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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1

기초 문법편

요약 

이 장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고, SCJP와 같은 시험을 준비할 때를 대비하여 필자

가 별도로 마련한 장이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 못했으면, 무슨 말인

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장에서 다루는 각 절에 있는 내용이 이해 안 되면 앞의 내용을 

다시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파일로 준비해 두었으니, 다

운로드 방법은 필자의 블로그나 <자바의 신>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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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 개발과 관련된 용어들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 책에서 별도로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내용은 정리하지 않았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야기해 봤자, 자바에 적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

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용어들을 모른다고 자바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개념은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객체지향 관련 용어 목록

 ● 클래스Class

 ● 상태state와 행위behavior 

 ● 캡슐화Encapsulation

 ● 메시지Message

 ● 객체Object

 ● 상속Inheritance

 ● Overriding

 ● 다형성Polymorphism

 ● Overloading

책 중간 중간에서 본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기에 나열한 각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자. 

클래스(Class)

“상태”와 “행위”를 갖는 자바의 기본 단위를 의미한다.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까지 만들어 온 클래스들이 여기에 속한다. 

상태(state)와 행위(behavior) 

어떤 사물을 나타낼 때에는 상태와 행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바에

서 “상태”는 클래스나 인스턴스 변수로, “행위”는 메소드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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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Common {
  private int state; 상태

  public void setState(int newState) { 행위

    //내용 생략

  }
}

캡슐화(Encapsulation)

연관된 “상태”와 “행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묶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묶어 

주면 기능을 클래스 밖에서 접근 가능한 대상을 제한하는 정보 은닉information hiding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객체를 위한 코드가, 다른 객체를 위한 코드와 무관하게 수

행할 수 있는 모듈화modularity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묶여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클

래스라고 보면 된다. 

public class Common {
  private int state;  private로 선언함으로써 정보 은닉

  public void setState(int newState) { 상태를 변경 가능

    //내용 생략

  }
}

메시지(Message)

메소드에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값을 메시지라고 한다. 자바에서는 여

러분들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매개 변수들이 여기에 속한다. 위의 코드에서 

newState가 메시지를 의미하는 매개 변수이다.

객체(Object)

클래스는 사물의 단위를 의미하지만, 객체는 각 사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책”은 

클래스, <자바의 신>은 책 중의 하나를 의미하는 객체라고 볼 수 있다. 

Book javaSolutions=new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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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클래스의 main() 메소드에서 가장 첫 줄에 생성한 것들이 바로 

이 객체다.

상속 

부모에 선언된 변수와 메소드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클래스 선언시 

extends를 사용하여 확장하거나, implements를 사용하여 구현한 경우가 여기에 속

한다. 

다형성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이 똑같을 수가 없고, 자식들도 같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

바에서는 부모 클래스에서 파생된 자식 클래스들의 기능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ublic class Parent {
  public void method() {
    //내용 생략

  }
}

이러한 부모클래스가 있을 때,

public class FirstChild extends Parent { Parent 클래스를 상속 받음

  public void method() {
    //내용 생략

  }
}

와

public class SecondChild extends Parent { Parent 클래스를 상속 받음

  public void method() {
    //내용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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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면 FirstChild와 SecondChild에 있는 method()는 다른 기능을 수행해도 

무관하다는 것이 다형성이다.

Overriding

부모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와 동일한 선언을 갖지만 구현이 다른 것을 의미

한다. 자바에서 다형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Overriding이다. 예제로 살펴

보면,

public class Parent {
  public void method() {
    //내용 생략

  }
}

이러한 부모클래스가 있을 때,

public class Child extends Parent {
  public void method() {
    //내용 생략

  }
}

method()는 부모 클래스의 method()를 덮어 쓴 Overriding 처리가 된 것이다. 즉 

method()를 실행하면 부모 클래스의 method()가 아닌 Child 클래스의 method()가 

실행된다.

Overloading

메소드의 이름은 동일해도, 매개 변수들을 다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일

한 기능은 하지만, 메소드에 넘겨줄 수 있는 매개 변수의 타입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메소드를 사용하는 다른 개발자가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통해 살펴보면,

public class Overloading {
  public void getData() {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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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c void getData(int value) {
    //내용 생략

  }
  public void getData(String value) {
    //내용 생략

  }

}

getData() 메소드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셋 중에 호출되는 메소드가 달

라진다. 이렇게 구현한 것이 바로 Overloading이다. 

자바의 주석문(Comment)
주석은 개발하면서 부연 설명을 추가하거나, 개발해 놓은 코드를 임시로 수행하지 않

도록 하려고 사용한다. 

 ● 한줄 주석 : 일반적으로 해당 줄을 실행하지 않도록 할 때 사용

// 주석 처리하는 내용

 ● 블록 주석 : 여러 줄을 실행하지 않도록 할 때 사용

/* 주석 시작

주석 끝 */ 

 ● javadoc을 위한 주석 : API 문서에 설명을 표시할 목적으로 사용

/** 주석 시작

주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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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는 주석 처리 문장이라면, 아예 코드에서 지워 버리

는 것이 좋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다.

패키지와 import
패키지는 클래스들을 그룹화하기 위한 단위이다. 만약 이러한 패키지가 없다면, 자바

의 소스코드들은 뒤죽 박죽되어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다른 패키지에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선언 앞에 import 문장들이 있어야 한다.

패키지 선언시 유의사항들

 ●  패키지는 package로 시작하며 하위 패키지로 내려갈 때마다 .(점)을 찍어 주

어야 한다.

 ● 반드시 소스의 가장 첫 줄에 존재해야 한다.

 ● 패키지 이름에 자바 예약어가 포함되면 안 된다.

 ● 모두 소문자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일반적인 패키지는 java나 javax로 시작하면 안 된다.

 ● 패키지에 해당하는 폴더에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패키지 선언 예

package com.roadbook.basicjava;

import는

 ●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문장이다.

 ●  다른 클래스에 static으로 선언되어 있는 접근 가능한 변수를 참조하려면 

import static을 사용한다. 

 ● 하나의 패키지 내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참조하려면 *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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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사용 예

import com.roadbook.basicjava.SummaryClass;
import static com.roadbook.basicjava.SummaryClass.SUMMARY_
  CHAPTER_NUMBER;
import com.roadbook.basicjava.exception.*;

자바에서 사용되는 타입의 종류
자바의 타입은 크게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으로 나뉜다.

8개의 기본 자료형

 숫자와 boolean(true, false)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형을 의미하며, 우리가 마음대

로 추가로 만들 수 없다.

 ● 정수형 : byte, short, int, long, char

 ● 소수형 : float, double

 ● 기타 : boolean

정수형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타입 최소 최대 비트 수

byte -27 27 -1 8

short -215 215 -1 16

int -231 231 -1 32

long -263 263 -1 64

char 0 216 -1 16

기본 자료형의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 byte: 0 

 ● short 0 

 ● int: 0 

 ● long: 0L 

 ● float: 0.0f

 ● double: 0.0d

 ● char: ‘\u0000’ 

 ● boolea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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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형

 기본 자료형을 제외한 모든 타입을 말한다. 모든 클래스는 참조 자료형이라고 생

각하면 된다.

참조 자료형과 기본 자료형의 차이

 ●  초기화할 때 : 기본 자료형은 값을 바로 지정하면 되지만, 참조 자료형은 일반

적으로 new와 생성자를 지정하여 객체를 생성한다.

 ●  메소드를 호출할 때의 매개 변수 : 기본 자료형 및 참조 자료형 모두 값을 전

달하지만, 참조 자료형 안에 있는 변수들은 참조 주소를 전달한다.  

특수한 참조 자료형

 ●  String : String 클래스는 new를 이용하여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특수한 

클래스다. 그리고, + 연산까지 가능한 유일한 클래스다. 

변수의 종류
자바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종류는 4가지다. 이 변수들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만, 자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바 변수의 종류

 ●  지역 변수local variables : 지역 변수를 선언한 곳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지

역 변수를 선언한 중괄호가 끝나면 소멸

 ●  매개 변수parameters : 메소드가 호출될 때 생명이 시작되고, 메소드가 끝나면 

소멸 (정확히 호출될 때 시작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억해두어도 무방)

 ●  인스턴스 변수instance variables : 객체가 생성될 때 생명이 시작되고, 그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객체가 없으면 소멸

 ●  클래스 변수class variables : 클래스가 생성될 때 생명이 시작되고, 자바 프로그

램이 끝날 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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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를 통해서 본 변수들

public class VariableTypes {
  int instanceVariable;
  static int classVariable;
  public void method(int parameter) {
    int localVariable;
  }
}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연산자들
자바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연산자의 종류

 ● 할당 연산자 : = 

 ● 사칙 연산자 : +, -, *, /, %

 ● 대입 연산자 : +=, -=, *=, /=, %=

 ● 단항 연산자 : +, -, ++, -- (여기서 +와 -는 양수와 음수를 나타내는 연산자임)

 ● 비교 연산자 : ==, !=, >, <, >=, <=

 ● 조건적 논리 연산자 : &&, ||

 ● 논리 연산자 : !, &, |, ̂  

 ● 삼항 연산자 : ? : 

 ● Bitwise 연산자 : &(AND), |(OR), ̂ (XOR), ~(NOT)

 ● Bit 이동 연산자 : <<, >>, >>> 

 ● Bit 대입 연산자 : &=, |=, ̂ =, <<=, >>=, >>>= 

여기서 삼항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된다.

변수 = (boolean조건식) ? true일때의 값 : false일때의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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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연산자의 분류와 한글 명칭은 책이나 자료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분류나 명칭보다는 연산

자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연산자 연산 순위(같은 레벨에 있는 연산자는 연산 우선 순위가 동일함)

레벨 연산자 한글 설명 영문 설명 결합 방향

1

[] 배열 요소 접근 access array element

좌 → 우

. 객체 변수 접근 access object member

, for 루프의 초기화시에만 comma

() 메소드 호출 invoke a method

++ x++로 사용할 경우 post-increment

-- x--로 사용할 경우 post-decrement

2

++ ++x로 사용할 경우 pre-increment 

우 → 좌

-- --x로 사용할 경우 pre-decrement

+ +x unary plus

- -x unary minus

! logical NOT

~ bitwise NOT

3
( ) 형 변환시 소괄호 cast

우 → 좌
new 객체 생성 object creation

4 *, /, % 배수 연산 multiplicative 좌 → 우

5
+, - 증감 연산 additive

좌 → 우
+ 문자열 더하기 string concatenation

6 <<, >>, >>> Bit 이동 연산 shift 좌 → 우

7
<, <=, >, >= 비교 연산 relational

좌 → 우
instanceof 타입 비교 연산 type comparison

8 ==, != 비교 연산 equality 좌 → 우

9 & 비트 AND bitwise AND 좌 → 우

10 ^ 비트 XOR bitwise XOR 좌 → 우

11 | 비트 OR bitwise OR 좌 → 우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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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연산자 한글 설명 영문 설명 결합 방향

12 && 조건 논리 AND conditional AND 좌 → 우

13 || 조건 논리 OR conditional OR 좌 → 우

14 ? : 삼항 연산 conditional 우 → 좌

15

= ,  += ,  -= , 

*=, /=, %=, 

&=, ^=, |= 

<, <=, >, >=

할당 연산 assignment 우 → 좌

※ 여기서 결합 방향은 동등한 연산이 있을 때의 방향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2*3/4는 좌에서 우로 연산하므로, (2*3)/4와 동일하다. 반대로 x=y=3 

과 같이 연산을 하면 x=(y=3)과 같기 때문에 y에 3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x에 3을 

할당한다. 즉, 보이지 않는 괄호가 우선 발생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조건문들 
변수들의 상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분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조건문들은 다

음과 같다.

 ● if

if(boolean값) 처리문장;

 ● if - else 

if(boolean값) 처리문장1;
else 처리문장2;

 ● if - else if

if(boolean값) 처리문장1;
else if(boolean값) 처리문장2;
else if(boolean값) 처리문장3;
…
else 처리문장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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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처리 문장이 한 줄 이상이면 중괄호로 묶어주면 된다. 

 ● switch - case

switch(비교대상변수) {
case 점검값1:
  처리문장1;
  …
  break;
case 점검값2:
  처리문장2;
  …
  break;
…
default:
  기본처리문장;
  …
  break;
}

여기서 비교 대상 변수는 정수형만 사용 가능 했었지만, JDK 7 이상에서는 String

도 사용 가능하다. 

반복문들
반복되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반복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 while

while(boolean조건) {
  처리문장;
  ……
}

 ●  do - while : 반복 수행을 하기 전에 적어도 한번은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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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처리문장;
  ……
} while(boolean조건);

 ● for 루프 : for 루프가 수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음

for (➊ 초기화; ➋➎➑ 종료조건; ➍➐ 조건 값 증가) {
    ➌➏ 반복문장

}
➒

➊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변수를 초기화한다. 

➋ 그 다음에는 “종료조건” 구문이 수행된다. 만약 이 구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결과가 false이면) 그 아래에 있는 “반복문장”은 수행되지 않고 for 루프는 끝나고 

➒가 실행된다. 

➌ “종료조건”을 만족하면(결과가 true이면) “반복문장”이 수행된다. 

➍ 그 다음에는 “조건 값 증가”가 수행된다. 보통 “초기화”에서 선언한 변수를 여기서 

증가시킨다. 

➎ “반복문장”을 수행하기 전에 다시 “종료조건”에 맞는지를 다시 확인한다. 

➏ “반복문장”을 다시 수행한다.

➐ “조건값 증가”가 다시 수행된다.

➑ “종료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➒ “종료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for 루프는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수행된다.

 ● 조건을 빠져 나오기 위한 break

  조건문이나 반복문의 중간에서 하던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break를 

사용한다.

 ● 검증 로직으로 이동하기 위한 continue

  반복문에서 중간에서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조건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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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x=1;
while(x<3) {
  x++;
  if(x==1) continue;
  if(x==2) break;
}

 이와 같은 문장이 있으면,

  x가 1일 경우에는 그 아랫줄의 비교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다시 while 비교 

문장으로 돌아가며, x가 2인 경우에는 이 while 문은 종료된다.

아무나 사용 못하게 막아주는 접근 제어자
자바는 4가지 접근 제어자를 제공한다. 이 접근 제어자는 클래스, 변수, 메소드 등을 

선언할 때 사용하고, 선언한 해당 항목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public :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 protected : 같은 패키지 내에 있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만 접근 가능하다.

 ●  package-private : 아무런 접근 제어자를 적어주지 않을 때이며, package-

private라고도 불린다. 같은 패키지 내에 있을 때만 접근 가능하다.

 ● private :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접근 제어자에 따른 접근 범위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클래스에서
해당 클래스

안에서
같은 패키지에서

상속 받은

클래스에서
import한

public O O O O

protected O O O X

(package private) O O X X

private 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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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제어자들
클래스, 메소드,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어자는 접근 제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제어자들이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자.

제어자 클래스 메소드 변수

접근 제어자: public, protected, private O O O

구현 필요 제어자: abstract O O X

하나의 인스턴스만 허용하는 제어자: static O O O

값 수정 제한 제어자: final O O O

strict 소수 값 제어자: strictfp O O X

어노테이선 O O O

동시 접근 제어자: synchronized X O X

다른 언어로 구현된 것을 명시하는 제어자: native X O X

실행시의 동작 방법을 알리는 제어자: transient, volatile X O O

이러한 제어자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익힐 수 있

다. 여기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제어자는 <자바의 신> Vol.2에서 다루니 처음 보는 

제어자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바를 구성하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abstract 클래스
자바에서 만든 코드를 관리하는 클래스 파일(.class)이 되는 타입의 종류 

 ● 클래스

 ● 인터페이스

 ● abstract 클래스

 ● enum 클래스

 ● 어노테이션 선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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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와 abstract 클래스, 클래스의 차이

인터페이스

 ● 어떤 메소드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언만 되어 있다.

 ● 절대로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서는 implements를 사용하여 선언한다. 

abstract 클래스

 ●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어도 상관 없다.

 ●  abstract로 선언된 메소드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abstract 클래스로 

선언해야 한다.

 ● abstract으로 선언된 메소드는 절대로 구현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 abstract 클래스를 확장하는 클래스에서는 extends를 사용하여 선언한다.

클래스

 ●  인터페이스나 abstract 클래스와 다르게 모든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클래스, 인터페이스, abstract 클래스의 차이 표

인터페이스 abstract 클래스 클래스

선언 시 사용하는 예약어 interface abstract class class

구현 안 된 메소드 포함 가능 여부 O(필수) O X

구현된 메소드 포함 가능 여부 X O O(필수)

static 메소드 선언 가능 여부 X O O

final 메소드 선언 가능 여부 X O O

상속(extends) 가능 X O O

구현(implements) 가능 O X X

클래스 선언 예

public class Sample extends SuperClass implements InterfaceA, 
InterfaceB{
  /* 내용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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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클래스 선언

 ● 파일 이름은 Sample.java

 ● 대문자로 시작하고, 추가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첫 문자만 대문자를 사용한다.

SuperClass라는 클래스를 확장

 ●  extends 뒤에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명시하며, 반드시 하나의 클래스만 지정 

가능하다.

 ● abstract 클래스도 extends로 확장할 수 있다. 

InterfaceA와 InterfaceB를 구현함

 ● 한 개 이상의 구현할 인터페이스 이름을 명시한다.

 ●  implements로 구현을 한다고 명시할 때에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모든 메소

드가 이 클래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인터페이스 선언 예

public interface InterfaceA {
  public void methodA();
  public void methodB();
}

 ●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abstract 클래스 선언 예

public abstract class AbstractClass {
  public abstract void methodC();
  public void methodD() {
  }
}

 ●  abstract로 선언된 메소드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클래스는 abstract로 선언되

어야만 한다.



기초 문법편 요약    21

enum 클래스 선언 예

public enum EnumClass {
  THREE_HOUR(18000),
  FIVE_HOUR(30000),
  /* 중간 생략 */
}

 ● enum 클래스는 상수를 열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enum 클래스의 상수는 이름만 정의해도 된다.

 ● 별도의 생성자를 만들어 각 상수의 값을 지정할 수 있다. 

 ● 모든 enum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java.lang.Enum 클래스뿐이다.

 ● enum에 메소드를 만들어 기능 추가 가능

어노테이션 선언 예

import java.lang.annotation.*;

@Target(ElementType.METHOD)
@Retention(RetentionPolicy.RUNTIME)
public @interface AnnotationDefinition {
  public int number();
  public String text() default "This is first annotation";
}

 ● 대상(@Target)과 적용 범위(@Retention)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 @interface를 사용하여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혹시나 이야기하면, interface나 abstract 클래스 모두 클래스 변수나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할 수 있으며, 구현 및 확장하는 클래스에서는 이 값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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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의 선언
메소드는 자바에서 클래스의 행위behavior를 처리하는 데 사용됨.

기본적인 메소드의 선언 예

public void method(String param, int ... params) {
  //메소드 내용

}

 ● method라는 이름을 갖는 메소드다.

 ● public과 같은 제어자 선언이 가능하다. 

 ● void로 선언되어 있어 리턴되는 값이 없다.

 ● param이라는 String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가진다.

 ●  params라는 여러 개의 int 타입을 콤마로 구분하여 매개 변수로 지정 가능   

하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상속
자바 개발시에는 상속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만약, 자주 사용하지 않고 상속되어 있

는 클래스가 적다면, 리팩토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반복되는 메소드를 상위 클래스

로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 가독성이 높아진

다. 상속 관계가 발생했을 때 생성자, 메소드, 변수는 각각 어떻게 지정하고 동작하게 

되는지 정리해보자.

생성자

 ●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면 자동으로 부모 클래스의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됨. 명시적으로 super()라고 지정 가능하다

 ●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려면 super()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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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

 ●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메소드들이 자신의 클래스에 선언된 것처럼 사용 가능

하다(private 제외).

 ●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메소드와 동일한 시그네쳐를 사용함으로써 메소드 

overriding이 가능하다.

 ● 부모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지 않은 이름의 새로운 메소드 선언이 가능하다.

변수

 ●  부모 클래스에 private로 선언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자신의 클래스에 

선언된 것처럼 사용 가능

 ●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변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변수 선언 가능(권장하지 

않음)

 ● 부모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지 않는 이름의 변수 선언 가능

예외를 처리하자
프로그램에서의 예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자바에서 발생 가능한 예외를 

처리하는 것은 try-catch 문장이다.

try-catch 기본 구문

try {
  //예외가 발생 가능한 문장 
} catch(예외1 e1) {
  //예외1이 발생했을 때 처리 문장

} catch(예외2 e2) {
  //예외2가 발생했을 때 처리 문장 
} finally { 
  //try나 catch가 어떻게 수행되었든 간에 수행되는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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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에서 사용하는 예외의 종류

 ●  checked exception: try-catch로 묶어줘야 하는 예외이며, 컴파일시 예외 

처리 여부를 체크한다.

 ● error: 자바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예외이며, 실행시 발생한다.

 ●  runtime exception 혹은 unchecked exception: try-catch로 묶지 않아도 

컴파일시 체크를 하지 않는 예외이며, 실행시 발생하는 예외이다.

throw와 throws 

 ● throw : 예외 객체를 던지기 위해서 사용한다.

 ● throws : 예외가 발생하면 던질 것이라고 메소드 선언시 사용한다.

 ●  메소드를 선언할 때 매개 변수 소괄호 뒤에 throws라는 예약어를 적어 준 뒤 

예외를 선언하면, 해당 메소드에서 선언한 예외가 발생할 때 호출한 메소드로 

예외가 전달된다.

 ●  두 가지 이상의 예외를 던지게 된다면 implements처럼 콤마로 구분하여 예

외 클래스 이름을 적어준다.

 ●  try 블록 내에서 예외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throw라는 예약어를 적어 준 뒤 

예외 객체를 생성하거나, 생성되어 있는 객체를 명시한다.

 ●  throw한 예외 클래스가 catch 블록에 선언되어 있지 않거나, throws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  catch 블록에서 예외를 throw할 경우에는 메소드 선언의 throws 구문에 해

당 예외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어노테이션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메타 어노테이션들
JDK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어노테이션 중 어노테이션 선언시 사용하는 메타 어노테

이션에는 @Target, @Retention, @Documented, @Inherited의 4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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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에 선언되어 있는 어노테이션

 ● @Override : Override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할 때 사용한다.

 ●  @Deprecated :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Deprecated 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

로 선언할 때 사용한다.

 ● @SupressWarnings : 컴파일러의 경고를 무시하도록 하려고 할 때 사용한다. 

Target 어노테이션에서 사용하는 ElementType의 종류

요소 타입 대상

CONSTRUCTOR 생성자 선언시 

FIELD enum 상수를 포함한 필드(field)값 선언시

LOCAL_VARIABLE 지역 변수 선언시

METHOD 메소드 선언시

PACKAGE 패키지 선언시

PARAMETER 매개 변수 선언시

TYPE 클래스, 인터페이스, enum 등 선언시

 ●  두 개 이상의 ElementType을 선언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열을 선언할 

때처럼 중괄호로 묶어 사용함.

@Target({ElementType.METHOD, ElementType.TYPE})

Retention 어노테이션에서 사용하는 RetentionPolicy의 종류

요소 타입 대상

SOURCE 어노테이션 정보가 컴파일시 사라짐

CLASS
클래스 파일에 있는 어노테이션 정보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참조 

가능함. 하지만,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에서는 사라짐

RUNTIME 실행시 어노테이션 정보가 가상 머신에 의해서 참조 가능



26   

정리하며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지금까지는 자바의 기초 

문법을 배웠고, 딱 절반을 배웠다. 시작이 반이고, 벌써 절반을 배웠으니 3/4을 배운 

것이다. <자바의 신> Vol.2부터는 자바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그

런데, 이 장까지 배운 내용을(이 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90% 이상 이해하지 못한 분

들은 <자바의 신> Vol.2의 설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리된 내용이 머

리 속에 쏙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은 해당 부분을 찾아 다시 확인하자. 



Volume 2

주요 API 

응용편 요약                      

자바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정리했으니, 주요 API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이다. 먼

저 자바에 예약어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 다음 주요 API를 살펴보자.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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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의 예약어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자바에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

는 예약어들이 존재한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알

고 있는 예약어를 옆에 체크해보자.

예약어 체크 예약어 체크 예약어 체크

abstract assert boolean

break byte case

catch char class

const continue default

do double else

enum extends final

finally float for

goto if implements

import instanceof int

interface long native

new null package

private protected public

return short static

strictfp super switch

synchronized this throw

throws transient try

void volatile while

이와 같이 총 51개의 예약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예약어를 

전부 사용할 일은 절대 없다. 왜냐하면, 몇몇 예약어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예약어는 const와 goto 두개다. 

51개의 예약어를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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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과 관련된 예약어들 (8개)

타입 설명 관련 장

byte 8 bit 정수형 4장(Vol.1)

short 16 bit 정수형 4장(Vol.1)

int 32 bit 정수형 4장(Vol.1)

long 64 bit 정수형 4장(Vol.1)

float 32 bit 소수형 4장(Vol.1)

double 64 bit 소수형 4장(Vol.1)

char 0~65,535 범위를 갖는 정수형 4장(Vol.1)

boolean true, false 만 존재하는 타입 4장(Vol.1)

클래스, 메소드, 변수 선언, 객체 생성과 관련된 예약어들 (26개)

타입 설명 관련 장

package
클래스의 패키지를 선언할 때 사용하며 코드 내에서 단 

한번만 지정 가능
9장(Vol.1)

import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및 그 안에 선언된 요소들

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
9장(Vol.1)

interface 인터페이스 선언 12장(Vol.1)

abstract abstract 클래스 선언 12장(Vol.1)

class 클래스 선언 3장(Vol.1)

enum enum 선언 12장(Vol.1)

implements

interface를 구현한다고 선언할 때 사용하며,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하여 나열

하면 됨

12장(Vol.1)

extends
클래스나 abstract 클래스를 확장할 때 사용하며, 하나

의 클래스만 확장 가능함
10장(Vol.1)

private 다른 클래스에서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할 경우 사용 9장(Vol.1)

protected
같은 패키지 내에 있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만 접근하게 

할 경우 사용
9장(Vol.1)

public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 9장(Vol.1)

final
변수에 사용할 경우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선언하며, 

클래스에 사용할 경우 확장을 못하도록 선언
12장(Vol.1)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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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 관련 장

synchronized 동시 접근 제어자 10장

void 메소드에서 반환하는 값이 없음을 선언 2장(Vol.1)

static 하나의 인스턴스만 허용하는 제어자 4장(Vol.1)

return 메소드를 종료하고 값을 반환할 때 사용 2장(Vol.1)

assert 검증을 위한 로직 선언.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음 -

native
다른 언어로 구현된 것을 선언.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음.
-

new 새로운 객체 생성을 선언.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음 8장(Vol.1)

null 참조되고 있는 객체가 없다는 것을 선언 2장

strictfp strict 소수 값 제어자 -

super 상위 클래스 참조 10장(Vol.1)

this 현재 객체에 대한 참조를 명시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 11장(Vol.1)

transient
Serializable 할 때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는 객체를 

선언
12장

volatile
하나의 변수를 여러 쓰레드가 참조할 때 모두 동일한 

값을 바라보도록 할 때 사용
10장

instanceof 객체의 타입을 확인할 때 사용 10장(Vol.1)

조건 및 반복문과 관련 있는 예약어들 (10개)

타입 설명 관련 장

if
데이터의 조건을 확인할 때 사용하며, if 괄호 안의 결

과는 반드시 boolean 타입임
6장(Vol.1)

else if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선언 6장(Vol.1)

switch
정수형 및 String 문자열(JDK 7 이상)의 값에 따른 분기

를 할 때 사용
6장(Vol.1)

case switch에서 선언한 변수의 값에 따른 작업을 선언 6장(Vol.1)

default
switch에서 case 조건에 부합되는 값이 없을 때 기본

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선언
6장(Vol.1)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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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설명 관련 장

for
조건에 따른 반복을 변수에 따라서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
6장(Vol.1)

do 한번 수행 후 조건 반복을 하고자 할 때 사용 6장(Vol.1)

while 조건에 따른 반목만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 6장(Vol.1)

continue 반복 작업시 조건 확인문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 6장(Vol.1)

break 반복 작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사용 6장(Vol.1)

예외 처리와 관련된 예약어들 (5개)

타입 설명 관련 장

try 예외가 발생 가능한 코드의 범위 선언 14장(Vol.1)

catch try로 묶은 범위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처리 방법 선언 14장(Vol.1)

finally try-catch 수행 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작업 선언 14장(Vol.1)

throw 예외를 발생 시키거나 호출한 클래스로 넘길 때 사용 14장(Vol.1)

throws 예외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선언할 때 사용 14장(Vol.1)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분류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부분 필

자의 생각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예약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분들은 옆에 표시되

어 있는 관련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몇몇 예약어는 책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다루지 않은 예약어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더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API의 기초
자바 API 문서는 Oracle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개발 PC에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다. 두 방법 중 필자는 다운로드 해서 보는 것을 권장한다. 

압축을 해제한 문서의 api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 index.html을 실행하면 API 문서를 

브라우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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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화면 구성

참고사항:  JDK 6 이하 버전의 API 문서는 구조 및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

제네릭
자바의 제네릭Generic은 형 변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사전”은 실행 시가 아니라 컴파일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초간단 제네릭 클래스 생성 예제

import java.io.Serializable;

public class CastingGenericDTO<T> implements Serializable{
  private T object;
  public void setObject(T obj) {
    this.object=obj;
  }
  public T getObject() {
    return obj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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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타입 이름 명명 기본 규칙

 ● E - 요소 (Element, 자바 컬렉션(Collection)에서 주로 사용됨)

 ● K - 키

 ● V - 값

 ● N - 숫자

 ● T - 타입

 ● S,U,V  -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에 선언되는 타입 

제네릭의 wildcard 타입

 ●  메소드 선언시 제네릭 타입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타입 대신 <?>을 

사용

 ● 해당 타입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Object로 받음

 ● 선언 예

public void wildcardMethod(WildcardGeneric<?> c) {
  Object value=c.getWildcard();
  System.out.println(value);
}

제한이 있는 wildcard 타입

 ● 아무런 제약 없는 <?>은 어떤 타입도 올 수 있으므로, 타입의 제한을 걸어둠.

 ●  <? extends TypeName>과 같이 TypeName 클래스를 확장한 모든 클래스를 

의미함.

 ● 선언예 : TypeName이 Car인 경우 

public void boundedWildcardMethod(WildcardGeneric
  <? extends Car> c) {
  Car value=c.getWildcard();
  System.out.println(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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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한 메소드 선언하기

 ● wildcard 사용시에는 매개 변수로 넘어온 타입을 변경할 수 없음

 ● 메소드를 제네릭하게 선언하면 제네릭 타입의 값을 변경 가능함 

 ● 선언 예

public <T> void genericMethod(WildcardGeneric<T> c, T addValue) {
  c.setWildcard(addValue);
  T value=c.getWildcard();
  System.out.println(value);
}

쓰레드 
자바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추가되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쓰

레드가 수행된다. 그리고, 필요시에 쉽게 쓰레드를 추가하여 실행시킬 수 있다. 

쓰레드를 시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 java.lang.Runnable 

 ● java.lang.Thread

Runnable 선언 및 사용 예

 ● 선언 예

public class RunnableSample implements Runnable{
  public void run() {
    System.out.println("This is RunnableSample's run() meth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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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예

RunnableSample runnable=new RunnableSample();
new Thread(runnable).start();

Thread 선언 및 사용 예

 ● 선언 예

public class ThreadSample extends Thread{
  public void run() {
    System.out.println("This is ThreadSample's run() method.");
  }
}

 ● 사용 예

ThreadSample thread=new ThreadSample();
thread.start();

쓰레드 간단 정리

 ●  Runnable 인터페이스나 Thread 클래스를 직/간접적으로 구현한 클래스만 쓰

레드로 처리될 수 있다.

 ● 쓰레드 선언시에는 public void run() 메소드를 꼭 선언해야 한다.

 ●  쓰레드를 시작하려면 쓰레드 객체의 start() 메소드를 호출하면 선언되어 있

는 run() 메소드가 실행된다.

 ● 쓰레드는 run() 메소드가 종료되면 끝난다.

 ●  단, 쓰레드를 Daemon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프로세스 내의 다른 쓰레드들이 

종료되면 run() 메소드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해당 쓰레드는 종료된다.

 ●  쓰레드를 실행한 메소드에서 쓰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려면, join() 메

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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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ject 클래스에 선언된 wait() 메소드를 호출하면 쓰레드는 대기 상태가 되

며, notify()나 notifyAll() 메소드를 호출하면 깨어나게 된다.

 ●  수행중인 쓰레드를 종료시키려면 interrup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interrupt() 메소드를 호출한다고 모든 쓰레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join(), sleep(), wait() 메소드가 호출된 상태에서는 중지된다. 

쓰레드의 상태 종합

상태 의미

NEW 쓰레드 객체는 생성되었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

RUNNABLE 쓰레드가 실행중인 상태

BLOCKED
쓰레드가 실행 중지 상태이며, 모니터 락(monitor lock)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상태

WAITING 쓰레드가 대기중인 상태

TIMED_WAITING 특정 시간만큼 쓰레드가 대기중인 상태

TERMINATED 쓰레드가 종료된 상태

synchronized에 관하여

 ●  이 예약어를 메소드 선언시 사용하면, 하나의 객체를 공유하는 아무리 많은 

쓰레드가 동시에 이 메소드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쓰레드만 해당 메

소드를 수행할 수 있다.

 ●  이 예약어를 사용하여 synchronized 블록을 만들면 동일한 객체를 공유하는 

블록은 하나의 쓰레드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Object 클래스
Object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가장 최상위 부모 클래스이다. 따라서, 이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들은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API 응용편    37

Object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

 ● clone() : 객체의 복사본을 만들어 리턴한다. 

 ● equals() : 현재 객체와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객체가 같은지 확인한다. 

 ●  finalize() : 현재 객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을 때 가비지 컬렉터garbage 

collector에 의해서 이 메소드가 호출된다.  기초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 메소

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getClass() : 현재 객체의 Class 클래스의 객체를 리턴한다. 

 ● hashCode() : 객체에 대한 해시 코드hash code 값을 리턴한다. 

 ● String toString()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값을 리턴한다.

 ● wait(), notify(), notifyAll() : 쓰레드 처리시 사용하는 메소드들이다. 

String 클래스
String 클래스는 자바에서 사용되는 클래스 중 가장 특이한 클래스이며, 이 클래스의 

특성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있다. 

String 클래스의 특징

 ● new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클래스이다.

 ● 더하기 연산이 가능하다. 

 ●  더하기 연산을 할 경우 String 클래스는 기존 문자열은 버리고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

String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

 ● getBytes() : 문자열을 byte 배열로 변경한다.

 ● length() :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한다.

 ● isEmpty() : 문자열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equals() : 두 문자열의 값이 같은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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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tsWith(), endsWith() : 매개 변수로 넘어온 문자열로 시작하는지, 끝나

는지를 확인한다.

 ● contains() : 매개 변수로 넘어온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indexOf(), lastIndexOf() : 매개 변수로 넘어온 문자열이 있는 위치를 0 부

터 시작하는 값으로 리턴한다. 만약 없으면 -1을 리턴한다.

 ● substring(), subsequence() : 문자열의 특정 범위 값을 잘라서 리턴한다.

 ●  split() :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넘어온 정규 표현식에 따라서 String 배열로 

리턴한다.

 ● concat() : 기존 문자열 뒤에 매개 변수로 넘어온 문자열을 합친다.  

 ● trim() : 문자열의 맨 앞과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다.

 ●  replace() : 문자열의 특정 위치의 내용을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으로 변경 

한다.

 ● format() : 문자열을 정해진 포맷으로 변환한다.

 ● intern() :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메소드다.

StringBuffer와 StringBuilder 클래스

 ● String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클래스들이다.

 ● StringBuffer는 쓰레드에 안전하고, StringBuilder는 그렇지 못하다.

 ● append() 메소드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더할 수 있다.

 ● 만약 문자열을 더하면 컴파일러에서 StringBuilder 클래스로 변환한다.

System 클래스
System 클래스는 System.out.println() 메소드를 사용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고, 많

은 개발자들은 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

지만, 이 System 클래스가 콘솔에 출력하기 위한 기능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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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기능들

 ● 시스템 속성(Property) 값 관리

 ● 시스템 환경(Environment) 값 조회

 ● GC 수행

 ● JVM 종료

 ● 현재 시간 조회

 ● 기타 관리용 메소드들

시스템 속성(Property)값 관리 관련 메소드

 ● getProperties(), getProperty() : 속성 값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 setProperties(), setProperty() : 속성 값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시스템 환경(Environment) 값 조회

 ● getEnv() : 시스템의 환경 값을 조회할 때 사용한다.

GC 수행

 ● gc() : 가비지 컬렉션을 발생시킬 때 사용한다.

 ●  runFinalization() : 가비지 컬렉션 대상에 대하여 finalize() 메소드를 수행

한다.

 ●  GC 수행과 관련된 메소드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절

대 사용할 일은 없다. 절대 쓰지 마라. 

JVM 종료

 ●  exit() : 현재 수행중인 JVM을 종료한다. 이 메소드도 여러분들이 절대 사용

하면 안 된다. 

시간 관련

 ●  currentTimeMillis() : 밀리초(1/1,000 초) 단위의 현재 시간을 long 타입

으로 제공한다.

 ●  nanoTime() : 시간 측정용 메소드이며, 현재 시간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면 절

대 안 된다. 단위는 나노초(1/1,000,000,000 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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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자료구조와 Collection
자바는 자료구조를 제공한다. 자료구조는 배열과 같이 데이터를 담아 놓고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순서가 있는 목록(List) 형

 ●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셋(Set) 형

 ●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큐(Queue) 형

 ● 키-값(key-value) 으로 저장되는 맵(Map) 형

java.util.Collection

 ● List, Set, Queue 타입 구현의 모태가 되는 인터페이스 

 ● Iterable 인터페이스가 확장되어 있다.

 ● add(), addAll() : 데이터 담기용 메소드

 ●  contains(), containsAll(), isEmpty(), equals(), size() : 데이터 확인용 

메소드

 ● clear(), remove(), removeAll() : 데이터 삭제용 메소드

Collection-List 인터페이스
List 인터페이스는 목록을 저장할 때 사용한다. 크기가 변하는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List 인터페이스

 ● 각 데이터에 대한 위치가 있다.

 ●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거나 지우고,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

업을 할 수 있다. 

 ● 특정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한다.

 ● 순서대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담아둘 때 용이하다.

 ●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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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s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로는 AbstractList, Abstract 

SequentialList, ArrayList, AttributeList, CopyOnWriteArrayList, 

LinkedList, RoleList, RoleUnresolvedList, Stack, Vector가 있으며, 이 중

에서 ArrayList, LinkedList가 많이 사용 된다.

Collection-Set 인터페이스
Set은 List와 비슷하다. 하지만, 데이터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Set 인터페이스

 ●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담아둔다.

 ● 데이터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복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없다. 

 ● 중복되는 데이터를 없애고, 유일한 값만을 뽑아 내려고 할 때 용이하다.

 ●  contains() 메소드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용이

하다.

 ●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확장하였다.

 ●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로는 AbstractSet, ConcurrentSkipListSet, 

CopyOnWriteArraySet, EnumSet, HashSet, JobStateReasons, LinkedHashSet, 

TreeSet이 있으며, HashSet이나 TreeSet이 많이 사용된다.

Collection-Queue 인터페이스
Queue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Queue 인터페이스

 ●  FIFO(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 구조로 되어 있어, 먼저 들어온 데이터

를 처리하기 위해서 꺼내면, 그 뒤에 있던 두번째 데이터가 맨 앞에 존재하게   

된다.

 ● 데이터가 들어온 순서대로 빨리 처리할 때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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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확장하였다. 하지만, Collection에 선언된 add(), 

remove(), element()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 offer() :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

 ● poll() : 가장 앞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고, 지운다.

 ● peek() : 가장 앞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기만 하고, 지우지는 않는다.

 ●  Queu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로는 AbstractQueue, Array BlockingQueue, 

ArrayDeque, ConcurrentLinkedQueue, DelayQueue, LinkedBlockingDeque, 

LinkedBlockingQueue, LinkedList, PriorityBlockingQueue, PriorityQueue, 

SynchronousQueue 등이 있으며, 보통 LinkedList가 많이 사용된다.

Collection-Map 인터페이스
Map은 중복되지 않는 키key와 그 키와 연결되어 있는 값value이 쌍으로 묶여 있는 자

료구조이다. 따라서,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확장하지 않았다.

Map 인터페이스

 ● key-value 쌍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 key는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value는 key만 다르다면 중복되어도 상관 없다. 

 ●  Map은 키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담아두고, 데이터의 위치와 상관 없이 

키 만으로 쉽게 꺼낼 필요가 있을 때 용이하다. 

 ● put() : 키와 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한다.

 ● get() : 키로 데이터를 꺼낼 때 사용한다. 

 ● Map 인터페이스는 부모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  Map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로는 AbstractMap, Attributes, Auth 

Provider, ConcurrentHashMap, ConcurrentSkipListMap, EnumMap, HashMap, 

Hashtable, IdentityHashMap, LinkedHashMap, PrinterStateReasons, 

Properties, Provider, RenderingHints, SimpleBindings, TabularDataSupport, 

TreeMap, UIDefaults, WeakHashMap가 있으며, 이 중에서 HashMap, Hashtable, 

TreeMap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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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util 패키지의 주요 클래스들
java.util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필요한 여러 유용한 클래스들을 모아 두 

었다. 

java.util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클래스

 ● Date와 Calendar

 ● Collections

 ● Arrays

 ● StringTokenizer

 ● Properties

 ● Random

 ● Formatter

Date와 Calendar

 ● 날짜와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들이다.

 ● Date 클래스는 현재 및 특정 날짜 및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  Calendar 클래스는 날짜를 더하고 빼는 등의 계산작업을 할 때 유용한 클래스

이다.

Collections

 ● 컬렉션을 보다 쉽게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 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메소드

데이터 검색 
binarySearch(), min(), max(), indexOfSubList(), 

lastIndexOfSubList(), frequency()

데이터 정렬 sort()

데이터 순서 변경 reverse(), shuffle(), swap(), rotate(), reverseOrder()

데이터 변경 및 추가 fill(), replaceAll(), addAll()

데이터 복사 copy(), nCopies()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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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메소드

데이터 삭제 emptySet(), emptyList(), emptyMap()

데이터 추출 newSetFromMap()

데이터 비교 disjoint()

타입 변환 enumeration(),list(), asLifoQueue(), 

변경 가능 여부 속성 변경

unmodifiableCollection(), unmodifiableSet(), un-

modifiableSortedSet(), unmodifiableList(), unmodifi-

ableMap(), unmodifiableSortedMap()

쓰레드 안전 여부 속성 추가

synchronizedCollection(), synchronizedSet(), syn-

chronizedSortedSet(), synchronizedList(), synchro-

nizedMap(), synchronizedSortedMap()

데이터의 타입 안전 여부 속성 

추가

checkedCollection(), checkedSet(), checkedSorted-

Set(), checkedList(), checkedMap(), checkedSorted-

Map()

singleton singleton(), singletonList(), singletonMap()

Arrays

 ● 배열을 쉽게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 주요 메소드들은 다음과 같다.

구분 메소드

정렬 sort()

검색 binarySearch()

비교 equals(), deepEquals()

데이터 변경 fill()

복사 copyOf(), copyOfRange()

변환 asList()

해시 코드 hashCode(), deepHashCode()

문자열로 변환 toString()

StringTokenizer

 ● 문자열을 특정 패턴에 따라서 잘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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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System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Random

 ● 임의의 수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이다. 

Formatter 관련 클래스들
자바에서 사용되는 문자열을 사람들이 보기 좋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Formatter 클래스들이 존재한다. 

숫자 및 통화 

NumberFormat

 ● 이미 정해져 있는 포맷으로 숫자 변환을 쉽게 처리한다.

 ●  객체는 getInstance(), getCurrencyInstance(), getIntegerInstance() 메

소드로 생성한다. 

 ● 숫자 타입의 변환은 format() 메소드를 사용하며, 리턴 타입은 String이다.

 ●  정수의 최소 표현 길이는 setMinimumIntegerDigits() 메소드로, 최대 표현 

길이는 setMaximumIntegerDigits() 메소드로 지정한다.

 ●  소수 부분의 최소 표현 길이는 setMinimumFractionDigits() 메소드로, 최대 

표현 길이는 setMaximumFractionDigits() 메소드로 지정한다.

DecimalFormat

 ● 직접 포맷을 지정하여 숫자 변환을 처리한다.

 ● 객체 생성은 생성자로 한다.

 ● 숫자 타입의 변환은 format() 메소드를 사용하며, 리턴 타입은 String이다.

 ● 포맷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심볼은 다음 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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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위치 지역화여부 의미

0 숫자 O 숫자

# 숫자 O 숫자. 숫자가 있을 경우에만 출력

. 숫자 O
소수점 구분자. 혹은 monetary 소수

점 구분자

- 숫자 O 음수 표시

, 숫자 O 그룹 구분자

E 숫자 O mantissa와 exponent 표시

; 하위 패턴 경계 O
양수와 음수를 표시하기 위한 하위 

패턴 경계

% 앞이나 뒤 O 100배를 하고 퍼센트로 표시

\u2030 앞이나 뒤 O 1,000배를 하고 밀리 단위 표시 

¤ (\u00A4) 앞이나 뒤 X 통화 표시이며 현재 통화로 표시

' 앞이나 뒤 X
#과 같이 특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

날짜 및 시간

DateFormat

 ● 날짜 및 시간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다. 

 ●  객체는 getInstance(), getDateInstance(), getTimeInstance(), 

getDateTimeInstance() 메소드를 사용하여 생성한다.

 ●  날짜 및 시간 타입의 변환은 format() 메소드를 사용하며, 리턴 타입은 String

이다.

 ●  DEFAULT, FULL, LONG, MEDIUM, SHORT의 5가지 타입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SimpleDateFormat

 ● 직접 포맷을 지정하여 날짜 및 시간 형식으로 변환한다.

 ● 객체 생성은 생성자를 사용하면 된다.

 ●  패턴의 지정은 applyPattern() 메소드로, 날짜 및 시간 변환은 format() 메

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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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턴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심볼은 다음과 같다.

문자 대상 컴포넌트 표시 방법 예

G 서기 텍스트 AD

y 년도 연 1996; 96

Y Week year 연 2009; 09

M 월 월 July; Jul; 07

w 1년 중 몇번 째 주 숫자 27

W 1달 중 몇번 째 주 숫자 2

D 1년 중 몇번 째 일 숫자 189

d 1달 중 몇번 째 일 숫자 10

F 1주 중 몇번 째 일 숫자 2

E 요일 텍스트 Tuesday; Tue

u
요일 숫자 

(월요일=1, 일요일=7)
숫자 1

a 오전/오후 표시 텍스트 PM

H
1일중 0시부터의 시간 

(0-23)
숫자 0

k
1일중 1시부터의 시간

(1-24)
숫자 24

K
오전 오후로 나눈 시간 

(0-11)
숫자 0

h
오전 오후로 나눈 시간 

(1-12)
숫자 12

m 분 숫자 30

s 초 숫자 55

S 밀리초 숫자 978

z 타임존 일반적인 타임존
Pacific Standard Time; 

PST; GMT-08:00

Z 타임존 RFC 822 타임존 -0800

X 타임존 ISO 8601 타임존 -08; -080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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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의 변환

MessageFormat

 ●  변환할 문자열에 {0}, {1}을 지정해 주면 매개 변수의 순서에 따른 값으로 변환

된다.

 ● 별도의 객체 생성을 할 필요 없이 forma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Formatter

 ● C에서 사용하는 printf()처럼 변환하는 메소드이다.

 ●  변환할 문자열에 정수는 %d, 문자열은 %s를 지정하면 매개 변수에 따라서 변

환된다. 

 ● 사용할 수 있는 conversion 타입은 다음과 같다.

conversion 대상

b Boolean이나 boolean 타입

h 해시 코드(hash code) 값

s 문자열(String) 타입 

c 유니 코드 character 

d 정수형 10진수

o 정수형 8진수

x 정수형 16진수

e 소수형 e의 배수형 표시

g 일반적인 소수형 표시

f 지역 정보를 반영한 소수형 표시

a 16진수 소수형 표시

% %

n 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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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관련 클래스들
파일이나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을 통틀어 IO(혹은 I/O)라고 한다. 그래

서, 파일에 쓸 때에는 “File IO”, 네트워크를 처리할 때에는 “Network IO”라고 한다.

IO의 기본은 Stream

 ●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에는 InputStream을 사용한다.

 ● 자바 프로그램에서 밖으로 데이터를 쓸 때에는 OutputStream을 사용한다.

 ● char 기반의 데이터를 읽을 때에는 Reader, 쓸 때에는 Writer를 사용한다.

InputStream 과 Reader

주요 메소드

 ● read() : 스트림의 내용 읽기

 ● close() : 스트림 닫기

InputStream의 주요 자식 클래스

 ● FileInputStream : 바이트 기반의 파일을 읽을 때 사용

 ● ObjectInputStream :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읽을 때 사용

 ●  FilterInputStream : 기타 여러 형태의 스트림을 처리하는 클래스의 부모가 

되는 클래스

OutputStream 과 Writer

주요 메소드

 ● write() : 스트림에 내용 쓰기

 ● flush() : 강제로 쓰기

 ● close() : 스트림 닫기

OutputStream의 주요 자식 클래스

 ● InputStream의 주요 자식 클래스의 이름에 OutputStream만 붙여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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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클래스

파일 및 경로를 관리하는 클래스

기본 기능

 ● exists() : 존재 여부 확인

 ● isFile(), isDirectory() : 파일인지 경로인지 여부를 확인

 ● isHidden() : 숨겨진 파일 및 경로인지 확인 

 ● lastModified() : 마지막 수정 시간 확인

 ● delete() : 파일 및 경로 삭제

파일일 경우

 ● renameTo() : 파일 이름 변경

 ● createNewFile() : 파일 생성

 ●  canRead(), canWrite(), canExecute() : 읽기 및 쓰기, 실행 가능 여부   확인

경로인 경우

 ● list(), listFiles() : 파일 목록 확인

 ● mkdir(), mkdirs() : 경로 생성 

Serializable

 ●  객체를 다른 서버로 전송하거나, 파일에 쓰고, 읽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 

이스

 ● implelemts만 하면 되며, 별도로 구현해야 하는 클래스는 없다. 

 ● static final long serialVersionUID : 객체에 대한 serial 버전 값을 지정

transient

 ●  Serializable로 선언한 객체 내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

 ● 변수 선언시 transient라고 지정만 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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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

 ● 보다 빠른 IO를 위해서 추가된 패키지

 ● Channel 기반으로 데이터와 연결하며

 ● Stream 대신 Buffer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고 쓴다.

Buffer 클래스

 ● 데이터 읽기와 쓰기

 ● get() : 데이터 읽기

 ● put() : 데이터 쓰기

 ● 상태 및 속성 확인을 위한 주요 메소드

리턴 타입 메소드 설명

int capacity() 버퍼에 담을 수 있는 크기 리턴

int limit() 버퍼에서 읽거나 쓸 수 없는 첫 위치 리턴

int position() 현재 버퍼의 위치 리턴

위치 변경을 위한 메소드

리턴 타입 메소드 설명

Buffer flip()
limit 값을 현재 position으로 지정한 후, 

position을 0(가장 앞)으로 이동

Buffer mark() 현재 position을 mark 

Buffer reset() 버퍼의 position을 mark 한 곳으로 이동

Buffer rewind() 현재 버퍼의 position을 0으로 이동

int remaining() limit-position 계산 결과를 리턴

boolean hasRemaining()
position와 limit 값에 차이가 있을 경우 true를 

리턴

Buffer clear()
버퍼를 지우고 현재 position을 0으로 이동하

며, limit 값을 버퍼의 크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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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련 클래스들
자바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클래스는 TCP 통신을 위

한 Socket 클래스와 UDP 통신을 위한 Datagram 관련 클래스로 나뉜다. 간단하게 

웹에 접속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URL 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섬세한 설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Apache에서 제공하는 HttpClient 클래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TCP 처리를 위한 Socket

 ● Socket 클래스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다. 

 ●  ServerSocket 클래스는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다. 클라

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면 Socket 객체로 받아 처리하면 된다.

 ●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은 Socket 클래스를 통하여 Stream이나 Reader/

Writer 객체로 처리하면 된다. 

UDP를 처리하기 위한 Datagram

 ●  DatagramPacket 클래스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

스다.

 ●  DatagramSocket은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다. 클라이언

트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면 DatagramPacket 객체로 받아 처리하면 된다.

 ●  TCP는 연결할 때부터 데이터를 받는 서버가 시작되어 있어야만 데이터를 전

송할 수 있지만, UDP는 데이터를 받는 서버가 시작 여부 및 데이터 송수신 가

능 여부와 상관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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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클래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머리 속에 꼭 넣어

두어야만 하는 주요 클래스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각 클래스들에 대해서 자세

히 알고 싶다면, API 문서를 참고하는 버릇을 꼭 들여 놓아야만 한다. API 문서를 봐

도 이해가 안 되면 자바 소스까지 열어서 보면 보다 확실히 이해도 되고, 여러분들의 

개발 실력도 늘어날 것이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다음 장에 있는 JDK 7과 JSP, 

Servlet, JDBC는 자바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여기서 멈추지 말

고 마지막 장까지 읽어주기 바란다. 



자바의

神

★ 연습문제도 풀어보고 궁금한 것은 여기로

https://sites.google.com/site/godofjavabook/

★ 자바의 신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http://www.facebook.com/GodOfJavaBook



JDK 설치하기



56    

JDK 설치하기 - Mac OS 
먼저 Mac OS를 사용하는 독자가 JDK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맥에는 console

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 맥의 프로그램 목록 중 유틸리티를 확장하여 찾아보면 

“console”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console을 실행하면 하얀 화면(혹은 까만 화

면)이 나타나고 커서가 깜빡일 것이다. 그 상태에서 그냥 “java”를 친 후 엔터를 쳐보

자. 만약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출력된다면, 이미 여러분들 맥에는 자바가 설치되어 있

는 것이다. 

$ java
Usage: java [-options] class [args...]
           (to execute a class)
   or  java [-options] -jar jarfile [args...]
           (to execute a jar file)

where options include:
    -d32          use a 32-bit data model if available
    -d64          use a 64-bit data model if available (implies 
-server, only for x86_64)
//이하 생략 

만약 이러한 내용이 출력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팝업 화면이 뜬다.

여기서 “설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자바를 다운로드한 후 설치해 줄 것이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java”라고 치고 다시 엔터를 쳐 보면 위에 있는 내용이 출력될 것

이다. 그러면 이제 자바를 여러분들 맥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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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 설치하기 - Windows
윈도우를 사용하는 독자들은 대부분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먼저 자바

를 다운로드하려면 Oracle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야만 한다.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

동하는 구글에서 “jdk download”로 검색하면 된다. 절대로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말기 바란다. 2012년에 이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Java SE Downloads” 링크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오라클의 JDK 다운로

드 화면으로 이동할 것이다. 만약 잘못 골라서 엉뚱한 것을 설치할 수도 있으니, 필

자의 지시대로 따라해 주기 바란다. 다운로드 화면에서 필자가 표시해 놓은 JDK의 

Download 버튼을 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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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는 동그란 라디오 버튼이 있다. Accept를 누르고, 이 

화면에서 자신의 OS와 bit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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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크기가 좀 크므로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몇분 이내로 

끝난다. 

여기서 다운로드 창을 닫지 말고, 이전 페이지로 다시 이동하자. 화면을 스크롤하

여 아래로 내려다가 보면 “Additional Resources”라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 하위에 

있는 것 중 “Java SE 7 Documentation”과 “Java SE 6 Documentation”이라는 것

이 있다. 

여러분들이 JDK 6 이하 버전을 주로 사용한다면 “Java SE 6 Documentation”을 

다운로드하고, JDK 7을 주로 사용한다면 “Java SE 7 Documentation”을 다운로드

하자. 지금 다운로드하는 문서에 API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할 때 꼭 필요

하므로,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해제해 놓기 바란다. 압축을 해제하는 위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정하면 된다.  

이제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실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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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냥 대충 Next, Next를 누르면 안 된다. 그냥 눌러서 설치해도 되긴 하지

만 필자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편하다. 다음처럼 설치하면서 선택하는 화면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처음에는 “Development Tools”가 선택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Public 

JRE”를 선택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Change…” 버튼을 누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경로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C:\jdk1.7.XX”로 경로를 수정하자. 필자가 

XX라고 했다고, 여러분들도 XX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JDK 1.7까지는 Major 

버전이고, 그 다음에 있는 두 자리 숫자는 Minor 버전이다. 이 버전 번호를 입력해 주

라는 말이다. 필자가 다운로드한 버전은 마이너 버전이 03 이므로, 다음과 같이 입력

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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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을 마쳤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자. 

경로를 설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친 다음에는 계속 긍정적인 메뉴를 선택해 주면 

된다. 추가로, 설치 중에 JRE를 설치하는 것은 진행하면 되고, Java FX라는 것을 설치

하는 것은 진행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 없다. 

JDK 설치 확인하기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R” 키를 누르자(앞으로는 “윈도우+R”이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입력 창이 나타난다. 

이 입력 창에서 “cmd”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까만 화면

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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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java”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자. 정상적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C:\Documents and Settings\user>java
사용법: java [-options] class [args...]
           (클래스 실행)
   또는  java [-options] -jar jarfile [args...]
           (jar 파일 실행)
여기서 options는 다음과 같습니다.
    -d32          사용 가능한 경우 32비트 데이터 모델을 사용합니다.
    -d64          사용 가능한 경우 64비트 데이터 모델을 사용합니다.
    -client       "client" VM을 선택합니다.
    -server       "server" VM을 선택합니다.
    -hotspot      "client" VM의 동의어입니다[사용되지 않음].
                  기본 VM은 client입니다..
//이하 생략

보다 더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javac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자. 다음과 같은 내

용이 나타나야만 한다. 

C:\Documents and Settings\user>javac
Usage: javac <options> <source files>
where possible options include:
  -g                         Generate all debugging info
  -g:none                    Generate no debugging info
  -g:{lines,vars,source}     Generate only some debugging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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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rn                    Generate no warnings
  -verbose                   Output messages about what the compiler 
is doing
  -deprecation               Output source locations where 
deprecated APIs are used
  -classpath <path>          Specify where to find user class files 
and annotation processors
  -cp <path>                 Specify where to find user class files 
and annotation
//이하 생략

만약 이러한 두 가지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Path라는 속성을 설정해야만 한다. 

C:\Documents and Settings\user>javac
'javac'은(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필자의 지시대로 따라하면 된다. 일단 파일 탐색기

를 열어 “C:\jdk1.7.XX”라는 디렉터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디렉터리의 bin 

으로 가보자. 거기에 java.exe와 javac.exe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 파일들이 꼭 있

어야만 한다. 만약 이 파일들이 없으면 여러분은 JDK를 설치하지 않고, JRE를 설치한 

것이다. 필자의 가이드를 천천히 처음부터 잘 보면서 다시 설치해 보기 바란다. 그렇

지 않고 java.exe와 javac.exe 파일이 존재한다면 경로를 지정해 주어야만 한다. 

여기서 지정해주는 경로는 JRE의 경로가 아닌 JDK의 경로이다. 더 정확하게 이야

기하면, JDK의 bin이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 경로다. 경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윈도

우키+R”을 다시 누르자. 거기에 SystemPropertiesAdvance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자(XP 이전의 윈도우 버전에서는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찾아 더블 클릭해도 시스

템 설정 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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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여기서 중간에 있는 “고

급” 탭을 선택하자.

다른 것은 누를 필요 없고, 하단에 있는 “환경 변수”를 클릭하자. 그러면, “사용자 

변수”와 “시스템 변수”를 볼 수 있다. 

시스템 변수를 뒤져 보면 “Path”라는 값이 있다. 이 값을 더블클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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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변수 이름”과 "변수 값"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변수 값”의 

가장 맨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자.

C:\jdk1.7.XX\bin;이 뒤에는 이미 있던 내용들

끝에 세미콜론까지 다 입력한 후 긍정적인 버튼들을 눌러 화면을 빠져 나오자. 

이제 이미 열어 놓았던 까만 화면을 닫자(꼭 닫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 

키+R”을 누르고 cmd를 입력하여 까만 화면을 다시 띄우자. 이제 java와 javac를 입

력해 보자. 그러면 앞에서 필자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던 사항들이 화면에 출력될 것

이다. 그러면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은 완료된 것이다. 

API 문서 다운로드하기
앞서 JDK 다운로드 페이지로 다시 이동하자. 이 그 페이지의 하단으로 내려가면 다

음과 같은 링크가 존재할 것이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한다. 해당 화면에서 라이센스 동의를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를 실행하면 된다. 그 다음 해당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된다. 그리고 /api/index.html을 실행하자.



자바의

神

★ 연습문제도 풀어보고 궁금한 것은 여기로

https://sites.google.com/site/godofjavabook/

★ 자바의 신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http://www.facebook.com/GodOfJavaBook



Eclipse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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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와 Eclipse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윈도우에서는 메모장이나 Acroedit과 같은 

에디터, 맥에서는 vi만 있어도 충분히 개발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텍스

트 편집기로 개발을 하면 컴파일을 직접해야 하고, 불편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필자

가 자바를 처음 배울 때만 해도 UltraEdit과 같은 상용 텍스트 편집기로 코드를 작성

했다. 하지만, 모든 언어는 개발을 도와 주는 개발 툴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C++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Visual Studio와 같은 툴이 있다. 

그렇다면 자바는 어떤 툴들이 있을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Eclipse(이하 

이클립스)다. 그리고, 예전의 Sun, 현재의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NetBeans라는 툴도 

있고, JBuilder라는 툴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Eclipse가 아니면 자바 개발 툴이 

아니라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 컨퍼런스를 가봐도 NetBeans를 많이 사용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클립스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이클립스를 사용하면, 기본적인 문법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컴파일 및 실행도 쉽게 

할 수 있다. 게다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 이클립스는 여러 회사에서 

연합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무료”다. 그러면 이러한 이클립스를 사

용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보자. 참고로, 이클립스는 자바뿐만이 아니라 C나 C++등 

다른 언어를 위한 환경도 제공한다. 

Eclipse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기 
브라우저를 열어 http://www.eclipse.org라는 URL에 접근하자. 항상 이 화면은 바

뀌지만 2012년 상반기 현재의 화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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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ownload라는 것을 선택하면 여러 종류의 이클립스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종류 중에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둘 중 하나다. Eclipse Classic과 

Eclipse J2EE 버전이다. Classic 버전은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살펴보는 대부분의 예

제들을 실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 버전은 기본적인 자바나 안드로이드 

개발에는 적합하지만, JSP나 Servlet 등을 개발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따라서, J2EE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버전을 다운로드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단점은 용량이 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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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의 버전을 선택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OS에 맞게 이클립스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실행하자. 다운로드할 사이트를 잘못 선택하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있는 링크를 잘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자.

필자는 보통 개발과 관련된 디렉터리를 develop이라고 따로 만든다. 윈도우를 사

용하는 분들은 C:\develop이라는 디렉터리를, 맥을 사용하는 분은 /develop/ 디렉

터리를 만들어 놓기 바란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C:\develop\eclipse\ 디렉터리에 

압축을 해제하자. 이클립스는 별도의 설치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 그냥 다운로

드하고 압축을 풀면 모든 설치 작업은 끝난다. 압축을 해제한 디렉터리를 잘 살펴보

면 윈도우는 eclipse.exe, 맥은 eclipse라는 파일이 있으며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PC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클립

스는 실행이 안 된다. 

이클립스를 시작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무슨 workspace라는 곳을 지정하라는 창

이 나온다. 필자는 보통 다음과 같이 C:\develop\eclipse_work를 만든다. 필자는 

맥에서 작업을 해서 /develop/eclipse_work로 지정했다. 이 경로는 여러분들 마음

대로 해도 전혀 상관 없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단에 있는 “Use 

this as the default and do not ask again” 체크 박스에 체크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

어가자. 그래야만, 다음에 이클립스를 시작할 때 이 경로를 물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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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이클립스가 기동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화면에 있는 각 설명들을 읽어봐도 되겠지만, 상단의 “welcome” 탭의 옆에 X 모

양을 클릭하여 이 화면을 닫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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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클립스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면 구성만 

살펴보고 다음 절로 넘어가자.

가장 상단에는 메뉴와 아이콘들이 있다. 아이콘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누

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새로운 클래스, 인터페이스 등을 만드는 화면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측을 살펴보면 q 벌레 옆에 초록색 동그라미에 삼각형이 있는 

플레이 버튼 같은 것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java 명령을 실행한 것처럼 프로그램

이 실행된다. 단 해당 클래스에 main() 메소드가 있어야만 하며, 보통은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실행한다.

왼쪽을 보면 각종 탐색 창이 있는데, 필자는 “Package Explorer”를 선호한다. 그

리고, 중앙에 있는 창이 바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개발하기 위한 창이다. 여기에서 코

드를 읽은 후에, 상단의 탭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최대화되어, 코드 작성에만 집중

할 수 있다. 다시 더블 클릭하면 작아지니, 다른 창들이 없어졌다고 걱정하지는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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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는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창이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실행

했을 때 System.out.println()에서 출력한 내용은 “Console”이라는 창에 출력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측에 있는 화면은 소스에 대한 각종 상황 및 관계를 보여준다. 

필자는 별로 사용을 안해서 이 우측에 있는 창을 다 닫아버린다. 이 창을 매우 유용하

게 사용하는 개발자 분들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기 바란다.

간단한 설명을 마쳤으니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자.

Eclipse에서 프로젝트 생성하기 
이클립스나 어떤 개발툴이나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해야만 한다. 자바 클래스 하나

당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블로그, 카

페, 메일과 같이 각 기능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단의 아이콘 바에 있는 가장 좌측 메뉴를 클릭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New”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Java” → “Java Project”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메뉴에서 “File” → “New” → “Project”를 선택해도 이 화면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화면이 나오는데, 당황하지 말고 가장 위에 있는 

“Project Name”에 “FirstEclipseProject”라고 입력하고 “Finish” 버튼을 누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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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생성은 끝났다. 이제, 여러분들의 첫 클래스를 만들어보자. 좌측을 보면 

“FirstEclipseProject”라는 것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확장

하자. 그러면 “src”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Source의 약자다.

이것을 선택한 후 우측 마우스를 누르자. 그러면 가장 상단에 “New”가 있을 것이

다. 이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에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 “Class”를 선택

하자. 이 화면 또한 복잡해서 당황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필자가 시키는 대로만 

일단 해보자. 

 ● Package : com.basicjava.first

 ● Name: MyFirst

 ● 하단에 있는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체크

이렇게만 한 후 “Finish” 버튼을 누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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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상적인 경우 아까 코드가 나타난다는 화면에 다음과 같은 코드가 만들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독자는 왜 이런 걸 이제 가르쳐주었냐고 반발할 수도 있지만, 전부 여러분들

을 위해서다. 

Eclipse의 toString() 메소드 생성 기능 사용하기 
방금 만든 클래스에 다음과 같이 name과 age라는 변수를 선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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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com.basicjava.first;

public class MyFirst {
  private String name;
  private int age;
  /**
  * @param args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

}

그럼 먼저 toString() 메소드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1  코드를 선택하고 커서가 코드에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자. 수많은 메뉴에서 Source를 선택하고, 확장된 메뉴에서 “Generate 

toString()…”을 클릭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clipse 설치하기    77

2  가장 위에는 변수들의 목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toString() 메소드에

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의 값을 이 목록에서 선택하면 된다. 되도록이면 모든 값

이 출력될 수 있도록 그대로 놓아 두자. 

  그 외의 값들은 기본으로 선택된 값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하단에 있는 Code Style이라고 되어 있는 선택 박스의 값을 변경함에 따라서 생

성되는 코드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므로, 적절한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다 

(하나씩 선택하면서 코드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다. 기본 타입으로 선택하면 생성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Override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MyFirst [name=" + name + ", age=" + age + "]";
}

자동으로 생성자 만들기
자바에서는 생성자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다. 만약 클래스의 속성값이 많으면, 생

성자를 만드는 것도 엄청 귀찮은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이클립스에서는 이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1  toString() 메소드처럼 소스를 클릭하고, 우측 마우스를 눌러 Source를 확장

해보자. 그러면, 두가지의 생성자 관련 메뉴를 볼 수 있다. 하나는 “Generator 

Constructor using Fields”이며, 다른 하나는 “Generate Constructors from 

Superclass”이다. 후자의 경우는 부모 클래스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나

중에 필요할 경우 한번 눌러보기 바란다. 여기서는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사용한 

생성자를 만들어 보자.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78    

2  이 화면에서는 toString()과 같이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

고, 그 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에 체크박스가 있다. 모든 변수가 선택된 상태

에서 “OK” 버튼을 누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public MyFirst(String name, int age) {
  super();
  this.name = name;
  this.age = age;
}

equals()와 hashCode() 메소드 생성하기
이번에는 equals()와 hashCode()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여

러분들이 이 메소드를 직접 구현하려면 실수를 하기도 쉽고, 변수가 많아질수록 만드

는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 따라서, 이 메소드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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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드를 선택한 후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여 Source → “Generate hasCode() 

and equals() …”을 선택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2  이러한 화면은 지금까지 많이 봐 왔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없어도 될 것이다. 이

제, “OK”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두개의 메소드를 생성하자. 생성된 코드는 

다음과 같다.

@Override
public int hashCode() {
  final int prime = 31;
  int result = 1;
  result = prime * result + age;
  result = prime * result + ((name == null) ? 0 : name.hashCode());
  return result;
}
@Override
public boolean equals(Object obj) {
  if (this == obj)
    return true;
  if (obj == null)
    return false;
  if (getClass() != obj.getClass())
    return false;
  MyFirst other = (MyFirst) obj;
  if (age != oth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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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false;
  if (name == null) {
    if (other.name != null)
      return false;
  } else if (!name.equals(other.name))
    return false;
  return true;
}

equals() 메소드와 hashCode() 메소드가 자동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equals() 

메소드는 코드의 길이가 길 뿐이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다. 하지만 hashCode() 

메소드의 내용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hashCode() 메소드에 대한 설명은 위

키피디아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en.wikipedia.org/wiki/Java_hashCode()

getter, setter 메소드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도 지금까지 살펴본 코드들과 큰 차

이가 없다. 이 코드도 Source →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통해서 자동

으로 생성하면 된다. 직접 코드를 작성하여 확인해 보기 바란다. 

Eclipse에서 classpath 설정하기
이 책의 뒷부분을 배우다 보면 classpath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클립스에서는 이

를 Build path라고 부른다. 참조하는 라이브러리(.jar 파일)가 없으면, 컴파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한다. Build path를 설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한 후, 메뉴의 가장 밑에 있는 

Properties를 선택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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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중간에 있는 “Java Build Path”를 선택하자. 선택하면 나타나는 창에서 우

측에서 두번째에 있는 “Libraries” 탭을 누르자. 

3  이 탭에서 “Add External Jars”를 선택한 후 추가하고자 하는 jar 파일을 선택한

다. 선택한 이후에는 가장 하단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가 목록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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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 단축키 모음
이클립스에서 단축키를 사용하면 이클립스를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클립스

에 선언된 단축키는 350개가 넘으므로, 모든 단축키를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다. 많이 

사용하는 유용한 단축키 위주로 알아보자. 참고로 이클립스에서 단축키를 확인해 보

려면 Ctrl + Shift + L 키를 누르면 우측 하단에 단축키 목록이 나타난다. 

여기서 윈도우용 단축키에 Ctrl은 Control 키를 의미하며, 맥용 단축키에 Cmd는 

Command 키를, Opt는 option 키를 의미한다. 

이동 및 선택 관련 단축키

윈도우용키 맥용키 기능

Shift + 방향키 Shift + 방향키 블록 선택 

Ctrl + 좌, 우 Cmd + 좌, 우 단어 별 이동 

Ctrl + 상, 하 Cmd + 상, 하 화면 스크롤 



Eclipse 설치하기    83

편집시 유용한 단축키 

윈도우용키 맥용키 기능

Ctrl + / Cmd + /

한 줄 주석 

여러 줄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여러 줄을 한꺼번에 

주석 처리할 수 있다.

Ctrl + Shift + / Cmd + Shift + /
블록 주석 

여러 줄을 선택한 상태에서 눌러야만 한다.

Ctrl + c Cmd + c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 복사

Ctrl + v Cmd + v 붙여 넣기

Ctrl + x Cmd + x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 잘라내기

Ctrl + s Cmd + s 저장하기

Ctrl + g Cmd + g 라인 이동 

Ctrl + w Cmd + s 현재 편집 중인 창 닫기

Alt + 위, 아래 Opt + 위, 아래

현재 위치한 줄을 위 아래로 이동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는 선택된 블록을 위 아래

로 이동

Ctrl + d Cmd + d
현재 줄 삭제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는 선택된 블록을 삭제

Ctrl + Shift + O Cmd + Shift + O
편집 중인 클래스에 필요한 클래스 자동 import

만약 중복되는 클래스가 있을 경우 선택해야 함.

Alt + 좌, 우 Opt + 좌, 우 최근 편집 위치로 이동

Ctrl + Shift + f Cmd + Shift + f 소스 자동 포맷팅 

Ctrl + e Cmd + e 모든 편집 중인 창 보기

Ctrl + 1 Cmd + 1
Quick Fix (L 이 아니라 1 임)

현재 편집 중인 소스의 수정이 필요한 목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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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관련 단축키

윈도우용키 맥용키 기능

Ctrl + Shift + t Cmd + Shift + t

자바 타입 검색 창 띄우기

특정 클래스를 검색하여 소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

다. 클래스 이름으로 검색해도 되며, 클래스의 첫 

대문자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PE를 입력

하면 NullPointerException을 쉽게 검색 가능하다.

Ctrl + f Cmd + f

검색창 띄우기

현재 편집창에 있는 문자열을 검색하거나 “바꿔치

기”하는 창을 띄운다.

Ctrl + Shift + L Cmd + Shift + L
단축키 목록 띄우기 

한번 더 누를 경우 단축키 설정 화면으로 이동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단축키들이 존재하니 본인이 필요로 하는 

단축키는 “단축키 목록 띄우기” 키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