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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_ 마이크 울프선Mike Wolfson
마이크 울프선은 애리조나 피닉스 출신의 열정적인 모바일 디자이너/개발자다. 소
프트웨어 업계에 20년째 몸담아 오고 있으며, 안드로이드를 초창기부터 다뤘다.
현재 건강 관리 분야의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다. 여러 성공적인 앱을 만들
어 왔는데, 특히 ‘Droid Of the Day’가 가장 성공적인 앱이다.
마이크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현재는
지역의 구글 개발자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배움과 관련한 여러 다른 그룹에 참여
하고 있다. 학회와 사용자 그룹에서 안드로이드와 모바일 개발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앱 개발을 하지 않을 때는 스노우보드, 하이킹,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PEZ
Dispenser를 수집하거나, 어린(하지만 재빠른) 딸을 잡으러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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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_ 이성주
인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고, 그중 일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지에서 보냈다. 대학원 연구실 동료가 차린 벤처에서, 안드로이드(당시 2.2 버전)
에서는 아이폰과 같은 동작이 힘들다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
애했다(지금의 안드로이드 OS는 매우 좋다). 안드로이드 앱은 한국에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부터 다뤄왔다. 하지만, 삼성 갤럭시 2가 나온 당시에도 키보드 없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냐며 블랙베리를 사용했는데, 블랙베리 카카오톡 버전이 더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대학과 기업에서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공학,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모바
일 관련 주제로 강의를 주로 한다. 이 책처럼 좋은 책의 번역이 들어오면 번역도 하
고 있다(물론 대박이 날 거라며 혼자서 생각하는 앱을 언제나 개발 중이다. 그 날이
오면 …).
미국 저자가 쓴 기술서의 저자 소개에는 앱 개발을 안 할 때는 야외 활동을 활발하
게 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있다는 것이 늘 의아하다. 나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남
들 하는 정도(중학교 때는 학교 대표 축구선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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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선택했다면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앱
개발이 꽤 까다롭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도구
(ADT, Android Developer Tool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개발 과정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고, 코드의 품질도 높일 수 있어 보다 정제되고 안정적인 최종 결과물 제작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도구(ADT) 필요 사항

안드로이드는 현존하는 다른 모바일 플랫폼들과 상당히 차별화된다. 한 조직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Open Handset Alliance(OHA)’라
는 그룹에서 관리한다. OHA는 무료 공개 소스이면서 완성된 형태의 모바일 운영
체제로 안드로이드를 제공한다. 이런 방식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특정 조직에 귀
속되지 않도록 방지하지만,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좀 복잡해졌다.
다양한 화면 크기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화면 크기가 다양하다. 다양한 크기의 화면에서 앱이 어떻
게 표시되는지에 앱의 성공이 달려 있다.
파편화

통신사와 제조사가 새 운영체제와 실행환경(runtime) 버전 업데이트를 결정한
다. 그래서 버전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전 버
전의 운영체제 및 실행환경과 호환되도록 앱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드웨어별 사양 차이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 그리고 사양으로 출시된다. 하드웨어
사양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앱이 자연스럽게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어떤 하드웨어에 의존하거나 의존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예를 들어, 어떤 기기는 카메라, GPS 센서, 혹은 키보드가 없다).
제한된 컴퓨팅 자원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하는 앱 개발은 데스크톱 앱 개발과 다르다. 데스크톱이나
서버와 달리 모바일 기기는 CPU 처리속도와 메모리가 제한적이다.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은 사용자의 동작을 방해하거나(UI가 멈춰있는 경우), 배터리 소모가 많거
나, 기기 동작 오류가 생기는 앱을 참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도구(ADT)를 사용하는 개발 프로세스

ADT 개발은 표준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함께 구글이 관리한다. 하지만 이 둘은 전
혀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데 오픈 소스적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ADT는
주요 플랫폼을 관리하는 그룹과는 다른 별도의 그룹이 개발에 참여한다. ADT는
표준 SDK와는 별개로 공개되고, 플랫폼 공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원칙
적으로 배포주기는 독자적이다.
표준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비공개로 개발되는데, 개발 중인 코드 베이스에는 외부
코드를 반영하지 않는다. 제조사와 참여 회사들에 운영체제가 제공된 이후 임의의
시점에 소스 코드가 공개된다.
ADT 웹사이트01의 첫 문장에서 이미 이 프로젝트가 다르다는 점이 다음과 같이 명
시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도구(ADT)는 완전히 공개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외부 코드도 반영하고 있다.” ADT는 Git repositories02와 공개된 버그 트
01 http://tools.android.com/
02 https://android.googlesource.com/

랙커bug tracker 03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결합된
방식으로 개발된다. 관리 그룹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장려하며 이들의 제안을 현재
릴리스에 반영하기도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ADT 웹사이트에
서 관련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여러 운영체제에서 앱 개발하기

안드로이드가 여러 기기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안드로이드 앱 개발도 다
양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 이 책의 예제들은 윈도우 7 64bit와 Mac OS X를 기반
으로 가정하며 이클립스Eclipse에서 만들었다. 책의 한 장은 그래들Gradle 기반의 안
드로이드 스튜디오Android Studio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개발도구들은 다양한 플
랫폼에서 동작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운영체제와 통합개발환경(IDE)에
서 예제를 따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는, IDE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안드
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 콘솔 명령으로도 대부분 개발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03 http://b.andro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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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유명한 누군가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했는데, 안드로이
드는 확실히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다. 2014년 상반기 기
준 전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 점유일 70%에 육박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안드로
이드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다. 데스크톱에서는 웹 서핑이 주요한 활
동이었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는 하루 평균 사용시간 2시간 반 중 2시간 동안
앱을 활용한다. 즉, 모바일에서는 데스크톱과는 달리 앱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은 많은 지식이 한꺼번에 결합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화면에 정
적으로 보여지는 요소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 웹 페이지와는 달리 모바일 앱은 거
의 반드시 기능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도구
(ADT)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확산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ADT를 어
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앱의 품질이 상당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개
발자 웹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소개하지만, 이 책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ADT를 활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
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예제 파일

예제 코드는 https://github.com/mwolfson/ToolsDemo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빛 eBook 리얼타임

한빛 eBook 리얼타임은 IT 개발자를 위한 eBook입니다.
요즘 IT 업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기술이 나타나고 사라져 갑니다. 인터
넷을 아무리 뒤져도 조금이나마 정리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잘
정리되어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경험하
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이책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책을 그대로 옮긴 전자책도 많습니다. 전자책에는 전
자책에 적합한 콘텐츠와 전자책의 특성을 살린 형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빛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개발자를 위한 리얼타임 전자책은 이렇습니다.
1. eBook Only -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잘 정리된 도서(종이책)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조금은 거칠지만 100페이지 내외의 전자책 전용으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펴내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엄두를 못 내는 선배, 전문가, 고수 분에게는 보다
쉽게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O'Reilly의 전자책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2.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으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일정 분량 이상으로
집필되고 정리되어 나오는 동안 기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후에도
버전 업을 통해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저자(역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보완하여
발전된 노하우가 정리되면 구매하신 분께 무료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3.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DRM-Free로 제공합니다.
	구매한 전자책을 다양한 IT 기기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DRM-Free PDF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한빛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자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전자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와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 놓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 힘든 전자책이 아니라, 전자책의 환경에
가능한 한 최적화하여 쾌적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글자 크기나 행간, 여백 등을 전자책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자책에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없거나 타인의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있다면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구매하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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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개발환경은 쉽게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의 과정은 모든 개발용 플랫폼에
서 (아주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여기서는 개발환경을 제대로 구성하도록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한다.

설치 과정은 변할 수 있다. 다음의 기본 단계들은 최신 버전(물론 필자가 책을 쓰는 이 때에는)을 반영하였다. 이
01

단계들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온라인 문서 를 확인하여 최신 버전을 설치해 사용하도록 한다.

기본 설정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용 컴퓨터가 최소 사양 이상인지 확인한다.
2. JDKJava Development Kit를 설치한다.
3.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한다.
4. 이클립스 IDE를 설치한다.
5. ADT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설치한다.

1.1 안드로이드 개발의 최소 요구사항
안드로이드 개발에는 어느 정도 사양이 되는 개발용 컴퓨터가 필요하다. 에뮬레이
터emulator를 비롯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프로세스를 여러 개 실행하는 경우도 있
고, 코드 빌드 또는 릴리스를 생성하는 작업과 같이 I/O 집중도가 높은 작업도 있
다. 안드로이드 개발 문서에 나와 있는 최소 사양을 보면 넷북 수준의 아주 낮은 사
양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개발에는 그 이상을 갖춘 개발환경
을 권장한다. 실질적인 최소 사양을 다음 표 1-1에 정리하였다.
01 http://bit.ly/XUe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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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개발용 컴퓨터 실제 최소 사양
구분

윈도우

리눅스

Mac OS X

OS 버전

Windows XP (32bit)

Ubuntu, RedHat, and others OS X (10.4.9+)

하드디스크 공간

25GB

25GB

25GB

시스템 메모리

3GB

2GB

4GB

프로세서

Dual Core +

Dual Core +

X86 Only

USB

USB 2.0+

USB 2.0+

USB 2.0+

1.2 자바 설치
안드로이드 개발 플랫폼은 표준 자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 플랫폼 기반이라 안드로이드로 무언가를 하려면 자바 플랫폼을 설치
해야 한다. 자바 플랫폼을 설치할 때는 JREJava Runtime Environment가 아닌 JDKJava
Developer Kit 를

설치하는지 꼭 확인하기 바란다(대부분 JRE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 JDK

는 컴파일러, 디버거를 비롯한 개발에 필요한 여러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JRE는
이런 도구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서 기본 설정으로 설치
한다(설치 시 선택사항들은 전혀 필요 없다).

현재, 안드로이드는 자바 1.6 버전이 필요하다. JDK 다운로드 시, 1.6보다 상위 버전을 내려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자바 컴파일러가 1.6과 호환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클립스의 안드로
이드 프로젝트 속성에서 자바 컴파일러를 설정할 수 있다.

자바 다운로드 사이트02에서 운영체제별로 JDK 설치 패키지를 내려받을 수 있다.

02 http://bit.ly/TEA7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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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apt나 yum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 자바를 내려받아 설치할
수도 있다. 우분투나 데비안의 경우 다음 명령어로 설치하면 된다.
sudo apt-get install sun-java6-jdk

Mac OS X에서는 보통 자바를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다. Mac OS에는 애플 사가
직접 패키징한 자바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자바를 새 버전으로 갱신하는 것
은 애플 사가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떤 운영체제의 콘솔 창에
서든 다음의 명령어로 자바 버전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다.

java –version

Mac OS X에 탑재된 자바의 좀 더 상세한 정보는 Java and the Mac OS X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안드로이드 SDK 설치
안드로이드 SDKSoftware Development Kit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및 실행, 개발도구의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개발도구, 문서, 예제를 한데 모은 것이다. SDK는 필수
구성요소들을 내려받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만 포함하고 있어 완전한
개발환경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2.1 SDK 매니저’에서 개발도구와 구성요소들을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개발을 시작하려면 ‘ADT 번들 Bundle ’을 내려받아야 한다. ADT 21 버전부터는

03 http://java.about.com/od/gettingstarted/a/javamacos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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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에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하나의 파일로 묶었다. 이전
ADT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해야 했다. 예전처
럼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성을 잘못 하기가 쉽다.
이클립스가 아닌 다른 IDE에서는 개별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구성요소를 수동
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웹사이트의 ‘Setting Up an Existing
IDE04’라는 웹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개발도구를 ADT 번들로 설치하기를 적
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설치 과정이 쉽게 진행되어 구성 오류가 생길 가
능성이 낮으며 개발도구를 위한 표준 디렉터리 구조도 알아서 생성해준다. 번들에
는 다음의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ADT 플러그인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설치된 이클립스 IDE

●

플랫폼 도구

●

SDK 도구

●

최신 안드로이드 플랫폼

●

최신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호환되는 CPU 이미지

1.3.1 ADT 번들 설치

최신 개발도구는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편리하
게 제공된다. ADT 번들은 설치를 용이하게 해준다.
ADT 번들 내려받기

SDK 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05에서 그림 1-1과 같은 패키지 내려받기 버튼을 볼
수 있다. 이 버튼의 링크는 현재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자동으로 탐지해 자신에게 맞
는 버전을 자동으로 내려받게 해준다. 집필 시점에서 이 파일의 크기는 400MB가
넘으니, 큰 파일을 내려받기 적절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04 http://bit.ly/13LJtmy
05 http://bit.ly/XUep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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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DT 번들 내려받기

안드로이드 번들 압축 풀기

파일시스템의 적절한 위치에 내려받은 번들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는 것이 다음 과
정이다. 개발도구는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경로 참조, 파일 찾기,
백업을 위해서는 파일시스템의 상위에 설치하기를 권한다. 다음은 플랫폼별 권장
디렉터리 경로다(한 명만 사용하는 컴퓨터이거나 공통 위치에 놓고 싶은 경우 다음
경로로 지정하면 된다).
●

윈도우: C:￦android

●

리눅스 또는 Mac OS X: /usr/dev/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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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홈 디렉터리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물론 가능하다.
●

윈도우: C:￦Users￦사용자계정명 ￦android

●

Mac OS X: /Users/사용자계정명 /android

●

리눅스: /home/사용자계정명 /android

폴더에 번들 파일 압축 풀기

압축 유틸리티(예: 윈도우 WinZip; 리눅스의 tar; Mac OS X에서는 더블클릭)를
사용해서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폴더에 번들 파일의 압축을 푼다. 성공적으로 압축
을 풀면 앞서 생성한 안드로이드 홈 폴더에서 android-sdk 폴더가 보인다. 윈도
우에서는 C:￦android￦sdk, Mac OS X나 리눅스에서는 /usr/dev/android/
sdk다.
PATH 환경변수 설정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실행 파일들의 위치를 시스템 환경변수 PATH에 추가한
다. 이 설정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개발도구를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다(이 책의 예
시들에서는 PATH에 경로가 포함되었다고 가정한다). 콘솔에서 사용할 도구는 안드로이드

SDK 경로 아래 platform-tools와 tools 디렉터리 안에 들어 있다.
운영체제별로 PATH 변수 설정 방식이 다르다. 운영체제별 도움말에 경로 설정 방
식을 참고거나, PATH를 비롯한 환경변수 설정법과 사용법을 아주 상세하게 다룬
웹 페이지06를 참조하면 된다.
콘솔창의 프롬프트에 ‘android’라고 입력하면 경로가 제대로 추가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이 명령은 ‘SDK Manager’를 실행하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면 이제까
지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안드로이드 SDK가 잘 설치되었다는 의미다.
SDK Manager를 사용해 추가 구성요소를 내려받을 수 있지만 ADT 번들은 현재
06 http://bit.ly/14sms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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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설치 확인

설치가 성공적인지 확인하려면 이클립스를 실행해 본다. 이클립스가 시작되면
workspace 경로를 지정하는 대화창이 뜬다. workspace 경로에는 소스 코드, 이
미지, 빌드 스크립트 등과 같은 프로젝트별 요소들이 위치한다. 어느 위치로든 설
정할 수 있고, 기본 경로를 그냥 사용해도 된다. 이클립스가 실행되면 ‘Android
Developer Tools(ADT)’의 버전 정보가 표시된다. 드디어 ADT를 성공적으로 설
치했다.

1.4 이클립스 없이 개발하기
IDE를 사용해 개발하기를 권장하지만 SDK 도구는 콘솔이나 다른 IDE에서도 사
용될 수 있다. 컴파일, 빌드, 패키징, 에뮬레이터 실행, 개발도구 사용 등 거의 모든
기능은 콘솔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IDE에서 사용할 수 있다.
1.4.1 콘솔 사용법

콘솔 프롬프트에서 개발도구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도구 이름을 프롬프트에 입
력하면 된다. PATH 변수가 잘 설정되어 있다면 어느 경로에서든 실행이 가능하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PATH 환경변수 설정’ 참조). 콘솔에서 개발도구를 사용하는 몇 가지

예시는 ‘2.2 Android Debug Bridge(ADB)’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런 도구는 이
클립스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콘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스크립트 작업이나 자동
화에 유용하다. 도구들이 이클립스와 매우 잘 연동되어 있어서 대부분 작업을 편리
하게 해 주며, 더욱 효율적인 코드 작성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콘솔로만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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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에서는 탐색기를 사용해 C:￦android￦sdk￦tools 폴더를 찾고, 절대경로를 표시하고, 명
령 프롬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엔터키로 실행파일을 실행하면 명령 프롬프트가 해당 위치에서 시
작된다.

1.4.2 다른 IDE 사용하기

개발에 이클립스만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많은 개발자들은 Netbeans나
IntelliJ 등도 잘 쓰고 있다. 집필 시점에서는 이클립스가 공식 IDE라, 이 책의 설명
을 이클립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도
구를 사용하길 권한다. 공식 도구를 사용하면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도구
들도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한다. 공식 IDE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대
부분의 개발자 커뮤니티가 같은 IDE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고된 버그들이 빠르고
쉽게 고쳐지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할수록 버그도 더 잘 발견
되기 때문이다.
개발도구는 특정 플랫폼과 도구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 소스 형식으로 개발된다.
개발팀은 개발도구가 어느 플랫폼에서나 동작하도록 노력한다. 다른 개발도구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들도
있고, 다른 개발도구가 이클립스보다 나을 때도 많다.
Google I/O 2013에서 ‘Android Studio’라는 새로운 IDE를 공개했다(사용법은 6
장 참조). 매우 기대되는 IDE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초기 단계라 상용 개발환경에

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NetBeans IDE도 안드로이드 개발을 지원한다. Kenai 웹 사이트의 Android
Plug-in for NetBeans07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07 https://kenai.com/projects/nb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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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발용으로 기기 설정하기
가장 손쉽게 앱을 시험해 보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개발도
구에 연동을 위해 몇 가지 설정만 하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1. 실제 기기를 개발용으로 설정하기
기기를 개발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3장 개발용으로 기기 설정하기’에 설명
해 놓았다.
2. 안드로이드 기기의 설정 변경
기기의 설정 앱을 실행시킨 다음, 시스템·기타·개발자 옵션을 선택한다.
USB 디버깅의 체크박스를 선택해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그림 1-2와 같이 설
정되어야 한다.
3. ADB 드라이버 다운로드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 기기를 개발도구와 연결하려면 각 기기에 맞는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한다. Mac OS X와 리눅스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
다. 기기 제조사 웹 사이트에서 드라이버를 찾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문서 웹
사이트08에서 OEM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4. 기기에서 디버깅 설정 확인하기
컴퓨터에 기기를 연결한다. 설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운영체제에 기기가 연결
되어 사용 가능하다는 알림이 표시된다. 그리고 그림 1-3에서와 같은 두 개
의 알림도 표시된다. 이 알림은 연결이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알림 중 하
나를 선택하면 설정 앱이 실행된다.

08 http://bit.ly/18gFm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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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디버깅 활성화

그림 1-3 디버깅 알림

이것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설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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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도구

이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설명한다. SDK Manager
를 사용해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려받는 방법과 콘솔 명령으로 사용
하는 도구들(특히 ‘Android Debug Bridge(ADB)’를 중점적으로)을 논의할 것이다.

2.1 SDK Manager
SDK Manager는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손쉽게 내려받아 설치해 주는 GUI
도구다. 처음 사용하게 되는 도구이기도 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SDK Manager를 통해 Android SDK를 갱신하고 추가 요소들을 설치할 수
있다.
2.1.1 SDK 구성요소

Android SDK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패키지들이 주요 요소를 구성하는 모듈 방식
의 구조로 되어 있다. 모듈 방식이라 꼭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다.
목표로 하는 안드로이드 OS의 버전과 Google Maps, Analytics와 같은 외부 서
비스 사용 여부에 따라 설치하는 패키지가 달라진다. 모듈 구조에는 두 가지 중요
한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구성요소를 내려받지 않아서 디스크 공간을
절약한다. 각각의 플랫폼은 최소 100MB가 필요한데 추가 패키지를 포함하면 용
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
째는 프로젝트 내에서 의존성 관리가 쉽다는 점이다. 작업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를 원하는 대로 지정해 꼭 필요한 것만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들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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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Tools
앱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도구들은 개발
에 필수적이다. 플랫폼의 핵심 시스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android, ddms,
apkbuilder, 에뮬레이터 등이 포함된다. ‘android-skd/tools’ 디렉터리에 있
다.

Platform Tools
핵심 플랫폼과 함께 개발되는 보조 도구들이다. 새 플랫폼 버전이 공개될 때마다
같이 갱신되는 편이다. adb, fastboo, dx, aidl 등이 포함된다. ‘android-sdk/
platform-tools’ 디렉터리에 있다.

Android Platform
SDK 플랫폼은 안드로이드의 버전에 맞춰서 갱신된다. 각 플랫폼은 호환 라이브
러리, 시스템 이미지, 에뮬레이터 스킨, 플랫폼별 도구를 포함한다. 패치와 좀 더
작은 단위의 버전 릴리스도 여기01에 포함된다.

Google APIs
Google Cloud Messaging, Maps와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추가 라이브러리이다.

Drivers 드라이버
안드로이드 기기가 연결된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는 드라이버 파일들이 포함되
어 있다. USB 드라이버도 포함되어 있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Samples and documentation

01 http://bit.ly/1ccVm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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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플랫폼별 샘플 코드와 문서를 볼 수 있다. 앱을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 하는 문서화된 코드로 구성된 예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SDK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신 버전을 사용하길 권장한다. 최신 버전에는 버그가 적은
좋은 예제들이 있다.

Third-party add-ons
Android support package, Analytics SDK와 같은 외부 서비스에 필요한 도
구와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다. 삼성 갤럭시탭의 스킨, Motorola SDK 추가
확장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 기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
미지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1.2 SDK Manager 시작하기

SDK Manager는 OS나 이클립스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SDK
Manager 실행 방법은 다음을 참고한다.

윈도우
Start → All Programs → Android SDK Tools → SDK Manager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Android SDK Tools → SDK Manager

리눅스/Mac OS X
터미널을 열어서 android 실행

이클립스(모든 플랫폼)
이클립스 툴바의

아이콘을 찾는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SDK가 실행된다. 모

든 플랫폼에서 메뉴에서 Windows à Android SDK Manager를 선택해서 실
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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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Manager의 GUI 화면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SDK Manager

2.1.3 구성요소 설치 상태와 설치 가능 여부 보기

SDK Manager를 실행하면 SDK 저장소repository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모든 패키
지의 목록을 보여준다. 구성요소들은 ‘2.1.1 SDK 구성요소’에서 분류한 대로 정리
되어 있다. 플랫폼에서 얀 삼각형(▷)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요소들을 좀 더 상세
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확장된다. 그림 2-1는 Android 4.2와 4.1.2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구성요소들의 세부 사항이다. 이 상태에서는 특정 패키지의 추가적인 정보
를 볼 수 있다. 세부 사항(오른쪽 열)은 버전 정보와 설치 상태를 포함한다. 구성요소
의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상태 열에 표시된다. 그림 2-1에서는 Tools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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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패키지 선택

내려받을 패키지를 선택한다. 원하는 패키지를 각각 선택하거나 가장 상단의 패
키지를 선택해 모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했으면 인
제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하단 오른쪽의 버튼에는 선택된 패키지 수가 표시된다
(“Install X packages...”라고 나온다). 의도하지 않은 패키지가 포함되는 경우도 흔한

데, 이런 경우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패키지 개수가 맞는지 확인한
다(특히 전체 패키지를 선택한 경우 불필요한 패키지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패키지를 설치하면 디스크 용량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핵심 플랫폼은 문서나 샘
플 없이도 각각 100MB 정도이다). 지원할 패키지를 선택해 중요한 것들만 내려받아야 한다. 패키
지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그런 고려 사항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
에 다루지 않는다. http://developer.android.com/sdk/installing/index.html#which 페이
지에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으니 읽기를 권한다.

패키지 설치

‘Install Packages’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에 따라 설치 과정이 시작된다. 내려받는
소프트웨어의 약관 동의(Terms of Services) 화면이 나온다. 전체 선택을 의미하는
‘Accept All’ 버튼을 클릭해야 모든 구성요소가 설치된다. 약관 동의를 하면 내려
받기가 시작된다.
패키지들은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진 다음 Android를 설치한 경로의 적절한 곳
에 저장된다(‘안드로이드 번들 압축 풀기’ 참조). 내려받은 구성요소들은 아래의 경로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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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s

폰

Add-ons

add-ons

Samples

samples/android-API_level

Documentation

docs (예전 문서는 새 문서로 갱신되기 때문에 문서파일은 한 부밖에 없다)

어떤 경우(기기 드라이버 설치 등)에는 내려받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야 설치가 완료
된다. Platform 구성요소 등 다른 구성요소들은 내려받기 과정에서 설치되어 추가
로 설치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구성요소 삭제와 갱신

패키지를 삭제하는 과정은 설치 과정과 동일하다. 삭제할 패키지를 선택한 다
음 ‘Delete Packages’ 버튼을 클릭한다. 갱신할 패키지는 선택한 다음 ‘Install
Packages’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버튼에 표시된 패키지 수를 꼭 확인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실수로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존성 관리

대부분의 경우,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패키지 의존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
다. 대부분 구성요소는 독립적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패키지를 설
치하거나 삭제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설치된 구성요소 관리는 크게 어렵
지 않다. 설령 설치나 설정을 잘못해도 손쉽게 복구나 수정이 가능하다.
2.1.4 ADT 프리뷰 채널

ADT 팀은 새로운 코드를 자주 발표한다. 버그 수정, 새로운 기능의 미리보기
previews

등이 포함된다. 버그가 해결되었거나 새로운 도구를 시험해 보고 싶으면

특정한 릴리스를 적용해 볼 수 있다. ‘2.1 SDK Manager’에서 설명한 대로 프리뷰
preview를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전환도 매우 간편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공식 릴리스 도구를 사용하길 권한다. 최신 버전의 도구로 바꿔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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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떤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
프리뷰 채널 활성화

프리뷰 채널Preview Channel은 기본적으로는 꺼져있다. 그림 2-2과 같이 Tools →
Options → “Enable Preview Tools” 선택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림 2-2 프리뷰 채널 활성화

프리뷰 도구 설치

프리뷰 채널을 활성화하면, 그림 2-3과 같이 ‘Tools (Preview Channel)’라는 제목의
목록에서 Preview Channel을 선택할 수 있다. 설치하려면 선택한 다음 ‘Install
Packages’ 버튼을 클릭하면 프리뷰 버전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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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review Channel 활성화 확인

기존 버전으로 돌아가기

기존 버전으로 돌아가려면 기존 버전을 선택한 다음 ‘Install Package’ 버튼을 클
릭해서 다시 설치하면 된다.

2.2 Android Debug Bridge (ADB)
ADB는 에뮬레이터나 기기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주요 도구다. ADB 프로세스
는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 방식이다. 서버 쪽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콘솔이나
DDMS)와 통신한다. 기기의 데몬daemon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통신을 관장한다.
●

데이터 또는 앱의 내보내기(push)/가져오기(pull)

●

셸 명령 실행

●

기기 재시작

●

시스템 로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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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ADB 구동하기

콘솔에서 ADB 클라이언트를 시작한다.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아래 명령을 실행
한다.

adb

2.2.2 기기 인스턴스 조회

ADB 서버는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기기나 에뮬레이터와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기
기가 하나만 연결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인스턴스에 연결된다. 하지만 여러 개의
기기가 연결된 경우는 특정 인스턴스를 선택하도록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연결된 기기 찾기

ADB가 통신할 수 있는 모든 기기의 목록은 다음 명령어로 조회하면 된다.

adb devices

명령을 수행하면 다음의 정보를 보여준다.

Serial number
연결된 각 기기의 고유 ID값. 직접 연결하려면 시리얼 번호가 필요하다. 시리얼
번호에는 기기의 정보(기기의 종류와 연결 가능한 포트 번호 등)도 담겨있다.

State
기기의 연결 상태. 기기가 연결됐지만 반응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표시된
다. 연결되었고 사용이 가능하면 ‘device’로 표시된다. ADB가 현재 통신할 수
있는 활성화된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no devices’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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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기에 명령 전달하기

시스템에 연결된 기기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특정한 인스턴스에 다음과 같이 명령
을 전달할 수 있다.

adb -s serialNumber
		command

다음은 여러 개의 기기가 연결된 경우 특정 기기에 명령을 전달하는 법을 보여준
다. 첫 번째로는 devices 명령으로 연결된 기기의 목록을 조회한다. 목록에는 두
개의 기기가 표시된다. 그다음에는 –s 옵션으로 원하는 기기를 지정할 수 있다. 여
기서는 연결된 에뮬레이터의 ADB 버전 번호를 찾는 데 ADB를 사용했다.

$ adb devices
List of devices attached
emulator-5556

device

emulator-5554

device

$ adb -s emulator-5556 version
Android Debug Bridge version 1.0.31
$

기기가 한 개만 연결된 경우에는 ADB는 자동으로 그 인스턴스에 연결된다. 보통은 한 번에 한 개
의 기기만 연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ADB 명령을 사용할 때 기기번호를 지정하는 번거로움을 피
할 수 있다(ADB는 자동으로 현재 동작하는 기기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배포 작업 등에서 기기
선택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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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명령 실행하기

ADB에 기기를 지정했으니 이제는 해당 기기와 통신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로
여러 가지 유용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같이 살펴보자.
파일 전송하기

push와 pull 명령을 사용하면 컴퓨터와 기기 간에 파일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다.
push는 컴퓨터에서 기기로, pull는 그 반대로 파일을 전송한다. 파일 위치를 정
하고 싶으면 경로 매개변수를 추가하면 된다. 경로를 설정하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는 현재 위치의 디렉터리가 지정되고 기기에서는 data 폴더가 선택된다. push와
pull은 하위 디렉터리를 모두 포함한 전체 디렉터리를 복사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
하다.
push의 문법은 다음과 같다.

adb push

local-directory

			remote

이 명령의 사용 예를 보도록 하자. foo.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ADB를 사용해 SD
카드에 전송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adb push foo.txt /sdcard/foo.txt

SD 카드에서 다시 컴퓨터의 새로운 경로에 새 파일명으로 이동시키려면 다음과 같
이 하면 된다.

adb pull /sdcard/foo.txt C:/tmp2/foo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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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의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db push foo.txt /sdcard/
0 KB/s (8 bytes in 0.019s)
$ adb pull /sdcard/foo.txt /tmp/foo2/txt
1 KB/s (8 bytes in 0.004s)
$

기기의 앱 관리하기

기기에 앱을 설치하거나 삭제하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ADB를 사용
하면 이런 작업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설치 가능한 APK 파일에 대해 install 명령을
수행하면 되고 이 명령은 기기에 앱을 설치한다.

adb install foo.apk

앱을 삭제할 때도 문법은 비슷하다. 단지 APK 파일명이 아닌 패키지명을 인자로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 adb install foo.apk
2134 KB/s (222527 bytes in 0.101s)
pkg: /data/local/tmp/foo.apk
Success
$ adb uninstall com.tools.demo
Success
$

2장 필수 도구

22

2.2.4 셸 명령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변형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한다. 안드로이드 프레
임워크 개발자는 독자적인 미들웨어, 라이브러리, API를 리눅스 커널에 추가해 프
레임워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리눅스 사용자에게는 익숙한 콘솔 인터페이스가 포
함되어 있다. 셸 인터페이스에는 개발자에게 친숙한 여러 도구가 탑재되어 있다.
물론, 모두 다 탑재된 것은 아니다. 또, 같은 도구라도 다를 수 있고 수행 가능한 작
업도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ls –l 명령은 동작하지만, ls –x는 동작하지 않
는다.
포함된 도구의 바이너리 실행 파일은 기기의 /system/bin 폴더에 위치한다. 해
당 폴더를 살펴보면서 사용 가능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길 권한다. 친숙하지
만 포함되지 않은 명령에는 more, less, cp, file 등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도구 중
에는 ls, ps, rm이 있다. /system/bin/ 디렉터리는 확실히 살펴볼만하다. 표준 리
눅스 콘솔 도구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개발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추가적 도구
(monkey, logcat, dumpstate 등)도 있다. 완전한 리눅스 배포판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기능과 비교하면 안드로이드 셸의 제한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시간을 들일만 하다(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도구는 상당히 유용하다).

ADB를 사용하면 기기의 명령 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한 줄로 작성된 명령을 실
행할 수도 있고, 여러 명령을 셸에서 대화형으로 실행할 수도 있다.
대화형 모드 Interactive mode

대화형 모드는 기기에서 한 개 이상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화형 셸 모
드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된다.

adb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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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수행 후 표시되는 ‘#’ 문자는 현재 상태가 셸 모드임을 알려준다. 원격 셸을
종료하려면 Ctrl+D 또는 exit 명령을 실행해 셸 세션을 종료하면 된다.
다음은 셸에 접근해서 리눅스 명령어로 디렉터리를 탐색하고, 파일의 내용을 읽어
들이고, 원격 콘솔을 종료해서 원래 콘솔로 돌아오는 작업의 예다.

$ adb shell
root@android:/ # pwd
/
root@android:/ # cd /system/etc
root@android:/system/etc # pwd
/system/etc
root@android:/system/etc # cat ./hosts
127.0.0.1 localhost
root@android:/system/etc # exit
$

On-off 모드

대화형이 아닌 방식으로도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려면 shell
키워드 뒤에 실행할 명령을 작성하면 된다.

adb shell

command

다음 예는 한 개의 명령을 실행해서 /system/etc/hosts의 파일을 읽어들이는 방
법이다. 이 명령은 원격 셸을 열어놓지 않는다.

$ adb shell cat /system/etc/hosts
127.0.0.1

localh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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