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앞서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안드

로이드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면,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좋다.

•Android Studio 설치 및 JDK가 설치가 되어 있음

•Android Studio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아직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Android Studio를 처음으로 접한다면, 

이 장을 통해 직접 개발 환경을 구성해보자.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2장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자  

우리 함께 공부해요

안드로이드의 신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godof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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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만들기
여러분은 1장에서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안드로이드는 

개발 환경, 앱, 앱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모두 가진 플랫폼이다. 이번 장에서는 안드

로이드의 개발 환경을 만드는 방법과 만들어진 개발 환경에서 툴의 사용법을 상세히 

알아보자. 이 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여러분도 함께 만들면서 학습하면 좋을 것이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위한 도구에는 JDKJava Development kit와 Android Studio가 

있다. Android Studio는 2014년 10월에 구글이 개발자 버전으로 출시하여 현재 정

식 버전 1.6까지 나왔다. Android Studio가 나오기 전에는 이클립스 및 안드로이드 

SDK, ADT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러나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한 이클립스 지원을 2015년도까지로 정하였고, 

향후 안드로이드 공식 개발 툴은 Android Studio로 공식 발표하였다. 따라서, 안드로

이드 개발 환경은 구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Android Studio로 만드는 것이 좋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한다. 

 ● Android Studio 다운로드

 ● JDK 다운로드 및 설치

 ● Android Studio 설치

 ● Android Studio 사용법

Android

Studio 다운로드

자바 개발 환경

설치(JDK)

Android

Studio 설치

Android

Studio 사용법

필자의 안드로이드 개발 PC 환경은 윈도우 7 x64(64비트)인데, 여러분도 먼저 자

신의 컴퓨터가 어떤 환경인지 확인하고 개발 환경 구성을 진행하자. 대부분의 운영체

제(윈도우, 리눅스 등)는 시스템의 종류가 32비트와 64비트로 나뉘는데 이를 정확하

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종류에 따라 설치해야 할 파일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자신의 PC에 운영체제가 리눅스에 시스템 종류가 32비트면, 리눅스의 

32비트용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윈도우에서 시스템 종류를 확인

하는 방법은 [컴퓨터]–[마우스 우측 클릭]–[속성]에서 시스템의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표시된 영역이 ‘64비트 운영체제’인지를 확인하자.

여러분이 개발 툴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기 전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ndroid Studio의 시스템 요건을 보도록 하자. PC 운영체제별로 상세히 

나와 있다. 만약, Android Studio를 실행할 때 각 운영체제의 시스템 요건이 충족하

지 않으면, 일부 기능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컴퓨터의 시스템을 필히 확인

하고 개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윈도우 시스템 요건]

• MicrosoftⓇ WindowsⓇ 8/7/Vista/2003(32비트 또는 64비트)

• 최소 2GB RAM, 4GB RAM 권장

• 400MB 하드 디스크 공간

• Android SDK, 에뮬레이터 시스템 이미지 및 캐시용 최소 1GB

• 1280×800 이상의 화면 해상도

• JDK(Java Development Kit) 8 

•  가속 에뮬레이터를 위한 선택 사항: IntelⓇ VT-x, IntelⓇ EM64T(IntelⓇ 64) 및 

XD(Execute Disable) Bit 기능 지원 IntelⓇ 프로세서

[리눅스 시스템 요건]

• GNOME 또는 KDE 데스크톱

• GNU C Library(glibc) 2.15 이상

• 최소 2GB RAM, 4GB RAM 권장

• 400MB 하드 디스크 공간

• Android SDK, 에뮬레이터 시스템 이미지 및 캐시용 최소 1GB

• 1280×800 이상의 화면 해상도

• OracleⓇ JDK(Java Development Kit) 7

•  UbuntuⓇ 14.04, Precise Pangolin(32비트 애플리케이션 실행 가능한 64비트 버전)에서 

테스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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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시스템 요건]

• MacⓇ OS XⓇ 10.8.5 이상, 최대 10.9(Mavericks)

• 최소 2GB RAM, 4GB RAM 권장

• 400MB 하드 디스크 공간

• Android SDK, 에뮬레이터 시스템 이미지 및 캐시용 최소 1GB

• 1280×800 이상의 화면 해상도

• JRE(Java Runtime Environment) 6

• JDK(Java Development Kit) 7

•  가속 에뮬레이터를 위한 선택 사항: IntelⓇ VT-x, IntelⓇ EM64T(IntelⓇ 64) 및 

XD(Execute Disable) Bit 기능 지원 IntelⓇ 프로세서

•  Mac OS에서는 최적화된 글꼴 렌더링을 위해 JRE(Java Runtime Environment) 6에서 

Android Studio를 실행한다. 그런 다음 JDK(Java Development Kit) 6 또는 JDK 1.8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운영체제마다 차이점이 있으니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자.

Android Studio 설치 파일 다운로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는 이클립스를 이용하였다. 초기에는 이클립스와 

ADTAndroidDevelopmentToolkit를 분리해 배포하던 것을 ADT를 이클립스와 함께 묶어 번들

로 배포하여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을 만드는 시간을 줄여 나갔다. 그리고 2014년 10

월에는 이클립스 ADT 지원을 중단하고, Android Studio를 공식 IDE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클립스 ADT는 2015년 이후로 더 이상 구글에서 지원하지 않으

므로 이후 Android Studio만 사용해야 한다.

Android Studio는 구글이 인텔리J를 만든 JetBrains사와 힘을 합쳐 만든 것이다. 

자바 개발 툴에는 이클립스, 인텔리J, Netbeans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클립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인텔리J는 유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텔리 J 기반의 Android 

Studio가 1.0 버전이 출시되기 전까지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되어 실제 개발 업무에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Android Studio 1.0 버전부터는 많이 안정적으

로 동작하게 되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Android Studio는 구글 개발자 사이트에

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다음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된다.

[Android Studio 다운로드 경로]

http://developer.android.com/sdk/index.html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Android 

Studio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DOWNLOAD ANDROID STUDIO for 

WINDOWS’ 버튼을 제공한다. 이 버튼을 클릭해보자.

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설명서를 읽고 동의에 체크하자. 동의에 

체크하면 ‘DOWNLOAD ANDROID STUDIO FOR WINDOWS’ 버튼이 활성화된다. 

그럼 이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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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동의 후 가장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Android Studio를 설치하기 위한 파

일을 다운로드한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보이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있

는 것이다.

위 화면은 약 5초 후에 사라지고, 다운로드는 그대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화면이 

나온다.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 내용]

Installing Android Studio

Android Studio가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동안 커맨드 라인에서 자바 버전을 확인하여 JDK를 

사용할 수 없거나 JDK 버전이 8 미만이면 Java SE Development Kit 8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자. JDK 버전은 커맨드 라인에서 javac -version으로 확인할 수 있다.

Windows에서 Android Studio를 설치하려면 다운로드된 .exe를 실행해야 한다. Android 

Studio에서 제공하는 설치 Wizard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Android SDK를 설치할 것

이다. 그리고 자바 경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바 환경 변수를 등록하자. 환경 변수를 등록하

는 방법은 JAVA_HOME에 JDK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읽어보는 동안 Android Studio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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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된 내용에 명시된 것과 같이 Android Studio는 JDK 8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

고 있으며, JDK 8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자바 환

경 변수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온다. JDK 8 다운로드 및 설치, 환경 변수 등록은 

이어서 보도록 하자. 

JDK 다운로드 및 설치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Java 언어로 만든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에서 가

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바 개발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므로, 먼저 JDK를 설치해야 한

다. JDKJava Development Kit는 말 그대로 자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구이며, 자바 컴파

일러(javac), 자바 가상 머신(JVM), 각종 자바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

게 설치된 JDK는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로 작성된 소스코드를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룬다.

바이트 코드란 자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면 만들어지는 코드로 자바 가상 머신이 해석할 수 있는 코드의 형태

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면, 해당 플랫폼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Binary code)로 번역되는데, 이는 플랫폼에 의존적이므로 다른 실행 환경에서는 구동될 수 없다. 하지

만 바이트 코드는 플랫폼과 상관없이 자바 가상 머신만 있으면 해석이 되므로 한번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는 다

른 플랫폼으로의 이식이 쉽다.

참고

Android Studio의 시스템 요건에서 JDKJava Development Kit 8을 권장하기 때문에 JDK 

8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자. 설치 경로는 다음 그림에서 ‘Java SE Development 

Kit 8’을 클릭하여 JDK 8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JDK 다운로드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jdk8-down 

loads-2133151.html(다운로드 경로는 변경될 수 있음)

앞의 그림과 같은 페이지가 바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하단으로 스크롤을 하면 운

영체제에 따라 JDK 8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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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운로드 받은 jdk-8u91-windows-x64 파일을 클릭하여 JDK 설치를 진행

하자. 설치 화면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설정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Next’ 버

튼을 클릭하여 넘어가면 된다.

앞의 그림에서 설치 경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change…’ 버튼을 선택하여 경

로를 지정하면 된다. Next 버튼을 클릭하면 JDK의 설치가 완료된다. 

JDK 8 설치가 완료되면 C:\Program Files\Java\jdk1.8.0_91 경로에서 확인이 가

능하다.

앞의 그림과 같이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환경 변수에 JAVA_HOME과 JDK 설치 경

로를 지정하도록 하자. 여러분의 컴퓨터가 자바 개발에 사용되었다면, 이미 환경 변

수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윈도우에서 자바 환경 

변수를 등록하기 위해 [컴퓨터]-[마우스 우측 클릭]-[속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창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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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메뉴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하고, 다음 창에서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 

하자. 

환경 변수 창의 시스템 변수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다음과 같이 변

수 이름 ‘JAVA_HOME’과 변수 값에 설치된JDK 경로를 입력하도록 하자. 그리고 시

스템 변수의 Path를 편집하여 변수 값에 %JAVA_HOME%bin;을 추가한다. 다음 그

림 순으로 진행하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환경 변수 등록이 완료된다. 환경 변수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윈도우 커맨드창을 띄워 다음과 같이 입력해보자. 만약 java -version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Java Version이 표시되면, 환경 변수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자바의 JDK 다운로드 및 설치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Android Studio를 

설치하기 전에 JDK를 반드시 먼저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Android Studio를 설치 

후 JDK가 설치된다 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Android Studio를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JDK 설치 및 환경 변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어서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Android Studio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경 변수를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바 환경 변수를 등록하면 설치된 JDK 8 경로 뿐만 아니라 임의 경로에서도 자바 컴파일 및 기본적

인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바 환경 변수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Android Studio 실행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에러 팝업이 발생되며, Android Studio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Android Studio 설치하기
여러분은 앞서 Android Studio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번에는 다운로드 받

은 Android Studio 설치 파일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해보자. 먼저, 다음 그림과 같

이 다운로드 받은 Android Studio 설치 파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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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Studio Setup 화면이 보이면 ‘Next’ 버튼을 클릭하자.

이제 설치 목록이 보일 것이다. Android Studio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Android SDK, Android Virtual Device 등은 옵션으로 제공된다. 여기서는 옵션도 

모두 체크하여 설치하자.

라이선스 동의 페이지이다. ‘I Agree’ 버튼을 클릭하자.

Android Studio 설치 경로와 Android SDK 설치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른 경

로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 각 설정의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지정하자.

다음은 에뮬레이터에서 사용할 RAM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특별히 설정하지 않

을 경우 ‘Next’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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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작 메뉴 폴더를 선택하는 것인데, default로 되어 있는 Android Studio

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하자.

앞서 설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Android Studio가 설치된다. 설치가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Android Studio 설치가 완료되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자.

‘Start Android Studio’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둔 상태에서 ‘Finish’ 버튼을 클릭

하면 바로 Android Studio가 실행된다. 

Android Studio가 실행되며, 다음 화면이 보일 것이다. Android Studio를 사용

하면서 설정된 정보를 저장하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Default 경로를 사용할 경우 

‘OK’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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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Studio가 실행되고 Android SDK 설정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화면이 보

인다. ‘Next’ 버튼을 클릭하여 Android SDK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하자. 

Android SDK는 ‘Standard’와 ‘Custom’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SDK 버전만 

받고 싶은 경우 Custom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Standard를 선택하여 ‘Next’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Android SDK의 사이즈를 표시해준다. 이때 PC에 다음 

표시되는 만큼의 저장 공간이 있어야만 한다. 확인 후에 ‘Finish’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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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SDK를 다운로드 받기 시작한다. 

Android SDK 다운로드 및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SDK의 정보를 표시한다.

 지금까지 Android Studio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이어서 

Android Studio를 실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Android Studio를 이용한 신규 프로젝트 생성
Android Studio 다운로드 및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제 Android Studio 시작과 프로

젝트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Android Studio를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 다음과 같

이 항목을 제공해주고, 최소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살펴

보자.

�����.indb   62-63 2016-04-27   �� 2:51:39



64    2장_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자    65

[Quick Start 항목]

항목 설명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

Android Studio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신규 프로젝트 생성

시 Wizard를 제공한다. 여기서 Wizard는 Android Studio에서 개

발자들이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폼을 제공한다.

Open an existing Android

Studio project
기존에 만들어진 Android Studio 프로젝트를 오픈한다.

Check out project from 

Version Control

GitHub, Subversion, CVS, Google Cloud 등과 같은 소스 관리 

툴과 연동되어 Android Studio 내에서 소스 수정,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Import project(Eclipse ADT, 

Gradle, etc.)
이클립스, Gradle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import한다.

Import an Android code 

sample
Android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를 import 할 수 있다.

Configure

Configure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Quick Start 항목에서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할 것이다. 신규 프로젝트 생성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New 

Project’ 화면이 보인다. 여기서 Application name과 Company Domain, Package 

name을 지정할 수 있으며, Project location에서는 프로젝트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Package name은 Company Domain(회사 도메인, 대표 URL)과 Application 

name을 합쳐 소문자로 나타내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Package name을 수정하

고 싶다면, 우측 ‘Edit’를 클릭하여 수정하면 된다. 필자는 Package Name을 “com.

example.myapplication”으로 지정하였다. 여러분도 Package Name을 필자와 동

일하게 “com.example.myapplication”으로 지정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해보자.

‘Target Android Devices’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제공된다. 신규 프로젝트가 지

원할 단말과 안드로이드 최소 지원 버전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Phone and 

Tablet’을 지원하도록 설정하고, Minimum SDK 버전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4.0.3 

버전을 선택하겠다. Android Studio 같은 경우 최소 4.0.3 버전인 아이스크림 샌드

위치까지 안드로이드 버전을 지원한다. 지원 단말과 안드로이드 지원 버전 설정이 완

료되면 ‘Next’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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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Android SDK를 설치하였지만, 혹시 설치되지 않았거나 최신 버전이 있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추가로 Android SDK 설치를 진행할 것이다.

Android SDK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 내역을 보여준다. 확인 후 

‘Next’ 버튼을 클릭하자.

다음은 신규 프로젝트에서 만들 Activity의 기본 구성을 Wizard 형태로 Android 

Studio에서 제공하는 화면이다. Add no Activity, Blank Activity, Empty Activity 등

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Wizard가 제공된다. 여기서 Activity는 하나의 화면을 지칭하

는 것으로 Windows의 창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Activity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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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Studio에서 제공하는 각 Wizard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항목 설명

Add No Activity Activity 생성 없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Blank Activity

‘Hello World!’를 보여주고, Action bar와 우측 상단에 설정 메뉴, 하

단 Action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버튼이 자동으로 추가된 Activity

를 만든다.

Empty Activity
‘Hello World!’를 보여주고, 상단 Action bar만 추가된 Activity를 만

든다.

Fullscreen Activity 전체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Activity를 만든다.

Google AdMob Ads Activity
구글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Activity를 만들며, 두 가지 형태인 

Banner(배너) 형태와 전면(화면 전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Google Maps Activity 구글 맵을 연동할 수 있는 Activity를 만든다.

Login Activity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의 Activity를 만든다.

Master/Detail Flow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우측은 메뉴와 좌측은 메뉴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Activity를 만든다.

Navigation Drawer Activity

우측에 메뉴를 Drawer할 수 있도록 Activity를 만든다. 요즘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는 UI로,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를 말한다.

Scrolling Activity
스크롤이 가능한 Activity로, 스크롤에 따라 상단에 애니메이션이 추

가된 형태의 Activity를 만든다.

Setting Activity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과 같은 형태의 Activity를 만든다. 앱에 환경 

설정을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Tabbed Activity 탭 형태의 Activity를 만든다. 좌, 우 터치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여러 Wizard 항목 중에 ‘Empty Activity’를 선택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최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생성될 Activity Name과 Activity에서 사용

할 레이아웃 파일명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일 것이다.

‘Finish’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생성 및 빌드를 위한 Gradle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다운로드한 후 불러온다. gradle은 앱 구성 요소들을 이용하여 단말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의 바이너리로 만들어 주는 빌드 시스템을 말한다.

 프로젝트 생성 및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Android Studio 실행이 완료된

다. 다음 화면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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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에서 신규 프로젝트는 어느 경로에 만들어질까? 앞서 우리는 Wizard에

서 Project location을 지정하였다. 그 경로에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Android Studio 프로젝트 구성
여러분은 앞서 Android Studio를 실행하여 ‘MyApplication’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

었다. 생각보다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

미 만들어진 신규 프로젝트의 내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히 프로젝트 내에 

포함되는 디렉터리 구성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 필자는 Android Studio를 처음 실

행했을 때 다소 많아 보이는 기능과 작은 폰트들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라는 느낌

을 받았다. 그러나 자주 실행하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졌고, 지금은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도 처음에 갖는 불편함이 익숙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해보기를 

바란다. 이제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다.

먼저 Android Studio에서 좌측 ‘1. Project’를 클릭하자.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

이 우측에 ‘project’ 영역에 우리가 만든 신규 프로젝트가 보인다.

그런데 신규로 만들어진 MyApplication 프로젝트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앞서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확인한 프로젝트의 폴더 구성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윈도우 탐색기에서는 app 폴더 기준으로 디렉터리가 build, libs, src로 구

성되어 있는 반면에 Android Studio는 manifests, java, res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렇게 다른 구성을 가지는 이유는 Android Studio에서 다양한 보기 방식을 

제공하고 있어서인데,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Default로 프로젝트 보기 방식이 

‘Android’로 되어 앞의 그림과 같이 표시된다. 

만약 여러분이 ‘Android’ 보기 방식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하고 싶다면, 다음 그림

과 같이 ‘Android’를 마우스로 클릭 후 팝업 창에서 제공하는 ‘Project’, ‘Packages’, 

‘Project File’ 등과 같은 보기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왼쪽 

보기 방식에서 ‘Project’를 선택하면, 오른쪽처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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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Project’ 방식은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개

발자 입장에서 가장 직관적일 수 있다. 만약, 이클립스를 사용하던 사용자라면 기존 

이클립스 구성과 비슷한 ‘Android’를 선호할 것이다. 여러분도 Android Studio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을 살펴본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길 바란다. 참고로 

필자는 ‘Android’ 보기 방식을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다. 

‘Android’에서 ‘MyApplication’은 크게 app과 gradle로 구분할 수 있으며, app

은 앱 구성에 필요한 소스코드(.java), 라이브러리(.jar, .so, .a), 리소스(레이아웃, 이

미지 등), 앱 구성 정보(AndroidManifest.xml) 등과 같은 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gradle은 앱 구성 요소들을 이용하여 단말에 설치할 수 있는 형태의 바이너리로 만

들어 주는 빌드 시스템을 구성한다(여기서는 간략하게 보았지만 이후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다음은 ‘Android’ 보기 방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하나의 앱인 경우 앞의 그림과 같은 구성이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앱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다음 그림과 같이 프로

젝트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New]–[Module]을 선택하면 된다.

신규 앱을 추가하려면 Project를 생성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클립스를 사용했던 개발자라면 더욱이 의문이 생겼을 것

이다. 신규 앱을 하나 더 만들기 전에 Android Studio의 Project와 Module의 의미

에 대해서 알아보자.

항목 설명

Project

기존 이클립스에서는 Workspace 개념이다. 작업 공간에 해당되며 여러 앱이 위치하

게 된다. 즉, Android Studio에서는 Project가 작업 공간에 해당된다. 만약 Project를 

추가하면 Android Studio가 하나 더 실행된다. 이클립스도 신규 workspace로 실행

하면, 각각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ule
기존 이클립스에서는 Project 개념이다. 실행 가능한 앱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Module이 생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Android Studio에 신규 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Project를 생

성하는 것이 아니라 Module을 만들어야 한다. 

계속하여 신규 앱을 추가하는 방법을 학습하자. [마우스 우측 버튼]–[New]–[Module]

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지원할 기기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Phone & Tablet 

Module’을 선택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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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동작은 앞에서 만든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하겠다(Module Name은 ‘myapplication2’로 만들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 만들어

진 프로젝트 구성을 보면 기존 app과 Gradle만 있었는데, myapplication2가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앞서 만들어진 app과 myapplication2의 프로젝트 구성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로 app과 myapplication2의 빌드를 구성하는 Gradle Scripts의 파

일에 대해서는 이후 다룰 Android Studio의 Gradle 빌드 시스템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app/myapplication2 구성 정보]

항목 내용

Manifests

AndroidManifest.xml 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앱의 패키지명, 앱 

버전, 앱 이름, 앱 권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후 AndroidManifest.xml 파

일에 대해서 상세히 다룬다.

Java
안드로이드 앱의 자바 소스가 위치하며 패키지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res

안드로이드 앱의 리소스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이 존재한다. 이미지 파일

(png), 레이아웃(.xml), 지원언어 설정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3장에서 상세

히 다룬다.

앞서 Android Studio의 Project 안에 있는 Module의 구성 정보를 알아보았

다. 이번에는 작업 공간이 다른 Project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Android 

Studio의 상단 메뉴에서 [File]–[New]–[New Project]를 선택해보자. 

이후의 절차는 신규 프로젝트 생성과 동일하게 진행된 후, 두 개의 Android 

Studio가 실행된다. 다음의 그림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실행된 Android Studio]

[각각 만들어진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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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Android Studio에서 프로젝트 구성 정보와 Project에 새로운 Module

을 추가하는 방법, Module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러분도 

직접 따라하면서 학습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까

지 배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투성이일 것이다. 이

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 점점 많은 내용을 배워갈 것이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Android Studio의 최소 지원 버전(minSdkVersion)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4.0.3 버전이라고 하

였는데, 그렇다면 4.0.3 버전 미만인 버전을 사용하는 단말에서는 Android Studio에서 만들어진 

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Android Studio에서 권장하는 최소 지원 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 지원 버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Gradle 빌드 시스템에서 최소 지원 버전을 수정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oid Studio의 Gradle 빌드 시스템
여러분은 Android Studio에서 프로젝트 구성에서 Module을 구성하는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Module의 소스코드, 리소스들을 이용하여 단말에 설치할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빌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간혹 

빌드를 컴파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빌드와 컴파일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빌드]

하나의 앱은 단순히 기계어로 번역된 소스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기계어로 번역된 소스와 이

미지, 레이아웃, 언어 등과 같은 많은 리소스들을 연결시키고 하나의 설치가 가능한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안드로이는 APK(Android Package) 파일

로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컴파일]

소스의 문법을 분석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

빌드 과정을 개발자가 직접 개발하여 만든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들 것이며, 힘들

어서 중도 포기하는 개발자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Android Studio는 빌드를 자동화

할 수 있도록 Gradle이라는 것을 제공한다. 기존의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라면, 

Ant 등을 이용하여 빌드 시스템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빌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빌드 시스템 내용

Ant

Ant(Another Neat Tool)는 자바 기반의 빌드 자동화 도구로 XML로 작성되

며, 사용이 용이하고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개인용 프로젝트나 팀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Maven

Maven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 관리해주

고 복잡한 라이브러리 관리 및 빌드를 제공한다. XML 형태로 자유롭게 구성

하기가 쉽지 않다.

Ant와 Maven과 더불어 Gradle 빌드 시스템도 많이 사용하는 빌드 시스템이다. 

Gradle 빌드 시스템은 Ant의 유연성과 Maven의 편리성을 조합하여 만든 빌드 시

스템으로 무료이다. 특히 체계적인 빌드 구성을 제공하고 Multi-Project 빌드를 쉽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 편리하다. 그리고 Gradle 

Scripts에 Groovy라는 언어가 사용되는데, Groovy는 자바에 파이썬과 같은 언

어 들의 특징을 더한 동적 객체 지향 언어이고, 자바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XML을 사용하는 Ant나 Maven 보다 빌드 스크립트 작성 시에 간결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Gradle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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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le Scripts 구성 정보]

구성 정보 내용

build.gradle

(Project:MyApplication)

작업 그룹 즉, project의 모든 Module에 대한 빌드 스크립트를 구성

한다. 빌드 스크립트는 빌드 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소스, 설정 정

보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명령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build.gradle

(Module:app)
Module ‘app’에 대한 빌드 스크립트를 구성한다.

build.gradle

(Module:myapplication2)
Module ‘myapplication2’에 대한 빌드 스크립트를 구성한다.

proguard-rules.pro

(app)

Module ‘app’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난독화 툴 ‘proguard’

를 적용할 수 있다.

proguard-rules.pro

(myapplication2)

Module ‘myapplication2’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난독화 툴 

‘proguard’를 적용할 수 있다.

settings.gradle
빌드와 관련된 환경설정 및 같이 빌드되어야 할 하위 Module들의 

정보를 포함한다.

local.properties

Project 또는 Module이 빌드를 진행할 때 필요한 환경변수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이다. 안드로이드 SDK의 경로가 이곳에 등록된다.

예) sdk.dir=C/:\\Users\\namjinha\\AppData\\

Local\\Android\\Sdk

난독화

코드 난독화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에 대해 읽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이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

적으로 Proguard라는 난독화 툴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Gradle Scripts 구성 정보를 토대로 각각의 파일의 내부를 파헤쳐 보자. Gradle 

Scripts의 내용을 이해하면 자동으로 생성된 부분 중에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것

으로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Android Studio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최소 지원 버전이 4.0.3으로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4.0.3 버전 

미만 단말에서는 우리가 만든 신규 프로젝트를 설치할 수 없다. 한편 우리가 Gradle 

Scripts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안드로이드 최소 지원 버전을 수정하여 

4.0.3 버전 미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먼저 build.gradle(Project: MyApplication) 파일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build.gradle(MyApplication)

buildscript {
    repositories {
        jcenter() //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jcenter 저장소에서 검색하여 
                  // 사용하는 방식이다. Jcenter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 외부 저장소로 이해하면 되겠다.
    }
    dependencies {
        classpath 'com.android.tools.build:gradle:1.5.0'
                  // jcenter에서 가져올 라이브러리를 선언한다.
    }
}

                  // 모든 프로젝트의 Repository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allprojects {
    repositories {
        jcenter()
    }
}

task clean(type: Delete) {
    delete rootProject.buildDir
}

[settings.gradle]

// Project 내의 Module 중에 빌드에 포함할 Module을 선언한다.
include ':app', ':myapplication2'

[build.gradle(Module:app)]

apply plugin: 'com.android.application'

android {
    compileSdkVersion 23 // Android OS 버전 API Levl 23으로 컴파일

    buildToolsVersion "23.0.2" // 빌드 툴 버전

    defaultConfig { // AndroidManifest.xml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 build.gradle의 값들이 우선순위가 높다.
        applicationId "com.example.myapplication" // 패키지명

        minSdkVersion 15 // Android OS 최소 지원 버전

        targetSdkVersion 23 // Android OS 지원 대상 버전

        versionCode 1 // Android 버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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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Name "1.0" // Android 버전명

    }
    buildTypes { // Proguard 설정 및 Release 관련 설정

        release {
            minifyEnabled false
            proguardFiles getDefaultProguardFile('proguard-android.txt'),
            'proguard-rules.pro'
        }
    }
}

dependencies { // dependencies를 통해 내부/외부 jar를 받아올 수 있도록 설정

    compile fileTree(dir: 'libs', include: ['*.jar'])
    testCompile 'junit:junit:4.12'
    compile 'com.android.support:appcompat-v7:23.1.1'
}

 Gradle Scripts는 프로젝트와 모델에 따라 어떻게 생성되나요?

  Gradle Scripts가 프로젝트와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프로젝트에

는 build.gradle, settings.gradle, local.preperites 파일이 생성되고, 모듈별로 build.gradle과 

proguard-rules.pro 파일이 생성됩니다. 

Module : app

build.gradle
proguard-rules.pro

Project : MyApplication

build.gradle
settings.gradle
local.preperites

Module : myapplication2

build.gradle
proguard-rules.pro

이렇게 만들어진 Gradle Script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배포 파일인 .APKAndroid 

Package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여러분들의 안드로이드 단말이나, 

Android Studio에서 제공하는 AVDAndroid Virtual Device에서 설치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사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

다. 다만 이 장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나오는 많은 예제를 Android Studio에서 만

들어 보며, 아직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Android Studio에서 디바이스 연결 및 에뮬레이터 실행을 위한 AVD 생

성 방법을 알아보겠다.

Android Studio AVD 
앞서 여러분은 Android Studio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Gradle 빌드 시스템을 살

펴보았다. 참고로 Gradle 빌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설치 파일은 에뮬레이터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에뮬레이터는 AVDAndroid Virtual Device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방

법을 알아보자.

먼저 다음 그림과 같이 AVD Manager를 클릭한다.

AVD Manager가 실행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Default로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다. 

이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Create Virtual Device...’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하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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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만들고 싶은 화면 크기, 해상도를 선택한다. 그리고, ‘Next’ 버튼을 클릭

하자. 

다음은 System Image를 설정하는 화면이다. Sysetm Image 화면에는 Android 

OS 버전 6.0에 해당하는 Marshmallow만 보이는데, 만약 다른 System Image가 필

요한 경우 좌측 하단의 체크 박스(Show download system images)를 선택하면 다

른 Android OS 버전도 받을 수 있다. 

System Image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말기와 동일

한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제공되는데, 단말기가 다양한 Androd OS 버전을 지원하듯

이 에뮬레이터도 다양한 OS 버전을 지원한다. System Image 설정 화면에서 ‘Next’ 

버튼을 클릭하자.

Android Virtual DeviceAVD 전체 설정 화면으로 앞에서 설정한 항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로/세로 모드 설정도 가능하다. 빨간색 박스의 AVD Name을 설정하고, 

‘Show Advanced Settings’ 버튼을 클릭하여 Camera와 Network에 대한 추가 설

정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Camera와 Network 설정을 직접 해보고, 

설정이 완료되면 ‘Finish’ 버튼을 클릭하자. 이후 다음 그림과 같이 기존 AVD와 함께 

추가한 ‘TEST AVD’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성된 TEST AVD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만든 앱들을 실행해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디버깅이나 테스트도 할 수 있다.

AVD를 실행하거나 기존 설정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측 항목의 ‘Actions’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럼 각 버튼의 기능을 알아보자.

�����.indb   82-83 2016-04-27   �� 2:51:41



84    2장_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자    85

Actions 내용

AVD가 실행된다.

생성된 AVD에서 설정 값들을 수정할 수 있다.

AVD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Duplicate: 동일한 AVD를 하나 더 만든다.

•Wipe Data: AVD를 초기화한다.

•Show on Disk: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AVD가 만들어진 경로를 보여준다.

•View Details: AVD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Delete: AVD를 삭제한다.

•Stop: AVD 실행을 중지한다.

지금까지 AVD 생성 및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든 앱을 실

제로 AVD를 통해 실행해보자. 우선 만들어진 AVD를 실행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AVD 실행이 완료되면,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로 실행할 Module을 선택하고 클릭

하면 된다. 

Android Studio에서 ‘app’ Module의 실행을 요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실행할 

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보인다. 현재 PC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실

행한 AVD 즉 에뮬레이터 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트에 하나만 보일 것이다. 만약 PC

에 여러 개의 AVD가 실행되어 있거나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기기 선택 창에 모

두 보이는데, 사용자는 이 중에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OK’ 버튼을 클릭하자.

앞서 만든 MyApplication 프로젝트의 ‘app’ 모듈이 다음 그림과 같이 AVD에서 

실행이 되었다. 만약 AVD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앱을 실행하면 AVD를 구동한 

후 실행되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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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D에서 실행된 ‘app’에서 보여주는 ‘Hello World!’ 문자열을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요?

  Android Studio의 ‘app’ Module의 /res/layout/activity_main.xml 파일에서 문자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드로이드의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텍스트, 배경 컬러들은 리소스에 해당되며, 

XML 파일로 관리됩니다. 만약 이미지, 텍스트, 배경 컬러와 같은 내용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에 해당되는 XML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activity_main.xml]

Android Studio에서 AVD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자. 그런데 이때 다음과 같은 오류로 인하여 AVD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AVD 실행 에러 내용]

C:\Users\namjinha\AppData\Local\Android\sdk\tools\emulator.exe -netdelay 
none -netspeed full -avd Nexus_5_API_23
emulator: WARNING: Requested RAM size of 1536MB is too large for your 
environment, and is reduced to 864MB.
emulator: device fd:668
HAXM is not working and emulator runs in emulation mode
Cannot set up guest memory 'pc.ram': Invalid argument
emulator: The memory needed by this AVD exceeds the max specified in your 
HAXM configuration.
emulator: AVD      RAM size = 864 MB
emulator: HAXM max RAM size = 512 MB
emulator: You might want to adjust your AVD RAM size and/or HAXM 
configuration to run in fast virt mode.

AVD 실행 오류 내용은 만들어진 AVD가 개발 환경보다 많은 RAM Size 1536MB

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AVD 

Manager를 실행하여 RAM Size를 864MB로 줄여야 한다. RAM Size를 줄이려면 

AVD Manager를 실행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AVD Manager]–[EDIT]–

[Show Advanced Settings]–[Memory and Storage]에서 RAM Size를 864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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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금까지 Android Studio에서의 AVD 설정, 생성 및 AVD 실행 방법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에뮬레이터가 아닌 실제 기기를 연결하여 Module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법을 학습한다.

Android Studio Device 연결
앞서 여러분은 AVD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은 AVD가 아닌 실제 안드로이드 기

기를 이용하여 Android Studio에 연결하여 프로젝트의 ‘app’ Module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Android Studio에 단말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

이 필요한데,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USB/ADB(Android Debug Bridge) 드라이버 설치

-  Android SDK에 포함된 드라이버로 USB/ADB 연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연결이 되

지 않는다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한다.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 설치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제조사 사이트 URL

삼성전자

삼성 통합 USB 드라이버 또는 삼성 Kies

http://local.sec.samsung.com/comLocal/support/down/kies_main.

do?kind=usb

LG전자

LG전자 서비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http://www.lgservice.co.kr/cs_lg/downloadSoftwareDownload 

MainCmd.laf

2.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설정]-[개발자 옵션] 활성화

3. [개발자 옵션]-[USB 연결] 체크

4. Android Studio의 [Android Monitor] 실행

선행 작업은 총 네 가지 정도다. 

1. 같은 경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기의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USB 드라이버

와 ADB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ADB 

드라이버도 함께 설치된다. 설치 후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기기와 PC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 준비가 완료된다.

ADBAndroid Debug Bridge는 말 그대로 개발 PC에서 안드로이드 단말을 디버그가 가능

하도록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한다. ADB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Android Debug Bridge 사용법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2.는 안드로이드 단말의 환경 설정에서 [개발자 옵션] 메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개

발자 옵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단말의 [설정]-[디바이스 정보]-[소프트웨어 정보]-[빌드 번

호]를 5회 클릭하며 ‘개발자 모드를 실행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

이다.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면 더 쉬울 것이다.

[개발자 옵션 메뉴 활성화 방법]

[개발자 옵션] 메뉴가 활성화되면 개발자 옵션의 USB 디버깅을 체크해야 한다. USB 

디버깅 체크가 완료되면 Android Studio에서 연결된 기기로 디버깅이나 앱을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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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옵션에서 USB 디버깅 체크 방법]

 Android Studio가 설치된 PC와 단말을 USB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연결에 대

한 승인 요청 팝업 창이 보인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다.

이제 남은 것은 Android Studio에서 기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연결이 되었

다면 ‘app’ Module을 기기에 설치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먼저, Android Studio에

서 기기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Android Monitor’를 실행하자. 그럼 다음과 같이 

‘Android Monitor’가 Android Studio의 하단에 보일 것이다.

기기의 연결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기기에서 발생되는 로그도 확인이 가

능하다. 연결 상태를 확인했으면, 앱을 기기에 설치해보자. 이는 앞서 AVD에서 앱을 

실행했던 방법과 동일하다.

AVD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은 하지만, 기기 선택에서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

기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 그림에서처럼 현재 연결된 기기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기기에 앱이 설치되고 실행된다.

선택된 기기는 Android Studio에서 전달 받은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다. 이제 다

음과 같이 원하는 기기에 앱이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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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Android Studio에서 기기와 연결하는 방법과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

해서 알아보았다. 여러분도 한번씩 해보기 바란다.

Android Debug Bridge 사용법
ADBAndroid Debug Bridge는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발 툴 중에 하

나다. 앞서 설명했지만 ADB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시에 디버깅을 도와주는 도구

로 PC의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양한 명령을 이용하여 앱 설치, 삭제, 업데이트, 단

말기 정보 조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DB에서 제공하는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ndroid Studio에서 제공하는 ‘Terminal’을 사용하거나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할 수 있다. ‘Terminal’이나 ‘명령 프롬프트’는 같은 것으로 윈도우

에서 제공하는 것을 Android Studio 내에서 바로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기서는 Android Studio에서 ‘Terminal’을 이용하여 ADB를 사용할 

것이다.

앞의 그림에서처럼 하단의 ‘Terminal’을 클릭하면 Android Studio 하단에 윈도

우 프롬프트와 동일한 Terminal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adb shell이라는 명령어를 입

력하면 ‘adb’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

닙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다. 이는 adb 사용과 관련된 파일이 환경 변수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발생된 현상이다. 그러므로 Android SDK의 설치 경로에서 adb 

라이브러리와 관련 파일이 있는 platform-tools의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경로를 

환경변수에 등록해두자. Android SDK의 설치 경로는 Android Studio에서 [File]–

[Other Settings]–[Default Project Structu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절차

로 진행하면 된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는 Android Studio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Android SDK 경

로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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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로에 Android SDK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DK의 platform-tools 경로 확인]

환경 변수 등록은 [컴퓨터]-[우측마우스]-[속성]-[고급 시스템 설정]-[환경 변수]에서 할 

수 있으며 앞서 확인한 SDK의 platform-tools 경로를 환경 변수의 시스템 변수 

path에 추가하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환경 변수 등록이 완료되면, Android Studio를 종료한 후 다시 실행하자. 그리고 

다시 Android Studio의 ‘Terminal’에서 adb shell을 입력해보자. 이후 다음 그림과 

내용이 같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환경 변수 등록이 된 것으로, adb 관련 명령어를 이

용할 수 있다.

다음은 ADB에서 제공하는 명령어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

러분도 이 내용을 Android Studio의 Terminal에서 한번씩 테스트해보기 바란다. 참

고로 반드시 기기가 연결된 상태이거나 AVD가 실행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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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포인터를 찍었으면 Android Studio에서 디버깅 모드로 앱을 실행될 수 

있도록 다음 그림처럼 클릭하자.

디버깅 모드로 실행된 앱은 브레이크 포인트 시점에 중지된다. 즉, 안드로이드 기

기는 브레이크 포인터 위치에서 중지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음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디버깅 모드로 실행됨을 알리고, 해당 브레이크 포인트에

서 멈춰 있는 화면이다.

[ADB 명령어 사용법]

> adb + 명령어

명령어 설명

help ADB 명령어에 대해서 보여준다.

version ADB Version을 표시한다.

devices 현재 연결된 기기 정보 또는 AVD 정보를 보여준다.

logcat 연결된 기기 또는 AVD에 로그 정보를 표시한다.

install PC에서 기기 또는 AVD에 앱을 설치할 수 있다.

pull 기기 또는 AVD의 파일을 PC로 가져올 수 있다.

push PC의 파일을 기기 또는 AVD에 넣을 수 있다.

Android Studio의 Terminal을 이용하여 ADB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은 앱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되어 앱이 종료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하는 코드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디버깅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Android Studio에서 앱 디버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

다. 첫째는 브레이크 포인터를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한 줄 한 줄 따라가

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둘째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로그캣을 이용하여 콘솔

(console)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럼 먼저 브레이크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보자. 

 Android Sutdio에서 브레이크 포인터는 다음 그림과 같이 확인이 필요한 코드

에서 클릭을 통해 브레이크 포인터를 찍는다. 브레이크 포인터를 찍기 위해서는 해당 

라인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반대로 브레이

크 포인터를 해제하려면, 해당 브레이크 포인터를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고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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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ebug’ 화면에는 Variables, Watches가 있는데 Variables은 선언된 변

수의 값들을 보여준다. Watches는 선언된 변수의 값을 디버깅 중에 변경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다음 화면에서 int로 선언된 변수 a의 원래 값은 100이지만, 여기서는 

Watches에서 a의 값을 10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실제 sum의 결과가 300이 아닌 

210인 것을 다음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브레이크 포인터를 이용한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은 로그캣을 이

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드로이드 로그캣은 디버깅을 위해 앱 실행 중에 필요한 정보를 Android Monitor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그캣은 다섯 개의 static 함수를 제공한다.

함수
로그 레벨

(Log level)
내용

Log.v(String, String) Verbose

v는 verbose의 줄임말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표시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첫 번째 String은 Tag로 사용되

고, 두 번째 String은 출력할 내용을 표시한다.

Log.i(String, String) Info

i는 Info의 줄임말로 실행 중인 앱에서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첫 번째 String은 Tag로 

사용되고, 두 번째 String은 출력할 내용을 표시한다.

Log.d(String, String) Debug

d는 debug의 줄임말로 디버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첫 번째 String은 Tag로 사용

되고, 두 번째 String은 출력할 내용을 표시한다.

한편 다음 그림은 Android Studio에서 해당 브레이크 포인트 시점에 Android 

Studio에 나타나는 ‘Debug’ 화면이다. 

‘Debug’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존재하여 디버깅을 좀 더 자세하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미 여러분이 이클립스와 같은 개발 툴들을 사용해

보았다면, 익숙할 것이다. ‘Debug’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의 내용을 보고 실제 디버

깅 시에 이용해보자.

아이콘 단축키 내용

F8 한 줄만 실행

F7 해당 라인에서 메소드 내부로 들어감

F9 다음 브레이크 포인터까지 이동

Ctrl+F2 디버깅 모드 종료

Shift+F8 메소드 내부에서 빠져 나옴

Alt+F9 커서가 있는 곳까지 실행

Ctrl+Shift+F8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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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로그캣 필터링에서 로그캣 타입에 따라 표시되는 항목이 다른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로그캣 레벨 표시 항목

Verbose  

Debug  

Info  

Warn  

Error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방법 중 디버깅에 대해 알아보았다. 브레이크 포인

트 같은 경우 개발 시에 많이 사용되고, 로그캣 같은 경우 앱 배포 후 문제 발생 시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남겨놓을 때 주로 사용된다. 여러분도 브레

이크 포인트와 로그캣을 한 번씩 테스트해보기 바란다.

정리하며
이번 장에서는 Android Studio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안드로이드를 처음 접하는 개

발자도 있겠지만 이클립스를 사용하던 개발자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배

운 내용은 단순히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따라서 실습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뒤에서 나오는 예제 모두 기본적으로 Android Studio 기반으로 만

들어졌기 때문에 이 장에서 배운 개발 환경을 만들어 둬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에게 맞는 PC에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함수
로그 레벨

(Log level)
내용

Log.w(String, String) Warn

w는 warn의 줄임말로 실행 중인 앱에서 주의가 필요

한 위치에 추가할 수 있다. 첫 번째 String은 Tag로 사

용되고, 두 번째 String은 출력할 내용을 표시한다.

Log.e(String, String) Error

e는 error의 줄임말로 실행 중인 앱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곳에 추가할 수 있다. 첫 번째 String은 Tag로 

사용되고, 두 번째 String은 출력할 내용을 표시한다.

로그캣의 다섯 가지 함수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개발에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많

은 로그캣 함수를 사용할 경우 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잘 

선별한 후 사용하자. 로그캣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로그캣에서 Tag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로그를 필터링하여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Log.e("namjinha","a + b " + sum);으로 로그캣을 남겼으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타입과 Tag를 이용하여 해당 로그만 확인할 수 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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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해 봅시다

1  Android Studio를 실행하고, 앞서 만든 ‘MyApplication’이 아닌 ‘MyProject’로 

신규 Project를 생성해보자.

2  Android Studio에서 만든 ‘MyProject’에서 ‘MyModule’이라는 신규 Module을 

만들어 보자. 신규 Module의 최소 지원 버전은 API 19의 KitKat으로 설정하며, 

Wizard에서 ‘Navigation Drawer Activity’를 선택하자.

3  Android Studio에서 Project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app’이라는 Module이 만들

어진다. ‘app’ Module을 Project에서 제거하고 ‘MyModule’ Module만 보이도

록 설정해보자.

4  Android Studio의 AVD Manager를 이용하여 넥서스 4,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의 시스템 이미지로 AVD를 만들어 실행해보자. 이후 AVD가 정상적으로 실

행되는지도 확인하자.

5  Android Studio에서 만든 ‘MyProject’의 ‘MyModule’을 AVD에서 실행해보자. 

단, 4번에서 만든 AVD에서 실행하자.

6  5번에서 추가된 AVD에는 설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Gradle Scripts에

서 minSdkVersion 버전을 15로 변경하여 다시 AVD에 실행해보자.

7  안드로이드 Module을 만들 때 제공하는 Wizard는 Empty Activity, Fullscreen 

Activity, Google AdMob Ads Activity, Login Activity, Master/Detail Flow, 

Navigation Drawer Activity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각각 만들어 

보자.

앞에서 설명한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

정리해 봅시다

1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라.

2  구글은 기존 이클립스 개발 툴의 지원을 중단하고 Android Studio를 제공하고 

있다. Android Studio의 강점은 무엇인가?

3  안드로이드의 공식언어는 자바이다. 자바를 사용하는 Android Studio에서 권장

하는 자바 버전은 무엇인가? 

4 Android Studio에서 Project와 Module의 의미는 무엇인가?

5  Gradle Scripts 구성은 Project에 해당하는 (     ) 파일과 Module에 해당하는   

(     ) 파일, stings.gradle, local.properties 파일로 되어 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을 넣고 각각의 파일에 대해 설명하라.

6  안드로이드에는 AVD Manager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말의 특성에 따라 

AVD를 만들어 실제 단말을 대신하여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다. AVD Manager

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7  Gradle에서 사용되는 Groovy는 Java, 파이썬과 같은 언어 들의 특징을 더한     

(     )이고, 자바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XML을 사용하는 Ant나 Maven 

보다 빌드 스크립트 작성 시에 간결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8 Android Studio에서 단말과 연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해답은 안드로이드의 신 네이버 카페(cafe.naver.com/godofandroid)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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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봅시다

9  Android Studio에서 디버깅 방법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하였다. 첫번째는 브레

이크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     )을 이

용하는 방법이다. (     ) 방법과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하라.

2장에서는 Android Studio를 설치한 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2장을 읽은 후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돌아오자.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지 않았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 대하여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APK(Android Package)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3장

안드로이드 A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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