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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소개되었을 때 이 플랫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

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현재, 명실상부 모바일 플랫폼을 대표하는 플

랫폼이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플랫폼으로 오픈소스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사람

들이 우려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생각해 보면 ‘오픈소스’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렇

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안드로이드에 대항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익도 창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애

플리케이션을 잘 만들고 쉽게 코딩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오는 건 필시 자연스러운 방향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iOS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언어로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코틀린 언어는 이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코틀린 언어는 현재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크로스 플랫폼 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바 

환경을 버리지 못하는 개발자라면 코틀린을 익혀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까지 함

께 개발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 책이 이런 독자들께 코틀린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코틀린을 이해하는 데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틀린 언어를 학습하면서 국내서가 없어, 영어로 된 ebook을 보다가 코틀린 책을 번

역해 보고픈 생각이 들던 터에, 이렇게 ‘코틀린’을 주제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필자

로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쓰는 내내 부담스러웠으나, 이렇게 집필을 마치고 

나니 뿌듯한 마음이 앞섭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못

내 걱정스럽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집필을 마칠 수 있었

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책을 읽는 독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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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과 2장은 개발 환경 설정과 꼭 알아둘 코틀린 문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3장부터 5장

까지는 2장에서 학습한 문법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봅니다.

[2장] 핵심 코틀린 문법

클래스, 함수, 제네릭, 람다 및 코틀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장] 국가 정보를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작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여러 국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봅니다.

[4장] 사용자 등록 애플리케이션 제작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Sqlite DB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5장] 일기예보 애플리케이션 제작

외부 API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부터 날씨 데이터를 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한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다양한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의 코틀린 문법을 정확하게 숙지

해야 합니다. 코틀린 문법이 자바에서 파생되어 그 문법이 자바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를 처음 접한 독자들에게 여전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법을 자

바 코드와 비교하여 코틀린 주요 문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을 이해할 때까지 반

복해서 살펴보고, 3장부터 진행되는 다양한 예제를 실습해보기 바랍니다. 

예제 소스를 눈으로 학습하기보다는 독자 여러분이 직접 따라하면서 익히기를 추천합

니다.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이해했던 내용을 코딩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위해서 예제를 손수 따라해 보고 피드백을 주신 임성춘 편집장님과, 저의 무뚝뚝한 개

발자 말투를 부드럽게 바꿔 주신 조서희 편집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

다도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 모두에게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난주 드림

이 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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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Import project>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살펴볼 예제 폴더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예제와 연습문제의 해답은 완성된 프로그램 형태로 Github에 올

라가 있습니다. 예제를 따라하던 중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예제 소스를 참조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제를 처음 임포트하게 되면 SDK 경로가 맞

지 않는다는 경고 팝업이 뜰 텐데요, 이때는 <OK>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안드로이

드 스튜디오가 독자의 SDK 경로를 바꾸니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제 Github

에서 예제 소스를 내려 받아 봅시다.

1. Github의 예제 소스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github.com/kukuru/roadbook

2. 아래 그림과 같이 [Clone or download] 버튼을 클릭하고 <Download Zip> 파일을 클릭합니다.

3. 다운로드한 파일을 원하는 폴더에 압축 해제합니다.

예제 소스를 내려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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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틀린 시작하기

구글은 안드로이드 공식 개발 언어로 코틀린을 추가했다고 구글 I/O 2017 

키노트에서 밝혔습니다. 이 책은 자바와 비교하여 예제를 통해 코틀린을 

빠르게 익혀 간단한 앱들을 제작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코틀린에 관해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코틀린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코틀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안드로이드 개발 환

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싣지 않았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 대해 궁금한 독자는 안드로이드 개발 사이트를 참고하여 구축하

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코틀린'의 첫 장을 넘겨 볼까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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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코틀린의 탄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개발한 젯브레인에서 JVM에서 구동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코틀린을 

출시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코틀린에 관해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코틀린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1.1 안드로이드의 대안 언어로 부상한 코틀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인텔리J, 젯브레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젯브레인JetBrains’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젯브레인은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 통합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여

기서 만든 통합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가 인텔리JInteliJ입니다.  

초기 안드로이드 개발에 많이 사용하던 개발 소프웨어는 이클립스Eclipse였는데요, 이클

립스는 안드로이드 개발 툴이 업데이트되면 개발자가 플러그인을 찾아서 일일이 업데

이트 해줘야 할 뿐 아니라, 플러그인 사이에 호환도 안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텔리J에서는 gradle이라는 빌드 시스템을 접목하여 gradle 파일에 필요한 플

러그인을 적어 주면 자동으로 받아 빌드해 주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개발자가 사용

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인텔리J는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접근 장벽이 있던 것이 사

실입니다. 인텔리J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부분만 따로 개발하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AndroidStudio를 만들고 구글에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공식 안드로이드 개

발 툴로 지정함에 따라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어오게 되었

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개발한 젯브레인에서, 이번에는 JVM Java Virtual Machine에서 구동

되는 새로운 언어 코틀린Kotlin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코틀린이 지원하는 범위는 자바스

크립트와 자바입니다. 

[그림 1-1] 안드로이드와 코틀린의 만남

2017년에 열린 개발자를 위한 컨퍼런스인 구글 I/0에서 코틀린을 안드로이드 개발 언

어로 지정했습니다. 코틀린은 현재는 자바스크립트와 안드로이드 개발을 지원하고 있

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Kotlin/Native 언어도 현재 개발 중입니다. 

Kotlin/Native가 지원하는 범위는 MacOs, x86 리눅스와 Apple iOS(arm 64) 그리고 

라즈베리파이입니다. 크로스 플랫폼 지원으로 소스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재 개발로서는 아주 초기 단계이며 Kotline/Native 언

어를 실제로 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코틀린의 크로스 플랫폼 자원에 대해서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크로스 플

랫폼 언어 중 C#을 베이스로 하는 Xamarin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언

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Xamarin 언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소스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와 iOS 두 플랫폼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amarin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UX와 iOS에서 사용하는 UX에 대한 처리를 각 

플랫폼에 맞도록 각각 만들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 로직에 대한 

루틴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통 루틴에 대한 코드 재사용성도 커다란 장점이긴 하

지만 UX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Xamarin이 큰 이득이 

되지는 못합니다. 현존하는 크로스 플랫폼 지원 언어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젯브레인에서는 플랫폼 특성들을 적절히 잘 녹인 언어

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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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왜 코틀린일까?

구글이 코틀린을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라클과 자바 관련 소

송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바와 비교하면 코틀린이 갖는 언어의 유연성과 

편리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코틀린의 장점에 비추어 이 시점에 왜 코틀린을 

알아두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자바로 코딩했을 때 이유 없이 길어지는 자바 코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개인적

인 경험이 있습니다. 코틀린으로 개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변수의 null을 물음표 

기호로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장점이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자바

와 비교했을 때 코틀린이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적은 양의 코드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개발자들은 보통, 간결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코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반복으로 코딩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틀린은 이렇게 반복하여 들어가는 코드를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간단하게 코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

해서 이해해보도록 하죠.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하는 Person 클래스를 만든다고 가정해볼까요? 자바에서

는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public class Person {
    private String name;
    private int age;
    
    public String getName() {
        return name;
    }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
        this.name = name;
    }

    public int getAge() {
        return age;
    }

    public void setAge(int age) {
        this.age = age;
    }
}

이 클래스를 코틀린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ata class Person(var name:String, var age:Int) 

코틀린에는 C의 structure와 같이 데이터를 위한 클래스 키워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키워드를 사용하여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 코틀린 내부적으로 set()/get()이 만

들어집니다. 

② null point exception에 안전하다 

변수를 선언할 때 null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임을 선언해주도록 하여 컴파일 타임

에 변수에 대한 null 처리를 하도록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null point 

exception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Person 클래스자바

Person 클래스코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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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newOne:Person? = null
var registered:Person? = null

if(newOne.equals(registered))
{
    //
}

위의 예제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직 코틀린 환경이 구축

되지 않아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없을 텐데요, 다음 절에서 코틀린 환경을 구축하면 

다음 결과를 꼭 확인해보세요. 

Error:(84, 18) Only safe (?.) or non-null asserted (!!.) calls are allowed on a 
nullable receiver of type Person?

에러 내용을 보면 newOne 변수에 아무 값도 넣지 않으면 null point exception이 날 

수 있으니 이를 알맞게 처리하라고 컴파일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없이도 개발 단계에서 오류 사항을 알 수 있으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더 편하게 개발

할 수 있습니다.

③ 함수형 언어의 중요한 장점들을 차용했다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 언어Object-Oriented Language이지만 함수형 언어Functional 

Language의 장점들을 차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람다Lamda인데요, 람다를 통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안드로이드에서 버튼을 클릭하

면 동작하는 함수인 onClick 함수를 선언할 때 반복적으로 써줘야 했던 함수 선언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onClickListener 클래스를 설정하는 코드와 코틀린에

서 onClickListener 클래스를 설정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생략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null로 초기한 경우코틀린

null이 될 가능성을 알려주는 코틀린코틀린

Button btn = new Button(this);
btn.setOnClickListener(new View.OnClickListener(){
    public void onClick(View view)
    {

    }
});

val button = Button(this)
button.setOnClickListener { 
    
}

④ 상속 받지 않고도 클래스 확장이 가능하다

기존의 클래스를 extend 받아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프로그램 안에서 확장하

여 필요한 함수를 추가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ImageView에서 URL을 받아 화면에 해당 URL의 

이미지가 보이도록 설정하는 loadUrl 함수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자

바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custom 클래스를 만들고 ImageView를 상속 받아 loadUrl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필요한 클래스에서 함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

수는 한번 선언해 두면 어떤 클래스에서나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un ImageView.loadUrl(url:String)
{
    Picasso.with(context).load(url).into(this)
}

click listener 설정자바

click listener 설정코틀린

코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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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본 자바 코드들과 호환이 가능하다 

현재 자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다음 예제와 같이 코틀린 코드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 클래스에는 코틀린 로고 가 있어 자바 파일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 코틀린 클래스와 자바 클래스

반대로 코틀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자바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들을 프로그

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코틀린이 JVM에서 실행되도록 컴파일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코틀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코틀린을 본격적으로 

사용해보기 위해 코틀린 개발 환경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1.3 코틀린 개발 환경 구축하기

코틀린은 플러그인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코틀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고 가정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코틀린 환경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새 프로젝트 생성하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메뉴에서 [File]-[New Project]-[Empty Activity]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Hello World’를 출력하는 다음과 같은 자바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림 1-3] [File]-[New Project]-[Empty Activity]로 Activity 생성하기

Tip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및 안드로이드 개발에 필요한 환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http://developer.android.com/intl/ko/sdk/index.html)에서 참조하여 구성하시면 됩니다. 안

드로이드 3.0을 내려 받은 사람이면 따로 코틀린 플러그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한데요, 2017년에 열

린 구글 I/O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0에는 코틀린이 탑재되어 릴리즈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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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생성된 자바 파일

Tip

일부 독자 중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만 코틀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개발자도 있을텐데요, 젯브레인은 이클립스에서도 코틀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클

립스를 위한 플러그인도 함께 출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 - 코틀린 플러그인 설치하기

메뉴의 [File]-[Settings]를 선택하면(Window 개발자), 다음과 같은 안드로이드 스튜

디오 셋팅에 관련된 옵션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Plugins]을 클릭하고 <Install 

JetBrains plugin>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kotlin’을 검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1

2

3

4

[그림 1-5] [File]-[Settings]-[Plugin]

Tip

Mac 개발자는 메뉴에서 [AndroidStudio]-[Preferences]를 선택하세요.

5

6

[그림 1-6] ‘kotlin’을 검색하여 설치하기

코틀린 플러그인을 설치했다면, 이를 적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변경사항을 적용해 주는데요, 다

시 시작했는데 gradle 싱크에 시간이 걸린다면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종료했다

가 다시 시작해보세요.

3단계 - 자바 파일을 코틀린 파일로 변경하기 

[Code]-[Convert java file to Kotlin file]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자바 코드를 자동으로 코틀린 코드로 변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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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그림 1-7] [Code]-[Convert Java File to Kotlin File]

이미 있는 프로젝트를 코틀린 코드로 변경하려고 할 때, 모든 파일을 선택해서 변경할 

경우 원하지 않는 코드가 생성될 수 있으니 ‘Convert Java File to Kotlin File’을 적용

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단계 - gradle 빌드 환경 적용하기 

현재 환경을 코틀린 빌드 환경으로 변경하려면 gradle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과

정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Find Action] 메뉴를 통해서 간

단하게 gradle 파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Find Action]은 필요한 명령을 찾을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메뉴입니다. 

[Help]-[Find Action] 메뉴를 클릭한 후, ‘Configure Kotlin in Project’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1

2 3 입력

4

[그림 1-8] Find Action에서 ‘Configure Kotlin in Project’ 검색하기

혹은 다음과 같이 [Tools]-[Kotlin]-[Configure Kotlin in Project] 메뉴를 클릭해도 

됩니다. 

2 3

1

[그림 1-9] [Tools]-[Kotlin]-[Configure Kotlin in Project]

[Configure Kotlin in Project]를 클릭하면 gradle 파일에 적용할 건지 아니면 [Anroid 

with Gradle]에 적용할 건지 묻는 창이 뜹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소스에 대한 설정

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Android with Gradle]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1-10] Android with Gradle 메뉴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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