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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

글

우선, 아내인 크리스티에게 감사한다. 아내의 사랑과 지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구글의 친구와 동료, 특히 안드로이드팀의 팀원에게 감사한다.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
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같이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DR(Developer Relations)
팀에게도 감사한다.
대니얼 울러리, 에드 우드워드, 체임 크로스, 무랏 예너, 제임스 하몬, 채드 다비 등 기술 편집
자에게도 감사한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오류투성이였을 것이다. 그래도 남은 오류가 있
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Wrox팀, 특히 존 슬리바와 짐 미나텔에게 감사한다. 그
들의 인내와 지원이 있었기에 이 책이 완성됐고 고려할 만한(non-trivial) 것이 됐다.
특별한 감사를 전할 곳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안드로이드 커뮤니티다. 안드로이드 커
뮤니티는 열정과 배려, 성실을 골고루 갖춘 개발자들이 모여 놀라운 앱을 개발하는 것만큼이
나 서로를 돕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 곳이다. 이들의 노력은 안드로이드를 오늘의 거대한 성
공으로 이끈 근원이다.
- 리토 마이어

나의 가족인 안드레아와 한나는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든다. 두 사람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
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이 책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리토의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전한다. 수많은
이야기를 나눈 안드로이드팀과 더 나은 앱을 위해 무한한 열정을 나눠 준 안드로이드 개발자
커뮤니티에도 감사한다.
- 이안 레이크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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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에게 스마트폰은 자기 자신의 확장판이다. 월간 20억 대 이상이 사용되는 안드로이
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스마트폰 운영 체제로, 설치된 앱은 사용자당 평균 50여
개에 이르고 플레이 앱 스토어의 앱 다운로드 횟수는 2017년 한 해에만 940억 회를 기록했다.
어디에 가든 항상 잊지 않고 챙기기 마련인 스마트폰은 기술 집약적이면서 개인적이다. 스마트
폰을 들고 나오지 않았거나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거나 배터리가 부족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
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안드로이드는 2008년에 첫선을 보인 지 10년 만에 휴대 전화의 영역을 넘어 태블릿, 텔레비전,
워치, 자동차, 사물 인터넷 기기에 이르기까지 1,300여 개가 넘는 브랜드의 2만 4,000여 가지
기기에서의 개발 플랫폼이 됐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28개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및 SDK가
출시됐다.
이와 같은 혁신은 방대한 생태계 규모와 함께 개발자에게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다.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이다. 인위적인 제한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기에서 그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를 유통 채널로 삼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유·무료 앱을 배포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른바 핸즈온 가이드로서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애
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 10.0에 기반을 두고 있
으며, 사용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은 3.5이다. 또한, 장마다 제공되는 단계별 샘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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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통해 안드로이드의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능과 테크닉을 선보였
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을 빠짐없이 다루고, 모바일 개발 경력자들을 위해 안드로이드
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보 또는 기존 앱을 개선하거나 혁신적인 기능을 새로 추가하
기 위한 정보를 다룬다.
안드로이드팀은 메이저 플랫폼을 매년 출시하고, 몇 개월마다 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
을 선보인다. 지원 라이브러리나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 등과 같은 젯팩은 1년에도 몇
번씩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이와 같은 신속한 출시 덕분에 안드로이드의 각종 도구와 플랫폼

API, 개발 라이브러리 등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안드로이드팀은 끊임없는 업데이
트로 인한 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출시되는 버전들은 이 책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보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안드로이드 기기 전체가 최신 플랫폼을 고스란히 지원한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가능한 한 하위 호환성이 유지되는 지원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세부적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기능인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이전 플
랫폼으로 작동하는 기기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밝혔다.
또한 이 책에 제시된 설명과 예시는 현재 SDK를 사용해 매력적인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한 기
반 지식과 향후 개선 사항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 책의 대상
안드로이드 플랫폼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이 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책에는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이 있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모바일 개발을 경험했더
라도 도움이 될 귀중한 정보가 제공된다.
스마트폰, 특히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기본적인 객체지향 패러다임에 익숙한 것이 좋다. 자바 문법도
익숙하면 좋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모바일 개발과 안드로이드 개발 플랫폼을 소개하고 이를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내용 이외에는 장들을 순서대로 읽기 위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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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없다. 다만, 3~7장에서 설명하는 핵심 컴포넌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어지는 장들
에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1장에서는 앱의 반응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
한 내용을 다룬다. 12~14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풍부하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는지 설명한다. 이어지는 장들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다양한 기능을 다루고
있으므로 어떤 순서로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1장에서는 안드로이드를 소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안드로이드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모바
일 개발 생태계에 적용하는지 등을 언급한다. 이와 더불어 개발 플랫폼으로서 안드로이드가
무엇을 제공하는지와 안드로이드가 왜 휴대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흥미진진한 기회가
되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2장에서는 모바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범 사례를 다루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와 안드로이드 SDK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안드로이드 스튜디
오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소개하고, 이를 사용해 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디버깅하는 방
법을 설명한다.

3~7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컴포넌트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 먼저 안
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부터 살펴보고,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로 시선
을 돌려 수명과 수명 주기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와 그래들 빌드 시스템을 소개하고, 여러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기기의 크기와 모양과 무관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외부 리소스 프레임워크에 관해
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레이아웃과 뷰, 프래그먼트로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 액션
을 수행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끼리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인텐트 및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시스템을 소개한다. 그리고 인터넷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데이터 저장소의 검색
및 공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룬다. 환경 설정이 저장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네이티브 데이
터베이스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과정을 비롯해 파일 처리, 데이터베이스, 콘텐트 프로바이
더 또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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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의 반응성을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
일 때 어떻게 해야 배터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몇 개의 장으로 이뤄진 긴 설
명을 마무리한다. 추가로 스레드 처리용 API와 비동기 실행의 활성화를 소개하고, 백그라운드
작업의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본다.

12~14장은 5장에서 소개한 UI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머티리얼 디자인 원칙에 따
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다양한 화면 크기 및 해상도에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과정
이 이곳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내비게이션 옵션을 이해하고 애니메이션을 통한
움직임을 추가하거나 툴바나 메뉴를 사용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본다.

15~19장에서는 고급 주제들을 다룬다.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사용해 상호 반응형 지도를 추
가하거나 사용자의 위치를 찾는 방법 및 지오펜스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나침반,
가속도계, 기압계 등 동작 및 환경 센서를 사용해 주위 환경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반응성을
높이는 방법 또한 설명한다.
멀티미디어를 플레이하고 리코딩하는 과정과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방법을 통해
블루투스나 NFC, 와이파이 다이렉트 등과 같은 안드로이드의 통신 기능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의 홈 화면에서 동적 위젯, 라이브 배경 화면, 앱 단축키 등을 사용해 사용
자와 직접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0장에서는 고급 개발 주제 몇 가지를 다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문 센서를 사용한 보안,
엄격 모드 등을 다룬 후 전화 통신 API와 SMS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API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모니터링, 수익 창출 등을 다룬다. 특히 구글 플
레이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게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서로 다른 개발 백그라운드를 경험한 독자들에게 고급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순서를 따른다. 각 장을 순서대로 읽는 데 필요한
선수 지식은 없다. 다만, 샘플 프로젝트 몇몇은 여러 장에 걸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
하는 단계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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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 안드로이드 개발을 경험해 본 모바일 개발 경력자라면 처음 두
장은 건너뛰고 3~7장으로 직행해도 무방하다. 처음 두 장은 모바일 개발의 소개와 개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안내에 해당한다. 3~7장은 안드로이드 개발의 핵심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
념을 튼튼하게 다진다는 차원에서 꼼꼼하게 읽는 것이 좋다.

7장 다음으로는 머티리얼 디자인, 지도, 위치 기반 서비스, 백그라운드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
어 상호 작용 및 네트워킹 등과 같은 고급 주제가 이어진다.

준비해야 할 것들
이 책에 제시된 샘플 코드를 사용하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안드로이드 SDK를 다운로드
한 후에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물론 다른 IDE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명령행
에서 앱을 만들겠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한
다고 가정했다.
안드로이드 개발은 윈도우, 맥OS, 리눅스에서 지원한다. 해당 운영 체제용 안드로이드 스튜디
오는 안드로이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이 책이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수 준비물이 아니다. 하지만
준비한다면 여러모로, 특히 테스트에 유용하다.
참고

2장에서는 이들 필수 준비물을 어디에서 다운로드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표기 규칙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했다.
참고
노트와 팁, 힌트 등 현재 주제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이렇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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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잊지 말아야 할 중요 정보를 나타낸다.

본문 서체는 다음과 같다.
➤ 파일명,

URL, 본문 내 코드: 일반 본문 서체

➤ 그리고 본문 내 등장하는 클래스명은 각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본문 서

체로 표기했다(예: Content Provider //).
➤ 코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했다.

code font: 일반적인 코드
code font: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코드
➤ 일부 코드에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 기존 코드 ...]

또는
[... 여기서 구현하기...]

이 부분은 행 전체를 실제 코드로 대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전 조각 코드에서 대
체하거나(전자), 자체적으로 구현한다(후자).
➤ 코드를 간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package 정의나 import 구문을 모두 싣지는 않았다.

단,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샘플 코드에는 해당 구문을 모두 입력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
오에서는 자동 import 기능을 켜도 되고, Ctrl + Space (

Command

+ Space ) 등과 같은

키보드 단축키를 눌러 필요한 import 구문을 추가할 수도 있다.

오픈 예제 소스 코드
이 책에 나오는 각종 예제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은 Zip 파일로 제공되며, 다
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는 wrox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예제 소스 코
드를 각종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wrox 출판
사 제공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http://www.wrox.com/WileyCDA/WroxTitle/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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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4th-Edition.productCd-1118949528,descCd-DOWNLOAD.html에 접속하면 된다.)

https://github.com/Jpub/ProfessionalAndroid4
각 장의 파일 이름은 프로젝트명_chNN 또는 프로젝트명_chNN_N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
어, 5장의 경우는 Earthquake_ch5_1, Earthquake_ch5_2, Compass_ch5, Snippets_ch5
의 네 개 파일로 되어 있다. 여기서 Earthquake와 Compass는 프로젝트 코드이고, Snippets
는 본문 중간에 따로 설명하는 코드 조각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리고 Earthquake_ch5_1,

Earthquake_ch5_2와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2개의 zip 파일로 된 것은 독자 여러분이 실습
하기 좋게 점진적으로 개선된 프로젝트 코드를 별도로 제공한 것이다. 즉, 5장의 앞부분에서
작성한 프로젝트는 Earthquake_ch5_1에 있고, 이 프로젝트 이후에 기능이 추가된 최종 프로
젝트는 Earthquake_ch5_2에 있다.
예제 프로젝트 코드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로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하는 프
로젝트 Zip 파일의 압축을 풀고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Welcome to Android Studio 대화상자에서 Open an existing Android Studio project
를 선택하거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메뉴의 File  Open...을 선택한다.

2. 프로젝트 선택 대화상자가 나오면 열려는 프로젝트 관련 파일이 있는 서브 디렉터리(프
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디렉터리)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한다.

3. 만일 Sync Android SDKs 대화상자가 나오면 OK를 클릭한다(열려는 프로젝트에 지정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SDK 설치 디렉터리와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안드로이드 SDK 설치 디렉터리
가 달라서 이 대화상자가 나오는 것이다).

4. 만일 프로젝트가 로드되면서 ‘Android Gradle Plugin Update Required’ 대화상자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Update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그래들 플러그인의
버전이 업데이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 업데이트 대화상자

가 나타날 때도 Update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5. 만일 프로젝트가 로드된 후 아무 창도 열려 있지 않으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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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와 1 (맥OS에서는 Command 와

키를 같이 눌러 프로젝트 도구 창을 연 후 필요한 파일을 편집기 창에 열면 된다.

정오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나 코드에 오류가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실수는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있을지 모를 단순한 맞춤법 오류나 심각한 코드 내 결
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나은 내용을 제공해 다른 독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오표 페이지는 제이펍 홈페이지(블로그)의 이 책 소개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 대하여

xxi

베타리더

후기

김대정(천재교과서)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완성해 가면서 접목된 기술을 챕
터별로 서술한 것과 앱의 배포, 배포 후 모니터링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과 고급 기술, 노
하우를 엿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남원우(창원대학교)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시작부터 출시까지 별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앱을 만드는 방
법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다만 입문자보다는 개발의 참맛을 느끼고 자신만의 서비스를 마
켓에 올리고자 하는 개발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문서를 이제 막 졸업했거나 안드로
이드에 대해 깊게 알고 싶은 초보 개발자에게 고급 안드로이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
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명욱(카카오)
안드로이드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기초를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저도 그동안 잊었던 부분들을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마스터하고 최신 변경 사항들을 찾아 공부한다면 더 좋은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우(uvaper)
안드로이드의 기초 서적은 많지만, 이 책은 기초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루고 있어 참
좋았습니다. 또한, 처음 공부하는 초보 개발자와 베테랑 개발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좋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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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무스마 기술연구소)
책은 신간으로 나온 것이 좋고, 꾸준히 잘 팔린 책이라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4판까지 출간
된 이 책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존 개발자도 안드로이드의 업데이트된 기능
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새로 입문하는 개발자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내용이 풍
성합니다.
하동현(힐링페이퍼)
안드로이드를 처음 접한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샷을 통해 단계별로 설명돼
있습니다. 자칫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서술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술을 그
림과 다양한 예제들로 구성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좋은 참고 서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재원
용어 설명과 클래스 관련 레퍼런스가 잘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연관된 클래스에 대해 어디서
자세히 설명하는지 ‘참고’로 설명돼 있고, 해당 챕터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상
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Earthquake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고 실제
해당 챕터의 내용을 적용해 보니 한결 이해하기 쉬웠으며, 챕터 내용을 바로 사용해 볼 수 있
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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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헬로, 안드로이드

1장의 주요 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배경 지식
 안드로이드란?
 안드로이드가 실행되는 기기들
 모바일 및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Software Development Kit)와 개발 프레임워크 소개

1.1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안드로이드는 수십억 명 이상의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회 그 자체다. 이는 경험이 풍부한 모바일 엔지니어, 데스크톱 개발자, 웹 개발
자 심지어 프로그래밍에 입문한 프로그래머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안드로이드는 휴대전화에 가장 많이 채용된 소프트웨어로, 이를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리 많지 않을 것이다. 혹시 안드로이드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아무런 감정도 없고 막을 수도 없
는 로봇 군단을 만들어 인류 말살이라는 무자비한 목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책을 골랐다면 값을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권한다(인생에는 다른 선택권도 많다).

1.1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1

앤디 루빈(Andy Rubin)은 안드로이드가 지난 2007년 처음 출시됐을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드로이드는 최초로 개방 및 통합된 모바일 기기 플랫폼이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휴대
전화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운영 체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애플리케이션이 한데 어우러져 있을 뿐 아니라 모바일 혁신에 방해가 됐던 소

유권 제약에 따른 걸림돌이 없다.
- Gphone을 탈피하여 안드로이드로 간다.
(http://googleblog.blogspot.com/2007/11/wheres-my-gphone.html)

그 이후로 안드로이드는 휴대전화를 넘어 태블릿, 텔레비전, 시계, 자동차, 사물 인터넷 기기
에 이르기까지 더욱 넓은 범위의 하드웨어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안드로이드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모바일 및 임베디드 기기를 위한 운영 체제뿐
아니라 미들웨어와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통합했다.
개발자가 바라보는 안드로이드는 풍부한 API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 덕분에
안드로이드 기기의 시각적 느낌이나 기능까지 손대는 애플리케이션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번들된 시스템이든,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든 모두 동일한 API들로 작성
되고, 동일한 런타임에 실행된다. 이 API들은 하드웨어 접근, 비디오 리코딩, 위치 기반 서비
스, 백그라운드 서비스 지원, 지도, 알림, 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
블루투스, NFC, 2D 및 3D 그래픽 등으로 용도가 세분화돼 제공된다.
이 책에서는 이런 API들을 어떻게 사용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1장에서는 모바일 및 임베디드 하드웨어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부터 정리
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징들을 일부 소
개한다.
안드로이드의 API는 매우 강력하다. 사용자 생태계는 다양하고 거대하며, 기술 지원 문서는
탁월하고, 개발자 커뮤니티는 양적·질적으로 크다. 특히 개발이나 배포에 저작권에 관련된 비
용이 들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생태계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개
발의 기회는 과거 개발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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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리 깊지 않은 배경 지식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포켓몬 고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구글은 창립자들의
눈에 여전히 희미한 별빛에 불과했고 구시대 IT 공룡들이 지구를 호령하던 그 시절, 휴대전화
는 서류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작아진, 글자 그대로 휴대용 전화였으며 최장 서너 시
간까지 지속되는 배터리가 주요 특징이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는 유선전화에 연결돼 있지
않아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했다.
최초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출시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은 없는 곳이 없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 가속도계와 지문 인식 스캐너,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대표되는
하드웨어의 진보 덕분에 기기 자체는 더욱 강력해졌고 커졌으며 화면은 밝아졌다.
또한 이와 같은 진보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일률적인 폼 팩터(form factor)가 각양각색의 스마트
폰과 태블릿, 시계와 텔레비전 등으로 분화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하드웨어 혁신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결실이 맺어질 비옥한 토지와도 같다. 한마디로 혁신
적이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원천이다.

1.2.1 그리 멀지 않은 과거
휴대전화용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초창기에는 개발자들이 대개 저수준 C나 C++로
코딩했으며, 코딩의 대상이 되는 특정 하드웨어를 이해해야만 했다. 이 하드웨어는 특정 제조
업체의 단일 기기이거나 복수의 기기군이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 내재된 복잡성은 종종
하드웨어보다 뒤떨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했다. 하드웨어 기술과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발
전하면서 이 폐쇄적인 접근 방식은 퇴출됐다.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역사에서 그다음으로 중요한 진보는 자바로 호스팅되는 미
들릿(JAVA-hosted MIDlet)의 도입에서 비롯됐다. 미들릿은 기기의 하드웨어가 추상화된 프로세
스인 자바 가상 머신(JVM, Java Virtual Machine)에서 실행되고, 개발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
바 런타임이 지원되는 기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은 기기의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가다. 이와 마찬가지
로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들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만든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 것
과는 다른 하드웨어 접근 및 실행 권한을 부여받는 일도 다반사였다. 한편 미들릿은 그보다도
적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1.2 그리 깊지 않은 배경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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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의 고객층은 자바 미들릿의 도입으로 인해 확대됐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저수준의 하드웨어 접근과 샌드박스에 의한 실행 기능이 부족한 탓에 일반적인 데스크톱 프
로그램 및 웹사이트의 작은 화면용 간소화 버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핸드헬드 플
랫폼의 본질적인 특징인 이동성이라는 장점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1.2.2 시대를 앞서가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출시 당시 현대 모바일 운영 체제의 새로운 물결이었다. 날로 늘어나는 강력한
모바일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었다.
안드로이드는 오픈 소스인 리눅스 커널로 빌드된 공개형 개발 플랫폼이다. 애플리케이션은 일
련의 API 라이브러리를 통해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간 상호 작용은 세
밀하게 통제되기는 하지만 온전히 지원된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시 말해, 서드파티 애플리케
이션이나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API로 작성되고, 동일한 런타임에 실행
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더 나아가 전화(통화) 애플리케이션이나 홈 화면
까지도 서드파티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3 안드로이드 생태계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임베디드 기기용 무료 오픈 소스 운영 체제
➤ 애플리케이션 제작용 오픈 소스 개발 플랫폼
➤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로 구동되는 기기(와 기기용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안드로이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종속 요소들로 구성된다.
➤ 호환성 정의 문서(CDD, Compatibility Definition Document)와 호환성 테스트 스위트

(CTS, Compatibility Test Suite).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을 지원하기 위한 기기의 요

건을 기술한다.
➤ 리눅스 운영 체제 커널. 하드웨어 및 메모리 관리와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저수준

인터페이스를 모바일 및 임베디드 기기에 최적화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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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SQLite, 웹킷, OpenGL, 미디어 매

니저 등이 있다.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호스팅하는 데 사용되는 런타임으로, 안드로

이드 전용 기능을 제공하는 코어 라이브러리와 안드로이드 런타임(ART, Android Run
Time) 등이 있다. ART는 임베디드 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와 높은 효율성

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윈도우 매니저(Window Manager), 위치 매니저(Loca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 전화 통신(telephony), 센서 등을 비롯한 시스템 서비스를 애플

리케이션 계층에 내부 구조를 가린 채 노출한다.
➤

UI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된다.

➤ 사전에 설치된 코어 애플리케이션
➤

SDK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관련 도구와 IDE, 샘플 코드, 문서 등이
포함된다.

안드로이드가 매력적인 이유는 안드로이드만의 열린 철학 때문이다. 이 덕분에 UI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의 부족한 부분은 확장 기능이나 대체 기능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안드
로이드는 개발자들에게 처음 의도했던 시각적 느낌과 기능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
는 토대를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로 구동되는 기기 사용자가 월간 수십억 명 이상이고, 2019년 한 해에만
구글 플레이로부터 다운로드해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의 수가 1,000억 개에 육박한 안
드로이드 생태계는 수십 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
회라고 할 수 있다.

1.4 사전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들
안드로이드 기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사전에 설치돼 제
공된다.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전화(통화) 애플리케이션
➤

SMS 관리 애플리케이션

1.4 사전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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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브라우저
➤ 이메일 클라이언트
➤ 달력
➤ 연락처
➤ 음악 플레이어와 사진 갤러리
➤ 카메라와 동영상 녹화 애플리케이션
➤ 계산기
➤ 홈 화면
➤ 알람

안드로이드 기기는 대개 다음과 같은 구글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서드파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구글 지도에는 스트리트 뷰, 주행 방향 및 턴바이턴 방식의 내비게이션, 위성 사진, 교

통 상황 등이 포함된다.
➤ 지메일 클라이언트
➤ 유튜브 비디오 플레이어
➤ 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
➤ 구글 홈 화면과 구글 어시스턴스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은 이들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거나 저장되는 데이터, 예를
들어 연락처 세부 항목 등에도 접근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내역은 하드웨어 제조사나 이동 통신사,
기기의 종류마다 다르다.
오픈 소스라는 안드로이드의 본질적인 특징은 이동 통신사와 OEM 업체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내장되는 UI나 애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맞춤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안드로이드 호환 기기의 경우, 기본 플랫폼이나 SDK가 OEM 업체
나 이동 통신사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드로이드 호환 기
기마다 UI의 시각적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들의 기능은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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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의 특징
안드로이드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API에 있다.
안드로이드는 애플리케이션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갓 개봉한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애플리케이
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리스트는 가장 주목할 만한 안드로이드의 기능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GSM, EDGE, 3G, 4G, LTE, 5G, 와이파이 네트워크 지원에 따른 전화 통신 및 인터
넷 리소스에 대한 접근의 투명성.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및 와이파이 네
트워크로 전송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

➤

GPS 및 네트워크 기반 위치 감지 등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포괄적인 API

➤

UI 안에 지도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전적인 지원

➤ 완벽한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제어.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한 재생 및 리코딩이 포함

된다.
➤ 다양한 형식의 오디오/비디오 및 정지 영상의 재생과 리코딩을 위한 미디어 라이브러리
➤ 가속도계와 나침반, 기압계, 지문 센서 등과 같은 센서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 와이파이, 블루투스,

API

NFC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 연락처, 달력, 멀티미디어 등을 위한 공유 데이터 저장소 및

API

➤ 백그라운드 서비스와 고급 알림 시스템
➤ 통합 웹 브라우저
➤ 경로 기반

2D 그래픽 라이브러리와 OpenGL ES 2.0을 사용한 3D 그래픽 지원 등 모

바일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가속 그래픽
➤ 동적 리소스 프레임워크를 통한 현지화(localization)

1.6 안드로이드 구동 기기
최초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단말기인 T-모바일의 G1은 2008년 10월 미국에서 출시됐다. 2019
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월간 수십억 대 이상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사용되며, 안드로이
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스마트폰 운영 체제가 됐다.

1.6 안드로이드 구동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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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는 단일 하드웨어에서 구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운영 체제가 아니다. 안드
로이드는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이나 텔레비전, 시계나 사물 인터넷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는 라이선스나 전용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단말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기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강력한 애플리케이션들로 구성된 광대한 생태계
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낮다. 이 덕분에 기기 제조사들은 더욱 다양한 맞춤형 하드웨어
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삼성, HTC, 모토로라를 비롯한 수많은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기를 생산하고 있고, 이 기기
들은 전 세계 수백 여 개의 이동 통신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배포되고 있다.

1.7 모바일 개발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
스마트폰의 눈부신 발전과 높은 개인적 친화력 덕분에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자기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이 손에 없거나 네트워크
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컴퓨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발 플랫폼이 필요하다. 마이크와 카메라, 터치스크린, 위치 감지, 환경 센서로 무장한 스마
트폰은 우리에게 여섯 번째 또는 일곱 번째 감각기관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컴퓨터 사용자 수를 추월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30억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자 수가 컴퓨터를
통한 접속자 수를 처음으로 앞선 해였다.
날로 늘어가는 스마트폰의 인기는 초고속 모바일 데이터 및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더불어 고
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대 수요를 만들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사람들의 전화 사용 방식도 바꿨다. 그 결과 개발자는 사람들의 삶
에서 중요한 일부가 되는, 동적이고 매력적인 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
회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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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드로이드 개발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최대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현대 모바일 기
기가 개발자에 의해, 개발자를 위해 설계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
한 동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공개 SDK와 탁월한 문서, 다양한 범위의 기기 및 폼 팩터,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개발자 커뮤니티로 대변되고, 라이선스 비용도 들지 않는 안드로이드는 사람들의 삶
을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회라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진입 장벽은 매우 낮다.
➤ 자격증이 필요 없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유·무료 구매, 애플

리케이션 결제, 구독 등을 제공한다.
➤ 개발자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완전한 제어권을 가진다.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드로이드는 가장 보편적인 운영 체제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안드
로이드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전 세계 사용자들이 사용하
도록 할 수 있는 비교 불가한 수단인 것이다.

1.9 개발자 프레임워크 소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자바나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며, ART에 의해 실행
된다.
참고
그동안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자바 언어로 작성했다. 그러나 이제는 코틀린(kotlin) 언어
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코틀린은 자바처럼 JVM 언어이며, ART에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자바와
코틀린 코드는 100% 상호 운용되므로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마다 분리된 프로세스로 실행된다. 따라서 메모리
및 프로세스 관리 책임은 ART의 몫이다. ART는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 프로세스들을 중지
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1.9 개발자 프레임워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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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각종 서비스와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API가 해주는 반면, ART는 리
눅스 커널 위에서 드라이버 및 메모리 관리 등과 같은 저수준 하드웨어의 상호 작용을 처리
한다.

1.9.1 함께 제공되는 것들
안드로이드 SDK에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기 위한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 안드로이드 API 라이브러리:

SDK의 핵심은 개발자에게 안드로이드 스택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API 라이브러리다. 이 라이브러리는 구글이 네이티브 안드로이
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한다.
➤ 개발 도구:

SDK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와 각종 개발 도구가 포함돼 있다. 이 도

구들을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하고 디버깅해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들 개발 도구에 관해서는 2장 ‘시작하기’에
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 AVD(Android Virtual Device)와 에뮬레이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Android Emulator)는 실

제 모바일 기기처럼 동작하는 에뮬레이터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 하드웨어 구성을 시
뮬레이션해 주는 AVD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면 실제
장치에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보이는지 알 수 있으므로 탁월한 개발 환경
을 제공한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하드웨어 중립적이므로 더 좋은 독립적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 완벽한 문서:

SDK에는 각 패키지 및 클래스의 구성과 사용법에 대한 전방위적인 코드

수준의 참고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안드로이드의 참고 문서와 개발자 가이
드에서는 안드로이드 개발 시작하기, 안드로이드 개발 이면의 세부 내용, 모범 사례, 프
레임워크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 샘플 코드: 안드로이드

SDK에는 안드로이드의 여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샘

플 애플리케이션들이 선별돼 있다. 그뿐 아니라 개별 API 기능의 사용법을 알려 줄 간
단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 온라인 지원: 안드로이드는 슬랙(Slack)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스택 오버플로(Stack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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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tackoverflow.com/questions/tagged/android)는 각종 안드로이드 관련 질문들이 모

이는 일종의 종착역과 같은 곳이며, 초보자 수준의 대답을 찾기 쉬운 곳이기도 하
다. 구글 출신의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들은 주로 스택 오버플로와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1.9.2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이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스택은 리눅스 커널과 일련의 C/C++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 C/C++
라이브러리들은 런타임과 애플리케이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관리까지 책임지는 애플리케
이션 프레임워크를 통해 노출된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1-1처럼 나타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우리가 작성한 앱

서드파티 앱

시스템 앱 / 번들 앱

구글 플레이 서비스

파이어베이스

지원 라이브러리 / 호환성 라이브러리 / 전용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지원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뷰

액티비티 매니저

프래그먼트 매니저

리소스 매니저

알림 매니저

콘텐트 프로바이더

전화 통신 매니저

윈도우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

위치 매니저

네이티브(C/C++)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런타임

미디어

libc

그래픽
(OpenGL, ...)

안드로이드 런타임
(ART)

SQLite

SSL 및 웹킷

...

안드로이드 코어
라이브러리

오디오

자동차

블루투스

카메라

미디어

주변기기

센서

저장소

하드웨어 추상 레이어(HAL)

DRM

텔레비전

1.9 개발자 프레임워크 소개
리눅스 커널

하드웨어 드라이버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바인더(IPC)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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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libc

그래픽
(OpenGL, ...)

안드로이드 런타임
(ART)

SQLite

SSL 및 웹킷

...

안드로이드 코어
라이브러리

오디오

자동차

블루투스

카메라

DRM

미디어

주변기기

센서

저장소

텔레비전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바인더(IPC)

보안

하드웨어 추상 레이어(HAL)

리눅스 커널

하드웨어 드라이버

전력 관리

◐ 그림 1-1

➤ 리눅스 커널: 코어 서비스들(하드웨어 드라이버, 프로세스 및 메모리 관리, 보안, 네트워크, 전

원 관리 포함)은 리눅스 커널이 처리한다(구체적인 커널 버전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버전과 하
드웨어 플랫폼에 따라 다르다).
➤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 계층(HAL, Hardware Application Layer): 물리적인 기기 하드웨어와

나머지 스택 사이의 추상화 계층을 제공한다.
➤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는 커널과

HAL 위에서 실행되며, libc와 SSL 등을 비롯해 다음

과 같은 다양한 C/C++ 코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다.

• 오디오와 비디오 미디어의 재생을 위한 미디어 라이브러리
• 디스플레이 관리를 제공하는 서피스 매니저(surface manager)
• 2D 및 3D 그래픽을 위한 SGL과 OpenGL 등의 그래픽 라이브러리
•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위한 SQLite
• 통합된 웹 브라우저와 인터넷 보안을 위한 SSL 및 웹킷
➤ ART: 안드로이드 폰을 리눅스의 모바일 구현이 아닌 안드로이드 폰답게 만든다.

ART

는 코어 라이브러리들을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토대를 형성하고, 애플리
케이션에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이다.
➤ 코어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자바나 코틀

린이긴 하지만 ART는 자바 VM이 아니다. 안드로이드의 코어 라이브러리는 자바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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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라이브러리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전용 라이브러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들을

제공한다. 또한 하드웨어 접근에 대한 일반 추상화(generic abstraction)를 제공하고, UI
와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관리한다.
➤ 애플리케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애플리케이션은 네이티브나 서드파티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한 A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빌드된다. 애플리
케이션 계층은 ART 안에서 실행되며, 이때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클래스와 서비스를 사용한다.

1.9.3 안드로이드 런타임
안드로이드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ART다. 안드로이드는 여러 인스턴스를 하나의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자바 ME와 같은 기존 자바 VM 대신 자체 맞춤형 런
타임을 사용한다.

ART는 기기의 리눅스 커널을 사용해 보안이나 스레드 처리, 프로세스 및 메모리 관리를 비롯
한 저수준의 기능들을 처리한다. 그리고 ART에서는 리눅스 운영 체제에 더 가깝게 실행되는

C/C++ 애플리케이션도 작성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일 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안드로이드는 C/C++의 속도나 효율성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네이티브 개발
키트(NDK, Native Development Kit)를 제공한다. NDK는 libc 및 libm 라이브러리 그리고 네이
티브 OpenGL 접근을 사용해 C++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참고
이 책에서는 ART 안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SDK로 만드는 과정에만 집중한다. NDK 개발은
이 책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다. NDK 개발에 관심이 있고 안드로이드의 리눅스 커널이나 C/C++의
하부 구조를 살펴보거나 ART를 수정하는 등 더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보려면 source.android.com의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참고하라.

모든 안드로이드 하드웨어와 시스템 서비스의 접근은 ART가 관리하며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을 주관하므로 개발자는 특정 하드웨어 구현에 관해 일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1.9 개발자 프레임워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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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초기에 구현된 가상 머신 이름인 달빅(Dalvik) 이후에 개명된 ART는 달빅 실행 파
일(.dex)을 실행한다. .dex는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 파일 형식이다. SDK에 제
공되는 도구를 사용하면 자바 또는 코틀린 언어로 컴파일된 클래스를 변환하여 .dex 파일로
생성할 수 있다.
참고
달빅 실행 파일의 생성 방법은 2장 ‘시작하기’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9.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안드로이드의 아키텍처는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액티비티와 서비스, 데이터를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하기도 쉽다. 이때의 접근 권한은 정의해 둔 보안 조치에 따라 관리
된다.
연락처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통화) 애플리케이션의 대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구조도 이와
같다. 따라서 다른 개발자는 이 구조대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위에 새 UI를 만들거
나 기존 기능을 확장하는 식으로 빌드할 수 있다.
다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모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아키텍처로, 소프트웨
어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액티비티 매니저(Activity Manager)와 프래그먼트 매니저(Fragment Manager): 액티비티와 프

래그먼트는 애플리케이션의 UI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액티비티 매니저와 프래그먼
트 매니저는 3장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기타 등등’과 5장 ‘사용자 인터
페이스 빌드하기’에서 설명할 액티비티 스택의 관리를 비롯해 각각 액티비티와 프래그
먼트의 수명 주기를 제어한다.
➤ 뷰(View):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 안에서

UI 컨트롤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관

련된 내용은 5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빌드하기’에서 설명한다.
➤ 알림 매니저(Notification Manager):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달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간섭

되지 않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1장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기’
에서 설명한다.
➤ 콘텐트 프로바이더(Content Provider):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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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내용은 10장 ‘콘텐트 프로바이더와 검색’에서 설명한다.
➤ 리소스 매니저(Resource Manager): 실행 코드가 아닌 문자열이나 그래픽 등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4장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그래들 빌드
파일 정의하기 및 리소스 외부화하기’에서 설명한다.
➤ 인텐트(Intent):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을 제

공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6장 ‘인텐트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설명한다.

1.9.5 안드로이드의 라이브러리들
안드로이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API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그 내역을 전부 싣지
않고 참고할 문서의 주소만 제공한다. developer.android.com/reference/packages.html에서 안
드로이드 SDK에 포함된 전체 패키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광범위한 모바일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설계됐다. 따라서 일부 고급 API나 선택
적인 API들의 지속성이나 구현은 호스트 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9 개발자 프레임워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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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들 자체와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통합됐지만, 궁극적으로는 독
립적으로 작동한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나 개발 컴퓨터의 명령행 또는 안드
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다.
빌드의 출력 결과는 명령행이든, 원격 컴퓨터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든 모두 동일
하다.
이 책에서는 빌드 시스템의 상호 작용을 관리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안
드로이드의 그래들 플러그인을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한다. 그래들과 커스텀 빌드, 그
래들 빌드 스크립트를 온전하게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developer.android.com/studio/build/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그래들과 안드로이드의 그래들 플러그인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별개이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는 별도로 빌드 도구를 업데이트하라는 알림을 받을 것이다. 이는 SDK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2.4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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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3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기타 등등

3장의 주요 내용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소개하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수명 주기 이해하기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 이해하기
 새 액티비티 만들기
 액티비티의 상태 전환과 수명 주기 이해하기
 시스템 메모리 압박 대처하기
 프래그먼트 만들기와 사용하기

3장에 사용된 코드의 다운로드용 파일
3장은 다음 2개의 파일로 되어 있다.
Snippets_ch3.zip

Earthquake_ch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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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흔히 ‘앱’으로 줄여 부르는 안드로이드의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네이티브로 설치
되고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
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에는 무엇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좋다. 3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시각적인 컴포넌트인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를 중심으
로 각 컴포넌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2장 ‘시작하기’에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ART 인스턴스에서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
된다고 언급했지만 3장에서는 ART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방식과 그에 따라 애플리케이
션이 수명 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는 그 우선순위를 결정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시스템에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해질 때 중단 가능성이 결정된다. 이
와 더불어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의 상태, 상태 전환, 이벤트 핸들러에 대해서도 다룬다.

Activity 클래스는 모든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의 기반이다. 여기서는 액티비티를 어떻게 생
성하는지 배우고, 액티비티의 수명 주기를 이해하며, 또한 액티비티가 애플리케이션의 수명과
우선순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기의 화면 크기나 해상도가 다양해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범위 또한 넓
어졌다. 프래그먼트 API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동적 레이아웃을 지원한다.
여기서는 프래그먼트를 사용해 UI 컴포넌트 안에서 상태 데이터의 캡슐화 방법과 다양한 기
기 종류 및 화면 크기, 해상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 생성 방법을 살펴본다.

3.2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은 느슨하게 결합돼 있다. 이 결합은 각 컴포
넌트와 그 상호 작용 방식을 기술하는 애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의 몫이다. 다음 컴포넌트들은
모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빌딩 블록을 구성한다.
➤ 액티비티: 애플리케이션의 표현 계층이다. 애플리케이션의

UI는 하나 이상의 Activity

클래스를 확장해 빌드된다. 액티비티는 프래그먼트와 뷰를 사용해 정보를 화면에 표현
하고 사용자 동작에 응답한다. 데스크톱 개발이라면 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자세한

3.2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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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3장의 뒷부분에서 다룬다.
➤ 서비스: 서비스 컴포넌트는

UI 없이 실행돼 데이터 소스를 업데이트하고 알림을 만

들어 내며, 인텐트를 브로드캐스트한다. 서비스 컴포넌트는 지속 실행 태스크(longrunning task), 즉 사용자 상호 작용이 필요하지 않은 태스크(애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가 활
성 상태가 아닐 때도 계속돼야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1장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기’에서 다룬다.
➤ 인텐트: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간 메시지 전달 프레임워크다. 인텐트는 안드로이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인텐트로 액티비티와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시
스템 차원의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하거나 특정 액티비티 또는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Broadcast Receiver)로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에
수행될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명시적 인텐트, 암시적 인텐트, 브로드캐스트 인텐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6장 ‘인텐트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다룬다.
➤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단순히 ‘리시버’라고도 부르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특정 영

역의 인텐트를 주시하도록 지정된 애플리케이션에서 브로드캐스트 인텐트를 수신하
는 데 사용된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수신된 인텐트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답하
도록 하므로 이벤트 구동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는 완벽한 도구인 셈이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6장 ‘인텐트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인텐트와 함께 설명
한다.
➤ 콘텐트 프로바이더: 콘텐트 프로바이더(Content Provider)는 애플리케이션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해당 애
플리케이션이 노출한 콘텐트 프로바이더에도 접근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몇
가지 네이티브 콘텐트 프로바이더가 함께 제공되며, 이들은 미디어 저장소나 연락처와
같은 활용도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노출해 준다. 콘텐트 프로바이더를 만들거나 사용하
는 방법은 10장 ‘콘텐트 프로바이더와 검색’에서 다룬다.
➤ 알림: 알림(Notification)은 현재 액티비티를 방해하거나 포커스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들을 알리는 방법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이 보이
지 않을 때, 즉 활성 상태가 아닐 때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으로,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지
메일(Gmail) 애플리케이션은 기기가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았을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통해 알린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림을 만드는 방법은 11장 ‘백그라운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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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기’에서 설명한다.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 간의 의존성을 제거하면 개별 콘텐트 프로바이더나 서비스를 비롯
해 액티비티까지도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수명 주기, 우선순위, 프로
3.3 안
세스 상태
안드로이드는 다른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달리, 앱의 수명 주기를 안드로이드 플랫
폼이 제어한다. 그 대신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들은 애플리케이션 상태의 변화를 주시하다
가 변화를 감지하면 즉각 반응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중단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
비돼 있어야 한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것이 기본이며, 프로세스마다 ART의
개별 인스턴스를 실행한다. 메모리 및 프로세스 관리는 런타임이 전담한다.
참고
앱의 매니페스트 파일(AndroidManifest.xml)의 서비스 요소(<service>로 정의됨)에 android:
process 속성을 지정하면 한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들이 여러 프로세스로 실행되도록 할 수
있으며,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공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가 리소스를 관리하는 방식은 사뭇 공격적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면 뭐든지 한다. 실제로 이 원칙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고도 없이
프로세스, 즉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해 우선순위가 더 높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만큼
리소스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프로세스를 종료해 리소스를 확보하는 순서는 프로세스를 호스팅한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
위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컴포넌
트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두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가 같다면 그 우선순위로 더 오래 지속된 프로세스를 으레 먼저
종료시킨다.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프로세스 간의 의존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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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나 콘텐트 프로바이더에 대한 의존성을 가진
다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이 지원하는 처음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최소한으로 지
정받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와 그 우선순위에 따른 작업이 서로 부합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
조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애플리케이션이 구조화되지 않으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도
중에 종료될 수도 있고, 리소스가 확보돼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이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정지
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실행 중인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림 3-1은 애플리케이션의 정지 순서가 결정되는 기준인 우선순위 트리다.

1. 활성 프로세스

최고 우선순위

2. 가시 프로세스

높은 우선순위

3. 시작된 백그라운드 서비스

중간 우선순위

4.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낮은 우선순위

◐ 그림 3-1

이제 그림 3-1로 나타낸 애플리케이션 상태의 세부 내용을 비롯해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그 컴
포넌트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 활성 프로세스(최고 우선순위): 활성(포어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애

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가진다. 이들은 안드로이드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확보
한 리소스를 바탕으로 부드럽고 적절한 반응성을 보장받아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이다.
활성 프로세스에는 하나 이상의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가 포함된다.

• 활성 상태의 액티비티, 즉 사용자 이벤트에 반응하는 포어그라운드 액티비티
• 6장 ‘인텐트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설명할 이벤트 핸들러인 onReceiver를 실
행하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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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기’에서 설명할 이벤트 핸들러인 onStart, onCreate,
onDestroy를 실행하는 서비스
➤ 가시 프로세스(높은 우선순위): 보이기는 하지만 비활성 상태인(visible but inactive) 프로세

스들은 ‘보이는’ 액티비티 또는 포어그라운드 서비스를 호스팅한다. 보이는 액티비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지만 포어그라운드에는 없으며,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는 액티비티가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투명한 액티비티에 의해)
일부분만 가려질 때, 다시 말해 멀티윈도우 환경에서 활성 상태가 아닌 윈도우가 될 때
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가시 프로세스는 많지 않으며,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종
료돼 활성 프로세스의 지속적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API 레
벨 23)부터는 포어그라운드에서 실행되도록 지정된 실행 중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활성

프로세스보다 낮다. 이에 따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상당한 메모리를 요구하며 계속 실
행되려는 활성 액티비티를 허용하기 위해 포어그라운드 서비스를 종료시키기도 한다.
➤ 시작된 백그라운드 서비스 프로세스(중간 우선순위): 시작된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호스팅

하는 프로세스다. 이런 서비스들은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 액티비티나 포어그라운드 서비스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자세한 내용은 11장 ‘백그
라운드에서 작업하기’에서 다룬다.
➤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낮은 우선순위): 화면에 보이지 않는 액티비티나 실행 중인 서비스를

갖지 않는 액티비티를 호스팅하는 프로세스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홈 버튼이나 ‘최근
앱’ 버튼을 눌러서 앱들을 전환하면 직전에 동작하던 애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들
어간다. 대개의 경우 기기에서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앱은 많이 있으며, 안드로이드는
마지막으로 보였던 것을 먼저 종료시키는 패턴을 사용해서 백그라운드 앱을 종료시킨
다. 이때 포어그라운드 프로세스에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메모리를
소비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4 안드로이드의 Application 클래스
애플리케이션의 Application 객체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마다 인스턴스로 생성되어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액티비티와 달리 안드로이드 기기의 구성 변경(예를 들어, 기기를 가로나 세로
로 회전할 때)이 생겨도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3.4 안드로이드의 Application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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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구현하면 ART가 브로드캐스트하는 애플리케이션 수준
의 이벤트( 메모리 부족 상태)에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현한 Application 서브 클래스가 매니페스트 파일에 등록되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생성된다. 따라서 커스텀 Application 클래
스의 서브 클래스는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되는 싱글톤(singleton)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3.5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자세히 살펴보기
액티비티 1개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화면 1개를 나타낸다.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질수록 필요한 화면도 많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1차 인터페이스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액티비티’는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UI
를 담당하므로 반드시 포함된다. 이 1차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여러 2차 액티비티의 지원
을 받는다.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려면 새 액티비티를 시작해야 한다(또는 기존 액티비티에서 복
귀해야 한다).

3.5.1 액티비티 생성하기
새 액티비티를 만들 때는 Activity 클래스 또는 이것의 서브 클래스 중 1개(대개는 3.5.2 ‘App
CompatActivity 사용하기’ 절에서 설명할 AppCompatActivity)로부터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를 생성

한다. UI 지정과 기능 구현은 새 클래스에서 하면 된다. 코드 3-1은 새 Activity 기본 코드다.
코드 3-1

Activity 기본 코드

package com.professionalandroid.apps.helloworld;
import android.app.Activity;
import android.os.Bundle;
public class MyActivity extends Activ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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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비티 인스턴스가 최초 생성될 때 호출된다. */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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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Activity 클래스는 빈 화면을 나타내며, 창(window)을 보여주는 처리를 하는 코드를 갖는
다. 빈 Activity는 그리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우선 프래그먼트와 레이아웃, 뷰를 사용해 UI
를 만들어야 한다.
뷰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사용자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UI 위젯/컨트롤이다, 안드로이드는 몇
가지 레이아웃 클래스를 제공한다. 이들을 묶어 뷰 그룹(View Group)이라고 하며, UI를 배치
하는 데 유용한 여러 뷰를 제공한다. 3장의 뒷부분에서 다룰 프래그먼트도 UI의 각 세그먼트
를 캡슐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세그먼트를 캡슐화하면 여러 화면 크기나 방향에 맞춰 최
적화된 레이아웃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동적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참고
뷰와 뷰 그룹, 레이아웃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종류와 그 사용 방법, 생성 방법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5장 ‘사용자 인터페이스 빌드하기’에서 다룬다.

UI를 액티비티에 지정하려면 onCreate 메서드에서 setContentView를 호출해야 한다. 다음은
TextView의 인스턴스가 액티비티의 UI로 사용되는 조각 코드다.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TextView textView = new TextView(this);
setContentView(textView);
}

이제 살짝 복잡한 UI 디자인을 적용해 보자. 레이아웃 뷰 그룹을 사용하면 코드상으로도 레
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다음 조각 코드처럼 외부 리소스에서 정의된 레이아웃의 리소
스 ID를 넘겨 주는 안드로이드 표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main);
}

애플리케이션에서 액티비티를 사용하려면 매니페스트에 등록해야 한다. 새 activity 태그를 매
니페스트의 application 노드 안에 추가한다. activity 태그는 Activity가 사용하는 레이블, 아

3.5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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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콘, 요구 권한, 테마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 속성들도 포함한다.
<activity android:label="@string/app_name"
android:name=".MyActivity">
</activity>

activity 태그가 없는 액티비티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런 액티비티를 시작하려고 하면 런타임 예
외가 발생한다.

activity 태그 안에 intent-filter 노드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 노드는 액티비티를 시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인텐트를 지정할 때 필요하다. 인텐트 필터는 Activity가 지원하는 하나 이상
의 액션과 카테고리를 정의한다. 인텐트와 인텐트 필터는 6장 ‘인텐트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애플리케이션 론처로부터 Activity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코
드 3-2처럼 MAIN 액션과 LAUNCHER 카테고리가 지정된 인텐트 필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코드 3-2

메인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 정의

<activity android:label="@string/app_name"
android:name=".MyActivity">
<intent-filter>
<action android:name="android.intent.action.MAIN" />
<category android:name="android.intent.category.LAUNCHER" />
</intent-filter>
</activity>

3.5.2 AppCompatActivity 사용하기

2장 ‘시작하기’에서 언급한 대로 AppCompatActivity 클래스는 안드로이드 지원 라이브러리에
서 사용할 수 있는 Activity의 서브 클래스다. 이 클래스는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의 Activity
클래스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구 버전의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위 호환성을 제
공한다.
이런 이유에서 Activity 대신 AppCompatActivity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책에
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액티비티라고 언급하면 AppCompatActivity의 서브 클래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코드 3-3에서는 코드 3-1의 Activity 대신 AppCompatActivity를 기본 액티비티 클래스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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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코드 3-3

AppCompatActivity 액티비티의 기본 코드

package com.professionalandroid.apps.helloworld;
import android.support.v7.app.AppCompatActivity;
import android.os.Bundle;
public class MyActivity extends AppCompatActivity {

}

/** 액티비티 인스턴스가 최초 생성될 때 호출된다. */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

3.5.3 액티비티의 수명 주기
애플리케이션에서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의 리소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려면
액티비티 수명 주기를 잘 알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의 프로세스 수명을 제어하지 않는다. 각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와 그 안의 각 액티비티를 ART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ART는 액티비티의 프로세스에 대한 종료와 관리를 처리한다. 그러나 액티비티의 상태는 자신
이 속한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기준
으로 ART는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그 내부에서 실행되는 액티비티들을 종료시킨다.

액티비티의 상태와 LRU 리스트
액티비티의 상태는 액티비티 스택(또는 ‘백 스택’) 내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스택은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액티비티가 LIFO 구조에 따라 모인 집합체를 말한다. 새 액티비티가 시작하면 활성
상태가 되고 스택에서 맨 위로 옮겨진다. 사용자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뒤로 이동하거나 포
어그라운드 액티비티가 다른 이유로 닫히면 스택에서 아래쪽에 있던 순서상 그다음 액티비티
가 위로 옮겨지고 활성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을 그림 3-2에 나타냈다.

3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액티비티 가운데 우선순위
가 더 높은 것의 영향을 받는다. 안드로이드의 메모리 관리자가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종료

3.5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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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애플리케이션을 결정할 때는 이 액티비티 스택을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의 우선순위
를 결정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액티비티도 보이는 상태가 아닐 때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LRU(Least
Recently Used) 리스트에 오른다. LRU 리스트는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할 애플리케이션

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새 액티비티

제거

활성 액티비티
뒤로 가기 버튼 눌림
또는
액티비티 닫힘

새 액티비티
시작

이전 활성 액티비티

...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
제거됨

이전 활성 액티비티
액티비티 스택

◐ 그림 3-2

액티비티의 상태
애플리케이션의 수명 주기 내내 이 액티비티들은 그림 3-2처럼 액티비티 스택의 위와 아래를
오르내린다. 이 과정에서 다음 네 가지 상태로 전환된다.
➤ 활성(active): 스택에서 맨 위에 있는 액티비티는 가시적이고 포커스를 가진 포어그라운

드 액티비티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다. 안드로이드는 어떻게든 이 액티비티가 살아서
동작하게 해준다.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이 액티
비티가 필요한 리소스를 가질 수 있도록 스택의 훨씬 밑에 있는 액티비티를 갖는 애플
리케이션을 종료시킨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는 다른 액티비티가 활성 상태가 되면 일시
정지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정지된다.
➤ 일시 정지(paused): 경우에 따라서는 액티비티가 보이기만 할 뿐 포커스를 갖지는 않는

데, 이 상태를 ‘일시 정지’라고 한다. 일시 정지 상태는 멀티윈도우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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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5

사용자 인터페이스 빌드하기

5장의 주요 내용
 밀도 독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뷰와 레이아웃 사용하기
 레이아웃 최적화하기
 리스트와 그리드 다루기
 리사이클러 뷰와 어댑터 사용하기
 데이터 바인딩 구현하기
 뷰 확장하기, 그룹화하기, 생성하기, 사용하기

5장에 사용된 코드의 다운로드용 파일
5장은 다음 4개의 파일로 되어 있다.
Snippets_ch5.zip

Earthquake_ch5_1.zip

Earthquake_ch5_2.zip
Compass_ch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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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안드로이드 디자인의 토대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 스티븐 프라이(Stephen Fry)는 디지털 기기의 디자인에서 스타일과 본질
의 상호 작용을 다음처럼 묘사했다.
“스타일이 전혀 없는 기기도 기능할 수 있는 것처럼. 근사하게 기능하지 않는 기기
도 스타일리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중략)… 그렇다. 아름다움이 중요하
다. 진짜로 정말로 중요하다.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부가적인
것도 아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 자체다.”

프라이가 묘사한 것은 기기 자체의 스타일이었지만 기기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은 이후 널리 회자됐고,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은 스마트 기기들의 성공에 힘입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됐다.
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 해상도도 더 높아진 디스플레이는 애플리케이션을 점점 더 시각적으
로 바뀌게 했다. 전화라는 것이 순전히 기능적인 기기에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안드로
이드 기기가 전화라는 폼 팩터를 넘어서면서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은 지극히
중요해졌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와 같은 주목은 다시 다루
게 될 머티리얼 디자인(Material Design) 철학의 탄생과 채택으로 분명해졌다.

5장에서는 UI를 만들 수 있는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선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 안에서 직관적인 기능성 UI를 만들기 위한 뷰 사용법을 소개한다.
안드로이드 UI의 개별 요소들은 뷰 그룹 클래스에서 파생된 다양한 레이아웃 매니저를 통해
화면에 배치된다. 5장에서는 몇 가지 네이티브 레이아웃 클래스들과 그 사용법을 소개하고 레
이아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안드로이드의 데이터 바인딩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레이아웃에 맞춰 UI에 데이
터를 동적으로 바인딩할 때 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한다. 많은 UI가 콘텐트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메인 데이터 소스에 연결된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리사이클러 뷰(RecyclerView) 사용법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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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는 사용할 수 있는 뷰와 뷰 그룹을 확장하고, 맞춤 구성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한다. 여기서는 뷰를 결합해 서브컨트롤과 상호 작용하며 재사용할 수 있는 원자적 UI 요소
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뷰를 직접 만들어 데이터를 표시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한다.

5.2 밀도 독립적인 디자인
UI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과 사용성(Userbility)은 여기서 알아보는 깊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고 즐기게 될 UI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과장
할 수 없을 것이다.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실로 다양하며, 그 화면 크기나 폼 팩터가 제각각이다. UI 관점에서 보
면, 이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픽셀의 개수와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의 기본 밀도가
기기마다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기기 밀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화면을 추상화하려면 항상 밀도 독립적인 픽셀(dp)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밀도 독립적인 픽셀은 ‘물리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dp
단위로 동일한 크기의 두 UI 요소는 저밀도 기기나 최신 초고밀도 기기에서 화면상 동일한 크
기로 보인다. 사용자는 (손가락으로 시각적 요소를 터치하는 식으로) UI와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하
기 때문에 이 추상화의 중요성과 유용성은 분명해진다. 탭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버튼보다 더
짜증을 유발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다.
서체 크기에는 크기 비례 픽셀(sp)을 사용한다. sp는 dp와 같은 기본 밀도 독립성을 공유하지
만, 서체 크기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텍스트의 크기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이는
접근성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이 덕분에 사용자는 기기에 설치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체의 크기를 늘릴 수 있다.
안드로이드 5.0 롤리팝(API 레벨 21)에는 기기 독립적인 벡터 드로어블(Vector Drawable)이 도입
됐다. 벡터 드로어블은 XML 형식으로 정의되며, 크기 비례에 따라 어떤 화면 밀도도 지원한
다. 안드로이드 리소스 시스템은 이와 별개로 벡터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없는 애셋의 경우 그
래픽을 자동으로 다운 스케일, 즉 축소한다. 4장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그래들 빌드 파일
정의하기 및 리소스 외부화하기’에서 설명한 대로 각기 다른 리소스 폴더에 여러 리소스를 제

5.2 밀도 독립적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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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자인 밀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 각기 다른 화면 크기용으로 디자인을 최적화하고 적용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UI 요소들은 밀도 독립적인 픽셀(dp)의 관점, 텍스트
크기는 크기 비례 픽셀(sp)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3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토대
안드로이드의 모든 시각적 컴포넌트의 뿌리는 View 클래스이며, 그런 이유에서 뷰라고 총칭한
다. 뷰는 컨트롤이나 위젯(19장 ‘홈 화면 공략하기’에서 설명하는 홈 화면 애플리케이션 위젯과 혼동하
지 말 것)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다른 플랫폼에서 GUI 개발을 경험했다면 컨트롤이나 위젯은

이미 친숙한 용어일 것이다.

ViewGroup 클래스는 뷰의 확장판으로서 자식 뷰의 추가를 지원한다. 뷰 그룹은 자식 뷰의 크
기와 위치를 결정한다. 자식 뷰의 배치를 주로 담당하는 뷰 그룹을 가리켜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뷰 그룹은 뷰다. 따라서 여느 뷰처럼 뷰 그룹도 커스텀 UI를 그릴 수 있고, 사용자 상호 작용
도 처리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SDK에 포함된 뷰와 뷰 그룹은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UI를 빌드할 때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제공한다. UI 안에서 뷰를 만들고 배치하는 일은 코드상에서도 가능하지만,

XML 레이아웃 리소스를 사용해 UI를 빌드하고 구성하는 방법이 강력하게 권장된다. 이 접근
법에 따라 서로 다른 하드웨어 구성, 특히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춰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최
적화할 수 있다. 이때 (화면 방향의 변경 등) 하드웨어 변경에 따라 런타임에 레이아웃을 수정까
지 할 수 있다.
뷰마다 일련의 XML 속성이 포함된다. 이 속성은 레이아웃 리소스로부터 뷰의 초기 상태를
설정할 때 필요하다. 예를 들어, TextView에 텍스트를 설정하려면 android:text 속성을 설정해
야 한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UI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프
래그먼트에 도입되기 이전 SDK에서 사용할 수 있는 뷰를 확장하는 방법, 복합 컨트롤을 직접
만들어 빌드하는 방법, 맨 처음부터 새로 커스텀 뷰를 직접 만드는 방법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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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액티비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배치하기
새 액티비티는 시선을 잡아끄는 빈 화면으로 시작하며, 새 UI들은 그 위에 배치된다. UI를 배
치할 때는 setContentView를 호출한다. 이때 뷰 인스턴스, 즉 표시할 레이아웃 리소스를 전달
해야 한다.
빈 화면은 요즘의 상식적인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본능적인 호소력이 부족하다. 따
라서 onCreate 핸들러를 오버라이드할 때는 액티비티의 UI를 배치하기 위해 거의 항상

setContentView를 사용한다. setContentView 메서드는 뷰 계층 구조의 루트에서 레이아웃의
리소스 ID나 하나의 뷰 인스턴스 중 어느 하나를 받기 때문에 배치할 UI는 코드상에서 또는
최적화된 방법으로 외부 레이아웃 리소스를 사용해 정의할 수 있다.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main);
}

레이아웃 리소스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로직에서 표현 계층을 분리해 낼 수 있다. 이에 따
라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도 표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된다.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하드웨어 구성에 최적화된 각기 다른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때 (화면
방향의 변경 등) 하드웨어 변경에 따라 런타임에 레이아웃을 수정까지 할 수 있다.

레이아웃이 설정되면 다음과 같이 findViewById 메서드를 사용해 그 안에서 뷰의 참조를 가
져올 수 있다.
TextView myTextView = findViewById(R.id.myTextView);

프래그먼트를 사용해 액티비티의 UI 부분을 캡슐화할 때는 액티비티의 onCreate 핸들러 안
에서 설정된 뷰가 각 프래그먼트(또는 그 컨테이너)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레이아웃이 된다.
그리고 각 프래그먼트에 사용된 UI는 자신의 레이아웃에서 정의되고 프래그먼트 자체에서 인
플레이트되며, 거의 모든 경우 해당 프래그먼트에서만 처리돼야 한다.

5.3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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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레이아웃
대부분의 경우에 UI를 빌드하면 많은 뷰들이 포함되는데, 이 뷰들은 하나 이상의 중첩된 레
이아웃(ViewGroup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에 포함된다. 서로 다른 레이아웃과 뷰를 결합하면 훨
씬 복잡한 UI를 만들 수 있다.
안드로이드 SDK는 수많은 레이아웃 클래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수정
한 후에 사용할 수 있고, 작성할 뷰나 프래그먼트, 액티비티에 적합한 UI 레이아웃을 직접 만
들 수도 있다.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사용하기 쉬우며, 효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UI를 만들
기 위해 적합한 레이아웃을 찾는 도전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단, 그 전에 이 도전을 받아
들일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제 안드로이드 SDK에서 흔히 사용되는 레이아웃 클래스들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
다. 그림 5-1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프레임 레이아웃(FrameLayout): 레이아웃 매니저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프레임 레이아웃

은 그 프레임 안에 자식 뷰 하나하나를 고정한다. 기본 위치는 왼쪽 상단이다. 단, 이
위치는 자식 뷰에서 layout_gravity 속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식 뷰를 여럿 추가하
면 새 자식 뷰가 이전 뷰 위에 표시되므로 이전 뷰를 일부 가릴 수도 있다.
➤ 선형 레이아웃(LinearLayout): 선형 레이아웃은 자식 뷰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정렬한

다. 수직 레이아웃은 뷰가 몇 개의 열로 표시되는 반면, 수평 레이아웃은 몇 행으로
표시된다. 선형 레이아웃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자식 뷰의 상대적 크기를 제
어할 수 있는 layout_weight 속성을 지원한다.
➤ 상대적 레이아웃(RelativeLayout): 네이티브 레이아웃 가운데 가장 유연하다고 할 수 있지

만 렌더링이 부담되는 상대적 레이아웃은 자식 뷰들의 상대적인 위치나 레이아웃 경계
를 기준으로 한 자식 뷰의 위치를 정의한다.
➤ 제약 레이아웃(ConstraintLayout): 최신 레이아웃이자 가장 권장되는 레이아웃인 제약 레

이아웃은 복잡하고 큰 레이아웃을 중첩시키지 않고 배치하기 위해 고안됐다. 제약 레
이아웃은 상대적 레이아웃과 유사하지만 그보다는 유연성과 효율성이 더 크다. 제약
레이아웃은 자식 뷰들을 일련의 제약에 따라 배치한다. 한마디로 자식 뷰들을 그 경
계나 다른 자식 뷰 또는 커스텀 가이드라인에 맞춰 늘어놓는 것이다. 제약 레이아웃은
자체 비주얼 레이아웃 에디터를 제공한다. 이 에디터는 각 컨트롤의 위치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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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정의한다. XML을 수동으로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제약 레이아
웃은 안드로이드 지원 라이브러리의 제약 레이아웃 패키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하위 호환성이 지원된다.

프레임 레이아웃

선형 레이아웃

상대적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

◐ 그림 5-1

이 레이아웃들은 호스트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춰 크기가 비례적으로 적용된다. 미리 결정된
픽셀 값이나 절대 위치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안드로이드 하드웨어에서 무
리 없이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때 특히 유용하다.
레이아웃은 그 루트 노드에 지정된 다양한 속성( 선형 레이아웃의 android:orientation 속성)을
사용해 모든 자식 노드가 배치되는 방식을 변경한다.
<Linear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orientation="vertical">
[... Child Views ...]
</LinearLayout>

특정 자식 뷰의 크기나 위치를 변경할 때는 자식 노드 안에서 layout_ 속성들을 직접 사용한
다. 이 속성들은 부모 뷰 그룹에 배치 방식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Linear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orientation="vertical">

5.4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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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View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LinearLayout>

흔히 사용되는 layout_ 속성은 모든 뷰에 반드시 필요한 layout_width와 layout_height다. 하
지만 대부분의 속성들은 커스텀 자식 뷰 속성에 따라 레이아웃 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공식 안드로이드 문서에서는 각 레이아웃 클래스의 특징과 프로퍼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자 해당 문서의 주소인 developer.android.com/guide/

topics/ui/declaring-layout.html#CommonLayouts만을 제공한다.
참고
레이아웃 속성 관련 문서를 살펴볼 때는 LayoutParams 클래스 항목부터 읽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부모 레이아웃이 FrameLayout이라면, layout_gravity 속성에 해당하는 문서는 Frame

Layout.LayoutParams 클래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각 레이아웃이 소개될 때마다 그 사용법에 대한 실용적인 예시들을 제공하고 있
다. 5장의 뒷부분에서는 이들 레이아웃 클래스를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해 복합 컨트롤을 만
드는 방법을 다룬다.

5.4.1 레이아웃 정의하기
레이아웃을 정의할 때는 XML 형태의 외부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때에
는 직접 XML을 작성해도 되고, 비주얼 레이아웃 에디터를 사용해도 된다.
레이아웃 XML은 반드시 하나의 루트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필요한 만큼 레이아웃과 뷰를
중첩해 복잡한 UI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다음은 간단한 레이아웃의 예다.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수직 선형 레이아웃을 사용해 EditText
컨트롤 위쪽에 TextView를 위치시킨 레이아웃이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Linear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orientation="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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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View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Enter Text Below" />
<EditText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text="Text Goes Here!" />
</LinearLayout>

레이아웃 요소마다 정확한 높이와 너비를 픽셀 단위(dp)로 지정하는 대신 wrap_content 및

match_parent 상수를 사용했다. 이 두 상수는 크기 비례에 따른 레이아웃( 선형 레이아웃, 상
대적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과 결합돼 화면 크기 및 해상도와 독립적인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한(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wrap_content 상수는 뷰의 크기를 뷰 자신이 표시할 콘텐츠가 담길 수 있는 최소 크기( 텍
스트 문자열을 다음 행으로 넘겨 표시할 수 있는 높이)로 설정한다. match_parent 상수는 부모 뷰

나 프래그먼트, 액티비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뷰를 맞추기 위해 확대한다.

5장의 뒷부분에서는 컨트롤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이 두 상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
게 알아본다. 그리고 해상도 독립성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예를 들 것이다.
레이아웃을 XML로 구현하면 뷰나 프래그먼트, 액티비티의 컨트롤러 코드와 비즈니스 로직
에서 표현 계층이 분리된다. 그리고 코드 변경 없이 동적으로 로드되는 특정 하드웨어 구성을
만들 수 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코드에서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도 있다. 코드에서 레이아웃에
뷰를 지정할 때는 setLayoutParams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addView 메서드의 인자로 뷰
를 전달하여 LayoutParameters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LinearLayout ll = new LinearLayout(this);
ll.setOrientation(LinearLayout.VERTICAL);
TextView myTextView = new TextView(this);
EditText myEditText = new EditText(this);
myTextView.setText("Enter Text Below");
myEditText.setText("Text Goes Here!");
int lHeight = LinearLayout.LayoutParams.MATCH_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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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lWidth = LinearLayout.LayoutParams.WRAP_CONTENT;
ll.addView(myTextView, new LinearLayout.LayoutParams(lWidth, lHeight));
ll.addView(myEditText, new LinearLayout.LayoutParams(lWidth, lHeight));
setContentView(ll);

5.4.2 레이아웃을 사용해 기기 독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기
레이아웃 클래스의 결정적인 특징은 다양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 방향에 맞춰 적절하게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다양성은 안드로이드 성공의 핵심 요소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게는 사용자가 어떤 안드로이드 기기를 소유하고 있든, 그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는 UI를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도전 과제인 셈이다.

선형 레이아웃 사용하기
선형 레이아웃은 가장 단순한 레이아웃 클래스라 할 수 있다. 선형 레이아웃을 통해 일련의
자식 뷰를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으로 정렬하는 단순 UI(또는 UI 요소)를 만들 수 있다.
선형 레이아웃의 단순함은 사용하기 쉽다는 근거가 되지만, 유연성이 제한받는 근거도 된다.
보통은 다른 레이아웃 안에서, 예를 들어 선형 레이아웃은 상대적 레이아웃이나 제약 레이아
웃 안에서 중첩되는 UI 요소들을 구성할 때 사용한다.
코드 5-1은 두 개의 중첩된 선형 레이아웃을 보여준다. 즉, 수직 선형 레이아웃 안에 같은
크기의 버튼 두 개를 갖는 수평 선형 레이아웃이 있으며, 이 레이아웃들은 리사이클러 뷰
(RecyclerView)의 위쪽에 위치된다.
코드 5-1

선형 레이아웃 사용하기

<?xml version="1.0" encoding="utf-8"?>
<Linear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orientation="vertical">
<LinearLayout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marginLeft="5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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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layout_marginRight="5dp"
android:layout_marginTop="5dp"
android:orientation="horizontal">
<Button
android:id="@+id/cancel_button"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weight="1"
android:text="@string/cancel_button_text" />
<Button
android:id="@+id/ok_button"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weight="1"
android:text="@string/ok_button_text" />
</LinearLayout>
<android.support.v7.widget.RecyclerView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paddingBottom="5dp"
android:clipToPadding="false" />
</LinearLayout>

만일 선형 레이아웃을 반복해 중첩하다가 복잡해지면 유연성이 더 좋은 제약 레이아웃과 같
은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적 레이아웃 사용하기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상대적 레이아웃에서는 레이아웃의 각 요소 위치를 그 부모나 다른
뷰를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코드 5-2는 코드 5-1의 레이아웃을 수정해 버튼들을 리사이클러 뷰 아래로 옮겼다.
코드 5-2

상대적 레이아웃 사용하기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lative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LinearLayout
android:id="@+id/button_bar"
android:layout_alignParentBottom="true"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marginLeft="5dp"
android:layout_marginRight="5dp"

5.4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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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의 주요 내용
 인터넷 리소스에 연결하기
 비동기 태스크를 사용해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인터넷 리소스 다운로드하기 및 처리하기
 뷰 모델과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해 데이터 저장하기 및 관찰하기
 XML 리소스 파싱하기
 JSON 피드 파싱하기

 다운로드 매니저를 사용해 파일 다운로드하기
 데이터 전송 시 배터리 광탈 최소화기

7장에 사용된 코드의 다운로드용 파일
7장은 다음 2개의 파일로 되어 있다.
Snippets_ch7.zip

Earthquake_ch7.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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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인터넷에 연결하기
현대 스마트 기기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바로 인터넷 서비스 연결일 것이다. 스마트 기기는 인
터넷에 연결됨으로써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정보(또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보여 줄
수 있다.

7장에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운로드하고 파싱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의 인터넷 연결 모
델 및 테크닉을 소개한다. 그리고 인터넷 리소스에 연결하는 방법과 SAX Parser, XML Pull

Parser, JSON Reader 등을 사용해 데이터 피드를 파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안드로이드에서
는 모든 네트워크 태스크를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을 효율적으
로 진행하기 위해 뷰 모델, 라이브 데이터, 비동기 태스크를 결합해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그리고 앞서 시작했던 지진 모니터링 예시 애플리케이션에 지금까지 언급한 기능들을 결합해
확장하는 과정을 선보일 것이다.

7장에서는 또한 다운로드 매니저를 소개하고, 긴 시간 실행되는 공유 다운로드를 어떻게 스케
줄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작업 스케줄러도 소개하고, 다운로드 과정
이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배터리를 빠르게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모범 사례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인기가 많은 몇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하고, 클라우드 기반 기능을 안드로
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7.2 인터넷 리소스 연결, 다운로드, 파싱하기
안드로이드의 네트워크 API를 사용하면 원격 서버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하거나 HTTP 요청을
수행하고 서버 결과 및 데이터 피드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SAX Parser, XML Pull

Parser, JSON Reader 등과 같은 파서(parser)를 사용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할 수도 있다.
현대 모바일 기기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크게 보면 안드로이드
는 두 가지 연결 방식을 지원하며, 각각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자동으로 제공된다. 다시
말해, 어떤 방식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는지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
➤ 모바일 인터넷:

GRPS, EDGE, 3G, 4G, LTE 인터넷 접근은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신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와이파이: 사설 또는 공공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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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cess Point)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터넷 리소스를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자의 데이터 연결 방식은 그들이 어
떤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DGE나 GSM 방식은
대역폭이 낮은 것으로 악명 높다. 반면 와이파이 연결 방식은 모바일 환경에서 신뢰도가 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애플리케이션
에서 네트워크 접속 불량이나 대역폭/레이턴시 제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탄
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2.1 왜 네이티브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할까?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웹 기반 애플리
케이션 대신 굳이 인터넷 기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는 있지만, 온전히 웹 기반인 애플리케이션 대신 씬
클라이언트(thin-client) 및 씩 클라이언트(thick-client)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듦으로써 누
릴 수 있는 장점은 여전히 수없이 많다.
➤ 대역폭: 이미지나 레이아웃, 소리 등 정적 리소스는 대역폭이 제한된 기기에서 부담이

크다.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변경되는 데이터로만 대역폭을 제한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사용: 웹 브라우저 기반 솔루션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질 경우, 애플

리케이션도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는다.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와 사용자 액
션을 캐싱함으로써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가능한 한 매끄러운 작동을 제공할 수 있으
며, 나중에 다시 연결됐을 때 클라우드를 통해 동기화할 수 있다.
➤ 레이턴시와 UX: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더 낮은 사용자 상호 작용 레이턴시의 장

점을 누릴 수있으며, 그뿐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운영 체제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일
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 배터리 소모 줄이기: 애플리케이션이 서버에 연결될 때마다 무선 기능이 켜진다(또는 계

속 작동된다).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개통되는 무선 연결 수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연

결을 유지할 수 있다. 네트워크 요청 간격이 길어질수록 무선 통신은 더 오래 중단되고
배터리 수명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7.2 인터넷 리소스 연결, 다운로드, 파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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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티브 기능: 안드로이드 기기는 웹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단순 플랫폼 그 이상이다.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 알림, 위젯, 카메라 블루투스, 라디오, 백그라
운드 서비스, 하드웨어 센서가 함께 제공된다.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온라인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에어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7.2.2 인터넷 리소스에 연결하기
인터넷 리소스에 접근하려면 가장 먼저 다음 XML 조각 코드처럼 애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
에 INTERNET uses-permission부터 추가해야 한다.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INTERNET"/>

코드 7-1은 인터넷 데이터 연결을 열고 데이터 피드로부터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한 기
본 패턴을 나타낸다.
코드 7-1

인터넷 데이터 스트림 열기

try {
URL url = new URL(myFeed);
// 새 HTTP URL 연결을 생성한다.
URLConnection connection = url.openConnection();
HttpURLConnection httpConnection = (HttpURLConnection) connection;
int responseCode = httpConnection.getResponseCode();
if (responseCode == HttpURLConnection.HTTP_OK) {
InputStream in = httpConnection.getInputStream();
processStream(in);
}
httpConnection.disconnect();
} catch (MalformedURLException e) {
Log.e(TAG, "Malformed URL Exception.", e);
} catch (IOException e) {
Log.e(TAG, "IO Exception.", e);
}

주의
안드로이드에서는 메인 UI 스레드에서 네트워크 작업의 수행을 시도하면 NetworkOnMainThread
Exception이 발생한다. 인터넷 리소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뷰 모델, 라이브 데이터, 비동기 태스크를 결합해 네트워크 작업을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옮기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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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는 네트워크 통신 처리를 지원하는 몇 가지 클래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 클래스들
은 java.net.* 패키지와 android.net.* 패키지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

7.2.3 뷰 모델, 라이브 데이터, 비동기 태스크를 사용해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네트워크 작업 수행하기
네트워크 작업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태스크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UI 스레드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의 질이 떨어지거나
응답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바람직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에는 NetworkOnMainThreadException이 있다. 이 예외는 네트워크 작업이 메인 UI 스레드
로 시도될 때마다 발생한다.
참고

11장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기’에서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작업을 옮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작업 스케줄러를 비롯해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작업을 효율적으로 스케줄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API도 소개한다.

액티비티에서는 다음 코드처럼 새 스레드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 네트워크 작업이 끝나
고 그 결과를 UI 스레드로 처리할 준비가 되면 runOnUiThread를 호출하여 다른 UI 스레드
(Runnable 객체)를 생성한 후 UI 변경을 적용하게 한다.
Thread t = new Thread(new Runnable() {
public void run() {
// 네트워크 작업을 수행한다.
final MyDataClass result = loadInBackground();
// UI 스레드로 UI 변경을 적용한다.
runOnUiThread(new Runnable() {
@Override
public void run() {
deliverResult(result);
}
});
}
});
t.start();

이 과정을 AsyncTask 클래스를 사용하여 비동기 태스크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클래스를 사
용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될 작업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를 제공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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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GUI 스레드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AsyncTask는 스레드 생성, 관리, 동기화를 전부 처리함으로써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되는 각종
처리로 구성되는 비동기 태스크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며, 처리를 하는 동안 그리고 처리가 완
료된 후 UI 업데이트가 수행되도록 한다.
새 비동기 태스크를 만들려면 AsyncTask의 서브 클래스를 생성해야 하며, 이때 사용할 매개
변수 타입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 기본 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rivate class MyAsyncTask extends AsyncTask<String, Integer, String> {
@Override
protected String doInBackground(String... parameter) {
//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이동된다.
String result = "";
int myProgress = 0;
int inputLength = parameter[0].length();
// 백그라운드 처리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myProgress를 변경한다.
for (int i = 1; i <= inputLength; i++) {
myProgress = i;
result = result + parameter[0].charAt(inputLength-i);
try {
Thread.sleep(100);
} catch (InterruptedException e) { }
// 진행 상황을 onProgressUpdate 핸들러에 보낸다.
publishProgress(myProgress);
}
// onPostExecute로 전달될 값을 반환한다.
return result;
}
@Override
protected void onProgressUpdate(Integer... progress) {
// UI 스레드로 동기화된다.
// 프로그레스 바, 알림, 기타 UI 요소를 업데이트한다.
}
@Override
protected void onPostExecute(String result) {
// UI 스레드로 동기화된다.
// UI 변경이나 대화상자 또는 알림을 통해 결과를 알려준다.
}
}

비동기 태스크를 구현했으면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execute를 호출해 실행시킨다. 이때 필요
한 매개변수가 있으면 인자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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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input = "redrum ... redrum";
new MyAsyncTask().execute(input);

각 비동기 태스크 인스턴스는 단 한 번만 실행된다. execute를 다시 호출하려고 하면 예외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3장 ‘애플리케이션,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기타 등등’에서 설명한 액티비티
의 수명 주기에서 비롯되는 몇 가지 심각한 한계를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액티비티와 프
래그먼트는 기기의 구성이 변경될 때마다 소멸했다가 재생성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화면을 다
른 방향으로 돌리면 실행 중이던 스레드나 비동기 태스크는 방해를 받는다. 결국 부모 액티비
티와 함께 소멸한다.
사용자 액션을 통해 시작된 스레드의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이 취소된다. 그러나 액티비티의
수명 주기 핸들러( onCreate 또는 onStart)에서 시작된 스레드의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재생성
될 때 다시 생성되어 실행되므로 동일한 네트워크 작업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중
복 데이터 전송과 배터리 수명 단축을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일부분으로 제공
되는 ViewModel 클래스와 LiveData 클래스를 사용하면 된다.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와 연동
되는 뷰 모델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캐싱함으로써 구성 변경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대개 뷰 모델 안의 데이터는 LiveData 객체로 반환된다.

LiveData는 수명 주기 인식(lifecycle-awareness) 클래스이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리고 식별 가능한 변경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명 주기 인식이라는 것은 활성
수명 주기 상태인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옵저버(Observer)에게만 LiveData가 변경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의미다.

ViewModel과 LiveData를 사용하려면 우선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애플리케이션 모
듈의 그래들 빌드 파일에 추가해야 한다.
dependencies {
[... 기존에 지정된 다른 의존성 노드 ...]
implementation 'android.arch.lifecycle:extensions: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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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7-2에서는 표준 MutableLiveData 클래스를 사용하는 단순 뷰 모델의 구현 예를 보여준
다. 여기서는 AsyncTask 인스턴스를 사용해 백그라운드에서 인터넷 리소스를 다운로드하고
파싱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열 List를 나타내는 LiveData 객체로 반환한다.
코드 7-2

뷰 모델을 사용해 AsyncTask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다운로드하기

public class MyViewModel extends AndroidViewModel {
private static final String TAG = "MyViewModel";
private final MutableLiveData<List<String>> data;
public MyViewModel(Application application) {
super(application);
}
public LiveData<List<String>> getData() {
if (data == null)
data = new MutableLiveData<List<String>>();
loadData();
}
return data;
}
private void loadData() {
new AsyncTask<Void, Void, List<String>>() {
@Override
protected List<String> doInBackground(Void... voids) {
ArrayList<String> result = new ArrayList<>(0);
String myFeed = getApplication().getString(R.string.my_feed);
try {
URL url = new URL(myFeed);
// 새 HTTP URL 연결을 생성한다.
URLConnection connection = url.openConnection();
HttpURLConnection httpConnection = (HttpURLConnection) connection;
int responseCode = httpConnection.getResponseCode();
if (responseCode == HttpURLConnection.HTTP_OK) {
InputStream in = httpConnection.getInputStream();
// 입력 스트림을 처리해 결과 List를 생성한다.
result = processStream(in);
}
httpConnection.disconnect();
} catch (MalformedURLException e) {
Log.e(TAG, "Malformed URL Exception.", e);
} catch (IOException e) {
Log.e(TAG, "IO Exception.",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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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result;

@Override
protected void onPostExecute(List<String> data) {
// LiveData의 데이터 값을 변경한다.
data.setValue(data);
}
}.execute();
}
}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뷰 모델을 사용하려면 우선 라이브 데이터(LiveData 클래스 인스턴스)를 관
찰하게 될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 뷰 모델의 새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한다(또는 기존 인스턴
스를 반환한다).

사용할 수 있는 뷰 모델을 가져올 때는 ViewModelProviders 클래스의 static 메서드인 of를
사용한다. 이때 현재의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인자로 전달한다. 그리고 get 메서드를 호출
해서 사용하려는 뷰 모델을 지정한다.
MyViewModel myViewModel = ViewModelProviders.of(this)
.get(MyViewModel.class);

뷰 모델의 참조를 갖게 되면 뷰 모델에 포함된 라이브 데이터를 받기 위해 Observer 인스턴스
를 추가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코드로 구현한다. 우선 뷰 모델에 getData를 호출한다.
그리고 근원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는 onChanged 핸들러를 구현한 Observer 인스턴
스를 observe 메서드로 추가한다.
myViewModel.getData()
.observe(this, new Observer<List<String>>() {
@Override
public void onChanged(@Nullable List<String> data) {
// 새 뷰 모델 데이터를 받을 때 UI를 변경한다.
}
});

액티비티에 필요한 뷰 모델을 얻고 라이브 데이터를 요청하여 변경되었는지 관찰하는 전체 과
정은 코드 7-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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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7-3

액티비티의 라이브 데이터와 뷰 모델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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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뷰 모델의 인스턴스를 얻는다(생성한다).
MyViewModel myViewModel = ViewModelProviders.of(this)
.get(MyViewModel.class);
// 현재 데이터를 가져와 변경 내용이 있는지 관찰한다.
myViewModel.getData()
.observe(this, new Observer<List<String>>() {
@Override
public void onChanged(@Nullable List<String> data) {
// 로드된 데이터로 UI를 변경한다.
// 구성이 변경된 후 캐싱 데이터를 자동으로 반환한다.
// 그리고 근원 라이브 데이터 객체가 변경되면 다시 실행된다.
}
});

뷰 모델 수명 주기의 기준은 (부모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뷰 모
델의 라이브 데이터의 로딩 함수는 기기 구성의 변경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기기 구성이 변경되는 사이에 암시적으로 캐싱된다. 기기의 방향이
바뀐 후 해당 뷰 모델의 데이터에 대해 observe가 호출되면 observe는 onChanged 핸들러를
통해 설정된 마지막 결과를 즉시 반환한다. 이때 뷰 모델의 loadData 메서드는 호출되지 않는
다. 그 결과 중복되는 네트워크 다운로드와 관련 처리가 배제되어 시간과 배터리가 크게 절약
된다.

11장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기’에서는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더 강력한
API를 소개한다. 이 API에서는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시점 선택과 기기 상태
를 고려한다.

7.2.4 XML 풀 파서를 사용해 XML 파싱하기

XML을 파싱하고 특정 웹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세부 단계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XML 풀 파서(Pull Parser)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DOM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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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JSON 리더(Reader)를 사용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제공하는 세부 지진 정보를 어떻
게 조회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XML 풀 파서 API는 다음 라이브러리들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
org.xmlpull.v1.XmlPullParser;
org.xmlpull.v1.XmlPullParserException;
org.xmlpull.v1.XmlPullParserFactory;

이 API를 통해 XML 문서를 단일 패스(pass)로 파싱할 수 있다. XML 풀 파서는 문서의 요소
들을 순차적인 이벤트 및 태그 시리즈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DOM 파서와 다르다.
문서 내 현재 위치는 현재 이벤트로 표현된다. 현재 이벤트는 getEventType을 호출해 파악할 수
있다. 각 문서의 시작은 START_DOCUMENT 이벤트, 끝은 END_DOCUMENT 이벤트다.
태그를 하나씩 진행하려면 next만 호출하면 된다. next는 START_TAG 이벤트와 END_TAG
이벤트를 하나씩 진행하도록 한다. 각 태그의 이름을 추출할 때는 getName, 태그 사이의 텍
스트를 추출할 때는 getNextText를 호출한다.
코드 7-4는 구글 Places API가 반환한 관심 지점 내역으로부터 세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XML 풀 파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타낸다.
코드 7-4

XML 풀 파서를 사용해 XML 파싱하기

private void processStream(InputStream inputStream) {
// 새 XML Pull Parser를 생성한다.
XmlPullParserFactory factory;
try {
factory = XmlPullParserFactory.newInstance();
factory.setNamespaceAware(true);
XmlPullParser xpp = factory.newPullParser();
// 새 입력 스트림을 지정한다.
xpp.setInput(inputStream, null);
int eventType = xpp.getEventType();
// 추출한 이름 태그에 변수를 지정한다.
String name;
// 문서 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while (eventType != XmlPullParser.END_DOCUMENT) {
// 결과 태그의 시작 태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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