대화상자와 함께 다음 메시지가 나타난다.

No Java runtime present, requesting install

앞에서 얘기한 오라클 자바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맥 OS용 JDK를 다운로드하자. 그리고 다

운로드된 디스크 이미지(.dmg 파일)를 열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자바 패키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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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자바 버전 정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자.

java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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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코틀린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코드를 작성하

면서 새로운 요소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2장에서 설치한 IDE를 사용해

서 코틀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명령행에서 직접 컴파일

하고 실행한 후 JVM 바이트 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알아본다.

3.1 명령행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성과 실행하기

3.1.1 처음 만나는 코틀린

IDE를 사용하기에 앞서 우선 각자 사용하는 텍스트 편집기로 다음의 코틀린 소스 코드를 작성

한 후 hello.kt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한다. (코틀린 소스 코드 파일의 확장자는 .kt로 해야 한다.)

fun main(args: Array<String>) {
    printHello(1)
}
fun printHello(msgType: Int) {
    when (msgType) {
        1, 2 -> println("안녕하세요?")
        else -> println("메시지 번호 오류")
    }
}

“안녕하세요?” 
코틀린

C H A P T E 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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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와 마찬가지로 코틀린에서도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main( ) 함수부터 시작한다. 그리

고 함수는 fun 키워드로 선언한다. 여기서는 printHello( ) 함수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이 함

수는 정수 타입(Int)의 인자를 하나 받는다. 그리고 그 인자의 값이 1이나 2일 때는 “안녕하세

요?”를 출력하고, 그 외에는 “메시지 번호 오류”를 출력한다(when 키워드는 4장에서 자세하게 알

아본다).

작성이 다 되었으면 명령행에서 다음과 같이 컴파일을 한다.

kotlinc hello.kt -include-runtime -d hello.jar

여기서 -include-runtime 옵션은 코틀린의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시

키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해야만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다른 코드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파일을 생성하거나, 또는 별도로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때는(그림 3-1의 #2 참조) -include-runtime을 지정하지 않으면 된다.

-d 다음에는 클래스 파일을 생성할 디렉터리 위치나 jar 파일을 지정한다. 여기서는 jar 파일

로 생성하며, 이 파일에는 우리의 클래스 파일과 코틀린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모두 포함된다. 

참고로, 코틀린 컴파일러의 옵션은 kotlinc -help를 실행하면 모두 볼 수 있다.

컴파일이 에러 없이 수행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실행할 수 있다(2장에서 설명한 대로 JDK가 제

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java -jar hello.jar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컴파일의 결과로 생성된 hello.jar 파일의 내용을 압축 프로그램(알집이나 반디집 등)으로 보면 

HelloKt.class 파일이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코틀린 컴파일러는 이처럼 소스 파일 이름

의 첫 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그 뒤에 Kt(K는 대문자)를 붙인 .class 파일(JVM의 바이트 코드 파

일)을 생성한다. 다음과 같이 javap를 실행해 보자.

javap -cp hello.jar Hell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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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결과가 출력될 것이다.

Compiled from "hello.kt"
public final class HelloKt {
    public static final void main(java.lang.String[]);
    public static final void printHello(int);
}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코틀린 컴파일러는 .kt 파일을 하나의 .class 파일로 생성한다

(하나의 .kt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정의된 경우는 각 클래스가 별도의 .class 파일로 생성된다). 또

한, 각 함수는 기본적으로 JVM의 public static final, 즉 어디서든 호출 가능하고(public), 클

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으며(static), 상속받는 서브 클

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할 수 없는(final) 형태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래스도 기본적

으로 서브 클래스로 상속할 수 없게 되어 있다(상속 가능하게 하려면 final 대신 open을 지정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7장에서 알아본다). 

3.1.2 코틀린 애플리케이션 빌드 절차

JVM으로 실행되는 코틀린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절차는 그림 3-1과 같다.

*.jar 실행
JVM
(java)

*.kt *.class코틀린  
컴파일러

*.java *.class자바  
컴파일러

JDK 표준 라이브러리

runtime

#2
#1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

그림 3-1  코틀린 애플리케이션 빌드 절차 

코틀린은 JDK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코틀린에서 

새로 추가한 타입(클래스와 인터페이스)과 확장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코틀린 런타임 라이브

러리는 표준 라이브러리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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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의 #1은 -include-runtime 옵션을 지정하여 코틀린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우리 애플

리케이션에 포함되는 경우다. 이와는 달리, #2처럼 컴파일 시에 -include-runtime 옵션을 지

정하지 않고 별도로 코틀린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배포하여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이때는 java 

-cp 옵션을 지정하여 코틀린 런타임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라이브러리는 코틀린 컴파

일러가 설치된 디렉터리 밑의 lib 서브 디렉터리에 있으며, 파일 이름은 kotlin-runtime.jar이다).

코틀린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크기가 작으므로(900K바이트 정도), #1의 경우처럼 컴파일 시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코틀린은 자바와 100% 호환되므로 자바 코드를 같이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코틀린을 사용해서 작성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class 파일이 .dex(달빅 JVM 바이트 코

드) 파일로 변환되어 안드로이드 런타임(ART)으로 실행되며, 서버 측 웹 애플리케이션(Http 서블릿)의 

경우는 .jar 대신 .war 파일이 생성되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의해 실행된다.

3.1.3 코틀린 REPL 사용하기

코틀린 컴파일러는 쉘(shell) 형태의 대화식 모드로 실행할 수도 있다. 이때는 인자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kotlinc를 실행하거나 또는 kotlinc-jvm을 실행하면 >>> 프롬프트가 나타난다. 이

것을 코틀린 REPL(Read-Eval-Print Loop)이라고 한다. REPL은 사용자로부터 명령어와 표현식 

등을 입력받아서 바로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출력해서 보여주는 대화식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

래밍 환경을 의미한다.

Welcome to Kotlin version 1.2.21 (JRE 9.0.4+11)
Type :help for help, :quit for quit
>>>

>>> 프롬프트 다음에 println(�Hello?�)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면 곧바로 Hello?가 출

력된다. 이것은 코틀린 명령어를 바로 실행해 볼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quit을 

입력하면 코틀린 REPL이 종료된다. (코틀린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서는 REPL에서 한글을 사용할 때 

이상하게 출력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 해결될 것이다.)

다음은 IDE를 사용해서 코틀린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본

다. 이 책의 예제 코드는 IntelliJ IDEA와 이클립스 및 Visual Studio Code 중 각자 원하는 것

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테스트하면 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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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클립스로 애플리케이션 작성과 실행하기

이클립스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우선, 이클립스를 실행한 후 그림 3-2처럼 

File  New  Kotlin Project를 선택한다.

그림 3-2  코틀린 프로젝트 메뉴 옵션

그리고 그림 3-3의 프로젝트 지정 대화상자에서 각자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여기

서는 HelloWorld)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3-3  코틀린 프로젝트 생성 대화상자

그러면 HelloWorld 폴더가 생성되고 왼쪽의 패키지 탐색기 창에 나타난다. 코틀린 프로젝트

가 생성되었으므로 다음은 코틀린 소스 코드 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그림 3-4처럼 패키지 탐

색기 창의 프로젝트 밑에 있는 src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New  Kotlin 

File을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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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코틀린 파일 메뉴 옵션

그림 3-5의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파일 이름에 Hello를 입력하고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소

스 폴더는 기본값을 그대로 둔다.

그림 3-5  코틀린 소스 코드 파일 생성 대화상자

그러면 Hello.kt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오른쪽의 편집기 창에 나타난다. 여러 개의 파일

을 같이 작업할 때는 탭을 클릭하여 원하는 파일을 바로 선택할 수 있으며, 탭을 마우스로 

끌어서 다른 탭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놓으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표시를 클릭하

면 해당 파일이 닫히며, 왼쪽의 탐색기 창에서 특정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편집

기 창에 열 수 있다.

그림 3-6과 같이 편집기 창에서 Hello.kt의 코드를 입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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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Hello.kt 소스 코드 입력하기

코드 작성이 끝났으므로 이제는 컴파일과 실행을 하면 된다. 화면 위의 Run  Run 메뉴를 클

릭하거나, 또는 그림 3-7처럼 Hello.kt의 편집기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후 Run 

As  Kotlin Application을 선택한다.

그림 3-7  코틀린 애플리케이션 실행 메뉴 옵션

“Save and Launch” 대화상자가 나오면 OK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그러면 컴파일과 실행이 

끝나고 그림 3-8처럼 콘솔 창에 “안녕하세요?”가 실행 결과로 출력될 것이다.

그림 3-8  콘솔 창의 출력 결과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소스 코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는 그림 3-4처럼 새로

운 코틀린 파일을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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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성 요소와 
문법

C H A P T E R

4
이번 장에서는 예제 코드와 더불어 코틀린 언어의 기본 구성 요소와 문법을 알아본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바를 알고 있

다면 더욱 좋다. 그리고 예제 코드의 작성과 테스트는 앞 장에서 알아본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 책에서는 IntelliJ IDEA를 사용할 것이다. 

4.1	코틀린	프로그램	구조
코틀린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선 간단한 예제 코드 작성부터 

시작해 보자. 

IntelliJ IDEA를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시작 화면에서 Create New Project를 선택하거나, 또

는 IntelliJ IDEA의 메인 메뉴에서 File  New  Project...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종류를 선

택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왼쪽 패널에서 Kotlin을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에서는 

Kotlin(JVM)을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정보 입력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프로젝트 이름에 KotlinApp을 입력하고 저장 위치는 각자 지정한 후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새로운 코틀린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왼쪽의 프로젝트 도구 창에 나타날 것이다. (이미 다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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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열고 작업 중일 때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이때 This Window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프로젝트

가 닫히고 새 프로젝트가 열리며, New Window를 클릭하면 다른 창으로 새 프로젝트가 열린다). 다음은 

코틀린 소스 코드 파일을 생성하면 된다. KotlinApp 프로젝트 밑의 src 폴더에서 오른쪽 마

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New  Kotlin File/Class를 선택한다. 그리고 대화상자에서 파일 이름

에 Hello를 입력하고(각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도 된다) OK 버튼을 클릭한다. 

자동으로 생성된 Hello.kt 파일이 중앙의 편집기 창에 열리면 main을 입력하고 Tab 키를 누

르자. main( ) 함수가 자동으로 생성될 것이다. 리스트 4-1의 코드를 추가하자.

리스트 4-1
fun main(args: Array<String>) {
    println(makeMessage1(1))
    println(makeMessage1(2))
    println(makeMessage2(1))
    println(makeMessage2(2))
}

fun makeMessage1(msgType: Int) : String {
    return if (msgType == 1) "안녕하세요?" else "또 만났군요!!"
}

fun makeMessage2(msgType: Int) = if (msgType == 1) "날씨 좋죠?" else "참 맑군요!!"

코드 작성이 끝났으면 main( ) 함수 왼쪽의 아이콘(  )을 클릭한 후 Run ‘HelloKt’를 선택하여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한다. 그러면 그림 4-1처럼 Run 도구 창에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

요!!”, “날씨 좋죠?”, “참 맑군요!!”가 차례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 4-1  실행 결과

앞의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자. 컴퓨터에서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코틀린 네이티브 애플리케이

션의 경우는 main( ) 함수부터 실행이 시작되며, 이 함수는 명령행에서 전달되는 인자를 배열

로 받을 수 있다(코틀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액티비티로 실행되므로 main( ) 함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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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틀린에서는 함수를 선언할 때 fun 키워드를 함수 이름 앞에 넣는다. 그리고 함수는 

소스 코드 파일의 어디든 바로 정의할 수 있다(함수의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설명한다). 또한, 

함수의 매개변수(인자)나 함수 내부의 지역 변수 타입은 이름 다음에 콜론(:)을 추가한 후 지

정하며, 함수의 반환값 타입은 함수 정의 문장 끝에 콜론을 추가한 후 지정한다. 여기서는 

makeMessage1( ) 함수의 반환값 타입이 String이다. 함수의 반환값이 없을 때 코틀린에서는 

Unit 타입으로 지정한다(자바의 void). 그러나 Unit 타입은 생략해도 되며, 이때는 함수 내부에

서 return 문도 생략할 수 있다.

“4.4.5 배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코틀린에서는 배열이 Array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Array<String>처럼 배열에 저장되는 요소의 타입을 제네릭 타입으로 나타낸다(여기서

는 <String>이며 11장에서 알아본다).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JDK 표준 라이브러리의 클래스와 메서드에 대한 래퍼

(wrapper)를 제공한다. 따라서 System.out.println( ) 대신 그냥 println( )을 사용하면 된다

(println( )은 인라인 함수이며(8장 참고), 내부에서 System.out.println( )을 호출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코틀린에서는 문장의 제일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단, 두 개 이상의 표현식

이 한 줄에 같이 있을 때는 세미콜론을 붙여야 한다. 그리고 함수의 실행 코드가 하나의 표현

식으로만 구성될 때는 몸체를 나타내는 중괄호({ })와 반환값 타입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대

입문 형태로 선언할 수 있다. 

fun makeMessage2(msgType: Int) = if (msgType == 1) "날씨 좋죠?" else "참 맑군요!!"

여기서는 if 문이 하나의 표현식으로 수행되고 그 결과는 String 타입이다. 따라서 우리가 반

환값의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코틀린 컴파일러가 추론(inference)해 준다. 그러나 함수의 실

행 코드가 여러 개의 표현식이나 명령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처럼 대입문(=)의 형태로 작성

할 수 없으며, makeMessage1( )처럼 전형적인 함수 선언 형태로 해야 한다.

또한, if 문은 다음과 같이 변수를 초기화하는 대입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코틀린에서는 if 

문을 표현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이 내용은 바로 다음의 “참고”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val greeting = if (msgType == 1) "날씨 좋죠?" else "참 맑군요!!"

(여기서 val은 초깃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나타내며 잠시 후에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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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에서는 msgType의 값이 1일 때 "날씨 좋죠?"가, 그렇지 않을 때는 "참 맑군요!!"가 

greeting 변수에 지정된다.

“4.4.4 문자열 리터럴”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코틀린에서는 변수 이름 앞에 $ 기호를 붙여

서 문자열 템플릿으로 만든 후 문자열 결합에 사용할 수 있다(또한, 자바처럼 +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로 앞의 greeting 변수 이름 앞에 $ 기호를 붙인 후에 println(�안녕하세

요? $greeting�)을 실행하면, greeting 변수의 문자열 값에 따라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또

는 "안녕하세요? 참 맑군요!!"가 출력된다.

표현식(expression)은 하나의 값을 산출하는 코드 또는 코드 블록({ }로 둘러싼)을 말하며, 대개는 하나 

이상의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 호출도 표현식이 될 수 있

으며, 다른 표현식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입문(=)의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다. 예

를 들어, a = b + 100이나 a = getValue()와 같은 대입문의 b + 100과 getValue()는 모두 표현식이

다. 여기까지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코틀린에서는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 if나 

when과 같은 실행 제어문도 명령문(statement)이 아닌 표현식으로 간주한다(단, for, while, do-while

은 명령문이다). 따라서 앞의 예와 같이 대입문(=)의 오른쪽에 if나 when을 사용할 수 있다(값을 갖지 않

고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문은 대입문에 나타날 수 없다).

4.2 패키지

패키지(package)는 네임스페이스(namespace)로 분류하여 코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클래스, 인터페이스, 함수, 속성들을 같은 패키지에 두

면 코드의 유지 및 관리가 쉽다.

4.2.1 패키지 지정하기

코틀린에서는 하나의 소스 코드(.kt) 파일에 하나 이상의 클래스, 인터페이스, 함수, 속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들을 최상위 수준의 클래스, 인터페이스, 함수, 속성이라고 하며,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 

패키지를 지정할 때는 소스 코드 파일의 맨 앞에 package 키워드를 선언하면 된다(자바와 동

일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package mypkg.classe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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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ypkg는 상위 패키지이고, classes 패키지는 mypkg의 하위 패키지다. 코틀린에서는 

패키지 구조를 컴퓨터 파일 시스템의 디렉터리 구조와 일치시킬 수 있으며(이 경우 자바와 동일

하게 mypkg 디렉터리 밑에 classes 서브 디렉터리가 생기고, 그 밑에 해당 소스 코드에 정의된 클래스 파

일이 위치한다), 또는 컴퓨터 파일 시스템의 디렉터리 구조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코틀린 코드와 자바 코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파일 시스템의 디렉터리 구

조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내부적으로 코틀린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기능별로 여러 패키지로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코틀린 전체에 근간이 되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속성, 함수 등은 kotlin 패키지에 있으며, 객

체를 저장하는 컬렉션에 관련된 클래스, 인터페이스, 속성, 함수 등은 kotlin.collections 패키

지에 있다(https://kotlinlang.org/api/latest/jvm/stdlib/ 참고).

4.2.2 다른 패키지의 코드 사용하기

다른 패키지에 있는 코드(클래스, 인터페이스, 속성, 함수)를 사용하려면 import 문을 사용해

서 그것들의 위치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import 문을 소스 코드(.kt) 파일의 

맨 앞에 지정한다(package 문도 있을 때는 그 바로 다음에 지정).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MyClass는 클래스이고, MyFunction은 함수다). 

import mypkg.util.MyClass
import mypkg.util.MyFunction

그리고 특정 패키지의 모든 코드를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다.

import mypkg.util.*

단,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의 모든 코드는 import를 지정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접근 제한자(access modifier)를 사용하면 클래스, 클래스 멤버, 최상위 수준의 변수와 

함수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이 내용은 7장의 “7.4 접근 제한자”에서 설명한다).

4.2.3 import 별칭 사용하기

서로 다른 패키지에 있는 같은 이름의 클래스, 인터페이스, 함수들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as 

키워드로 별칭(alias)을 지정하여 이름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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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mypkg.io.extractValue
import mypkg.util.extractValue as extractValueUtil
...
val value1 = extractValue()
...
val value2 = extractValueUtil()

여기서는 mypkg.util 패키지의 extractValue 함수의 별칭을 extractValueUtil로 지정했으므로 

이름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4.3 코틀린 변수

코틀린의 변수는 지역 변수(local variable)이며, 전역(global) 변수의 개념이 없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일단 초기화되면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불변 변수(immutable variable)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가변 변수(mutable variable)다. 불변 변수는 상수이며 val(value를 의미) 

키워드로 선언한다(자바의 final과 동일). 가변 변수는 var(variable을 의미)로 선언하며 일반적인 

변수다. 모든 변수는 코드에서 실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초기화되어야 하며, 선언된 

타입은 변경할 수 없다. 변수의 타입은 변수 이름 다음에 콜론(:)을 붙이고 지정한다. 변수를 

선언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val a: Int = 7
val b = 10;
val c: Int
var d: Int = 0

여기서 변수 a, b, c는 불변 변수이며, d는 가변 변수다. a에는 타입과 초깃값을 명시적으로 

모두 지정하였으며, 정수 타입의 값인 7을 갖는다. b에는 초깃값인 10만 지정하였다. 이때는 

코틀린 컴파일러가 타입을 추론하여 정수 타입인 Int로 처리한다. c에는 타입만 지정하고 선

언 시점에는 초깃값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println(c)와 같이 바로 c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되므로 사용 전에 초기화를 해야 한다. d에는 타입과 초깃값 모두를 지정하였

으며 값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val 변수가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는 변수 자신의 참조 값

은 변경할 수 없지만(달리 말해, 초깃값으로 참조되는 객체 외의 다른 객체를 참조할 수 없다), 참조되

는 객체가 갖는 데이터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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