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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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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는 당초 C 언어를 능가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목표로 디자인된 개발 언어입니다.
정식으로 1.0 버전이 출시될 즈음에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목표는 더 이상 공식적으
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프로그래
밍 패러다임에 걸맞는 간결하고 쉬운 문법, 어마어마한 속도의 컴파일러와 실행 성능, 내장된
동시성 지원 기능으로 인한 부담 없고 편리한 멀티 스레드 활용은 Go가 날이 갈수록 그 인기
를 더해 가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언어의 대중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 중 하나로, 해당 언어에서 활용 가능한 웹 애플리
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 종류나 그에 대한 자료의 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Go
의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벌써 십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Go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Go의 또 다른 장점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go fmt 도구를 이용해 모든 개발자가 일관된 형식
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Go의 표준 라이브러리의 구현 과정에서 도출된 코딩 방
식이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어 모든 개발자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초보 개발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 주며, 타인의
코드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의 프로그래밍은 C#이나 자바처럼 객체지향 개발 환경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칼라(Scalar)나 클로저(Clojure) 같은 JVM
기반의 함수형 언어들이 보급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서는 F# 언어에 대한 관심도 날
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 플랫폼 시대에 걸맞는 네이티브 컴파일에 의한 높은 성
능과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면서도 가비지 컬렉션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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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최신 개발 언어의 특징 또한 함께 제공하는 Go 언어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
히, 내장된 동시성 지원과 강력한 기본 라이브러리, 그리고 단 하나의 네이티브 실행 파일을 생
성하는 컴파일러 등은 클라우드에 기초한 분산 환경에도 잘 어울리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Go에 막 입문하는 개발자부터 어느 정도 Go 프로그래밍을 경험해본 독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서입니다. Go의 디자인 철학부터 표준 라이브러리의 내부 구현 및 원리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Go 프로그래머(Gopher)답게 Go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모든 것
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장된 테스트와 벤치마킹 기능을 통해 뛰어난 성능
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막 프로
그래밍에 입문하는 초급 개발자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훌륭한 Go 입문서를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실장님과 이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빠
의 스무 번째 출간 작업에 늘 힘을 보태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아내와 예린이, 은혁이에게도
이 지면을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옮긴이

장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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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들이 컴퓨터 공학 분야에 기여해왔다. 그중에서도 UNIX, Plan 9, B 언
어, Java의 JVM Hotspot, V8, Strongtalk, Sawzall, Ed, Acme, UTF8 등을 고안한 롭 파이크
(Rob Pike), 로버트 그리스미어(Robert Griesmier), 켄 톰슨(Ken Tompson)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이 걸출한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은 한데 모여 일을 벌였다. 십수 년에 걸쳐 쌓아
온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기존 언어들의 장점은 취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스템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Go’라고 이름 짓고 오픈
소스로 공개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단언컨대 Go 언어는 지금까지 이
들이 세상에 내놓았던 그 어떤 결과물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창작물이 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똘똘 뭉치면 인류애는 최고조
로 발휘된다. 2013년, 브라이언(Brian)과 에릭(Erik)은 고퍼 아카데미(Gopher Academy)를 설립했
고, 곧 빌(Bill)을 비롯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Go 언어를 주제로 하는 보다 나은 커뮤니티
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먼저 정보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필요하
다는 점을 인지하고 Go를 위한 토론 게시판(Slack)과 고퍼 아카데미 블로그를 개설했다. 시간
의 흐름과 더불어 커뮤니티가 계속 성장하자 이들은 세계 최초의 글로벌 Go 콘퍼런스인 고퍼
콘(GopherCon)을 개최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
해서는 그만한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자신의 엄청난 시간과 재능을 Go 커뮤니티에 쏟아부었던 세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다.
나는 빌과 브라이언, 에릭이 지난 1년 동안 고퍼 아카데미 블로그의 편집자로서, 콘퍼런스 운
영위원으로서, 더불어 직장과 가정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와중에도 이 책
을 집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 왔다. 이 세 사람에게 이 책은 그저 한 권의

x

Go.indb 10

추천사

2016. 6. 1. 오후 5:06

책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언어에 대한 헌신이다. 세 사람은 그저 ‘좋은’ 책을 만드는 것
에 만족하지 않았다. 수많은 초벌 원고를 작성하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꼼꼼하게 글을 쓰
고, 리뷰하고, 다시 고쳐쓰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자신들의 소중한 언어에 대한 가치 있는 책
을 완성해낸 것이다.
지금까지 수족처럼 익숙하고 편안했던 언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에 도전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니 평탄치 않았을 뿐더러 얼리어답
터들이나 감내할 법한 버그들도 줄을 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오류, 상세하지 않은 문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부재 등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바로 개척자,
선구자의 길이 아닐까?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이런 여행의 출발점에 놓인 것이나 다
름없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여러분이 Go 언어의 세계를 탐험하고, 배우고, 활용하기 위한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세상을 통틀어 이 세 사람보
다 더 뛰어난 가이드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 Go가 가진 모든 장점을 차례차
례 발견해나갈 것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리고 언젠가 온라인과 Go 밋업
(Meetup) 그리고 콘퍼런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스티브 프랜시아(Steve Francia)
고퍼이면서

Hugo, Cobra, Viper, SPF13-VIM의 창시자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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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GoingGo.net 블로그를 운영한 지 몇 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나는 브라이언과 에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이 책을 집필하고 있었고 내게 필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나는 Go에 갓 입문한 상태였지만 그 기회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들의 제안은
새로운 언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두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배운 것들을 블로그
보다 더 큰 세상에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처음 네 개의 장을 마친 뒤, 우리는 이 책을 MEAP(Manning Early Access Program)를 통해 출간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Go 개발팀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언어
측면에서 변경될 사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한 리뷰는 물론, 여러 지식과 조언, 그리고 격
려와 지원이 담겨있었다. 이 메일을 토대로 우리는 2장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동시에 4장
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한 장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일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 경험
덕분에 이 책을 쓰는 데 커뮤니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 이후로 이 책은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집필되었다. 우리는 각 장의 내용을 연구하고, 예제
코드를 작성하고, 커뮤니티와 함께 책의 내용을 리뷰하고, 토론하고, 문장과 코드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다. 우리는 이 책이 기술적으로 오류가 없고, Go의 철학
을 잘 반영하며, Go 커뮤니티 내에서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프로그램 작성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당연히 우리 생각과 경험, 가이드라인 등이 어느 정
도 버무려졌다.
우리는 이 책이 여러분이 Go 언어를 학습하는 데 계속해서 유용한 리소스로 활용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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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브라이언, 에릭 그리고 나는 언제나 온라인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
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 책을 구입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끄러워 말고 서
로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란다.
윌리엄 케네디(William Kennedy)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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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

말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무려 1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 동료, 멘토,
모든 Go 커뮤니티, 그리고 매닝 출판사의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이만큼의 노력을 쏟아붓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책을 집필한다면 좋은 점을 격려해주는 것은 물론, 나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편집자가 필요하다. 제니퍼 스타우트(Jennifer Stout)
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멋지고 우리를 계속 독려한 끝내주는 조력자였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늘 함께해준 그녀의 모든 지원에 대해, 그리고 이 책을 정말로 출간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한
다. 또한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함께 고생한 매닝 출판사의 모든 직원에게도 감사한다.
사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
었다. Go 커뮤니티와 이 책을 리뷰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아
담 매케이(Adam McKay), 알렉스 바실레(Alex Basile), 알렉스 자신투(Alex Jacinto), 알렉스 비달
(Alex Vidal), 안젠 바쿠(Anjan Bacchu), 브누아 베네데티(Benoît Benedetti), 빌 카츠(Bill Katz), 브

라이언 헤트로(Brian hetro), 콜린 케네디(Colin Kennedy), 더그 스팔링(Doug Sparling), 제프리 임
(Jeffery Lim), 제시 에반스(Jesse Evans), 케빈 잭슨(Kevin Jackson), 마크 피셔(Mark Fisher), 맷 쥬

라크(Matt Zulak), 파울로 피레스(Paulo Pires), 피터 크레이(Peter Krey), 필립 K. 제너트(Philipp K.
Janert), 샘 제이들(Sam Jaydel), 토마스 오르크(Thomas O’Rourke)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

이 출간되기 직전, 짧은 시간에 마지막 원고를 정성스레 검토해준 지미 프라체(Jimmy Frasché)에
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외에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리뷰도 해주고 여러 가
지를 알려주었던 킴 세리어(Kim Shrier)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덕분에 책의 기술적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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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헤서웨이(Bill Hathaway)는 작년부터 이 책의 집필에 깊게 관여하면서 각 장의 틀을 잡아주었
다. 특히 그의 생각과 의견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9장은 공동 집필자로 이름을 올
려도 될 정도로 많은 기여를 해주었다. 아마 그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노력이 없었다면 9장이
지금처럼 훌륭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리뷰에 참여해 의견과 가이드를 제공해준 코리 제이콥슨(Cory Jacobson),
제프리 임(Jeffery Lim), 체탄 코니키(Chetan Conikee), 난 샤오(Nan Xiao)에게 감사한다. 예제 코
드의 작성과 리뷰에 도움을 준 가브리엘 아스잘로스(Gabriel Aszalos), 파티흐 아르슬란(Fatih
Arslan), 케빈 질레트(Kevin Gillette), 제이슨 월드립(Jason Waldrip)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

고 무엇보다 이 책의 서문을 맡아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스티브 프랜시아(Steve Francia)에게도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말로 감사한다. 이 정도의 책임과 시간이 드는 일은 우
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윌리엄 케네디(William Kennedy)
사랑하는 아내 리사와 나의 다섯 아이인 브리안느, 멜리사, 아만다, 제로드, 토마스에게 감사
한다. 너무나 많은 낮과 밤, 주말을 아빠 없이 지내야 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책을 쓰기 위한
시간을 허락한 것에 대해 무한히 감사하며,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함을
지면을 빌어 고백한다.
또한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에디 곤잘레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에릭 젤라야, 그리고 아르
단 스튜디오 팀 모두에게 감사한다. 특히 처음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에디에게 감사
한다. 에디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 같다. 내게 있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
닌 친구이자 형제인 에디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나와 회사를 위해 애
써준 에릭에게도 감사한다. 에릭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브라이언 케텔슨(Brian Ketelsen)
이 책을 집필하는 4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함께 감내해준 나의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다. 수영장에서도 함께 놀아주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책이나 쓰고 있던 아빠를 이해해준 크리
스틴, 네이든, 로렌, 에블린에게 특히 감사한다. 아빠가 이 책을 출간하고 말 것이라고 믿어주
고 격려해줘서 고맙다!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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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마틴(Erik St. Martin)
집필과 콘퍼런스 주최에만 매달려 사는 나를 이해하고 포용해준 나의 약혼자 애비와 세 아이
인 할리, 와이어트, 앨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너무나 사랑하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는 최고의 행운아일 것이다.
이 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빌 케네디에게 감사한다. 그저 집필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
인데 우리가 일과 고퍼콘으로 눈코 뜰 새 없었던 와중에도 이 일을 잘 이끌어주었다. 그리고
리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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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이책

Go는 간단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빌드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
로그래밍 언어다. 비록 기존의 언어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차용하기는 했지만, 독특하면서도 간
결함을 추구하는 철학은 다른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과 Go 프로그램의 차이를 분명하게 한
다. Go는 어느 정도 저수준의 시스템 언어적 특성에 최신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고수준 기능들
을 균형감 있게 혼합한 언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놀라운 생산성을 제공하는 강력하면
서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Go 언어를 이용하면 더 적은 코드
로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은 이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서 Go를 학습하고자 하는 중급 수
준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Go라는 언어에 대한 인상적이고, 포괄적
이며, 특징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언어 문법이나 타입 시스템, 동시성, 채널, 테스트 등
을 고루 다루면서 언어 자체의 명세와 구현을 모두 다루었다. 이 책이 이제 막 Go를 배우고자
하는 독자들은 물론, 언어와 그 내부 동작을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도 좋은 지
침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책은 9개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Go 언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Go 언어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동시성 같은 Go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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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완전한 Go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Go가 제안하는 내용들
을 차분히 살펴본다.
제3장은 패키징의 개념을 설명하고 Go 워크스페이스 및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 또한 원격지(remote)에서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자신만의 코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Go의
다양한 도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Go의 내장 데이터 타입인 배열(array)과 슬라이스(slice), 그리고 맵(map)에 대해 상세
히 알아본다. 각 데이터 타입의 내부적 구현은 물론 데이터 구조 뒤에 숨겨진 기법까지 파헤친다.
제5장에서는 구조체부터 인터페이스, 타입 임베딩(type embedding)에 이르기까지 Go의 타입 시
스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또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 타입 시스템
을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제6장은 Go의 스케줄러와 동시성 지원, 그리고 채널의 동작 방식을 설명한다. 또한 언어의 내
부적인 상세 구현까지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제6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동시성 패턴을 적용한 보다 실용적인 예제 코
드를 살펴본다. 단위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고루틴 풀(goroutine pool)을 구현하는 방법은 물론,
이 풀에서 공유되는 리소스를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8장은 표준 라이브러리와 함께 log, json, io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상세하게 살펴본다. 또한
앞서 나열한 세 패키지의 일부 복잡한 내용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테스트 및 벤치마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단위
및 테이블 테스트와 벤치마크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문서에 예제를 추가하고 이
예제를 테스트로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예제 코드
이 책에서 사용된 모든 소스 코드는 본문과의 구별을 위해 고정폭 글꼴을 사용한다. 예제에는
핵심 개념을 짚어주기 위한 주석이 제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번호를 부여하여 본문에서 상
세한 내용을 설명할 때 참조하기도 한다.
이 책의 예제 코드는 MANNING의 웹사이트(http://www.manning.com/books/go-in-action)나

GitHub(https://github.com/Jpub/GoInActio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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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은
이

윌리엄 케네디(@goinggodotnet)는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모바일 및 웹 시스템 개
발 전문 기업인 아르단 스튜디오의 관리 파트너다. 또한 GoingGo.Net 블로그의 필자이자 마이
애미 Go 밋업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윌리엄은 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아르단 랩스를 설립하고

Go 언어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오프라인 및 구글 행아웃을 통한 온라인 콘퍼
런스나 워크숍에도 자주 참여한다. Go 언어를 배우거나 블로깅 또는 코딩 기술을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긴다.
브라이언 케텔슨(@bketelsen)은 빅 데이터 및 분석 기업인 XOR 데이터 익스체인지의 공동 창업
자이자 CIO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고퍼콘의 공동 개최자이자 Go 언어의 전파와 교육에 힘쓰
는 커뮤니티 중심의 사이트인 고퍼 아카데미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실무
에 Go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에릭 St. 마틴(@erikstmartin)은 XOR 데이터 익스체인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이사다. 회사
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에 있지만 플로리다 주 탐파 시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다. 에릭은
오랫동안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해왔다. 매년 열리는 고퍼콘의 개최자이자 탐파 시 Go 밋
업 그룹의 운영자로 활동 중이다. Go 언어와 커뮤니티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이들을 성장시
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지은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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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표지

이 책의 표지에 사용된 그림의 제목은 ‘동인도에서 온 남자’다. 이 그림은 1757년과 1772년에
런던에서 출간된 토마스 제프리스(Thomas Jefferys)의 《A Collection of the Dresses of Different

Nations, Ancient and Modern》(세계의 의상 모음, 고대와 근대)(총 4권)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
에서는 이 그림들이 아라비아 고무에 손으로 직접 색칠해 찍어낸 동판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토마스 제프리스(1719-1771)는 조지 3세 시대의 지리학자로 불린다. 그는 잉글랜드에서 알아주
는 지도 제작자였다. 정부와 기타 공공단체를 위한 지도를 제작했으며, 특히 북아메리카를 비
롯해 다양한 범위의 지도와 책자를 만들었다. 그의 지도 책들은 그가 지도를 공급한 지역의
특색 있는 복장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고 점차 화려한 컬렉션의 탄생을 이루었다.

18세기 후반에는 먼 지역에 대한 동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행이 비교적 새로운 유행으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컬렉션들이 인기를 끌었으며, 여행객은 물론 탁상 여행가들에게
도 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그만큼 제프리스의 다양한 그림은 200년 전
의 세계 각국의 특색과 독창성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드레스 코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풍부했던 국가와 지역별 특색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서로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조금 낙
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문화와 시각적 다양성을 그보다 더 다양한 개인의 삶, 어쩌면 더욱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지식이나 기술 위주의 삶과 맞바꾼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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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노승헌(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새롭게 설계된 언어를 살펴보는 것은 개발자
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 언어에
대한 경험이 Go 언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역시 개발자라서
발생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은주(한양대학교)
간결한 문법과 빠른 컴파일 속도, 잘 정리된 기본 라이브러리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구글의

Go를 제이펍을 통해 접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이 책에는 언어의 문법과 형식부터 어쩌면 생
소할 수 있는 고루틴, 인터페이스, 채널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까지 담겨 있습니다. Go를 처음
접해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어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
었습니다.
안정수(메쉬코리아)
이 책을 통해 Go 언어에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개인 프로젝트를 떠나 업무에도 사용해
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Go 언어의 장점들을 잘 녹여냈으며, Go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는 예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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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곤(환경과학기술)
이 책에는 Go의 각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적절한 예제가 제공됩니다. 특히 예제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여 경험자는 물론 초심자에게도 적합한 책입니다. C 언어의 대안 언어를 찾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우고자 하는 모두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
을 통해 Go의 매력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한상곤(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소속 마이크로소프트 MVP)

Go에 관련된 많은 책이 문법 위주이거나 개념을 소개하는 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합니다. 그러
다 보면 문법만 공부하게 되어 늘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 ‘약간의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 줍니다. 데이터 피드 검색 예제를 통해 문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문법과 차별화된

Go만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Go를 시작하는 분이나 어느 정도 문법 공부를 해온 분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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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와의 첫 만남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

• Go를 이용해 최신 컴퓨팅 환경이 당면한 과제 해결하기
• Go가 제공하는 기본 도구들 살펴보기

컴퓨터는 계속해서 발전해왔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를 지금까지도 따
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만지작거리는 휴대폰마저도 처음 등장한 컴퓨터보다 더
많은 CPU 코어를 사용한다. 고성능 서버들은 이제 64개, 128개 혹은 그 이상의 코어를 장착하
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CPU가 단 하나의 코어를 사용하던 시절의 구닥다리 기법을 바탕으
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
프로그래밍 기법 역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제 더 이상 한 명의 개
발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이제는 각기 다른 지역과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일하
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대형 프로젝트들은 작은 조각으로 잘게 쪼개
져서 개발자들에게 나눠진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일을 애플리케이션의 어디
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나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다시 팀에게 전달한다.
오늘날의 프로그래머들과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 Go는 코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Go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패키지
를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고, 내가 만든 패키지 또한 다른 사람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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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제공한다.
제1장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Go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Go는 이미 독자들
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객체지향 개발 방법을 재해석하면서도 코드 재사용을 위한 효율성을 제
공하는 언어다. 또한 값비싼 서버에 장착된 모든 CPU 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손쉬
운 방법을 제공하며, 대형 프로젝트를 컴파일할 때의 불편한 점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제1장을 읽다 보면, 동시성 모델부터 눈 깜빡할 새 끝나버리는 초고속 컴파일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의사결정들이 모여 지금의 Go 언어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책은 다른 개발 언어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서 Go 언어를 학습하기를 원하
는 중급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다. 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Go라는 언어에 대한 집중적
이고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언어의 문법이나 Go의
타입 시스템, 동시성, 채널, 테스트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언어의 명세 및 실제 구현을 모두
다룬다. 당연히, 이 책이 Go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독자는 물론, 언어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모든 독자에게 완벽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의 예제 소스 코드는 https://github.com/goinaction/cod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Go 언어가 개발자의 편의성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에 주목하기 바란다. 마침내는 왜
많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Go 언어를 도입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1.1 Go 언어로 최신 컴퓨팅 환경이 당면한 과제 해결하기
Go 개발팀은 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훌륭하게 해결했다. 개발자들
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발 속도와 성능을 두고 항상 갈등해야 했
다. 예를 들어, C나 C++ 같은 언어들은 빠른 수행 속도를 자랑하는 반면, Ruby나 Python 같
은 언어들은 개발 기간이 짧다. Go 언어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 빠른 수행 속
도를 제공하면서도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Go를 학습하다 보면 잘 설계된 기능과 간결한 문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Go는 개발 언어
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사항들은 물론 지원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만
들어진 언어다. 게다가 기억하기 편하도록 몇 가지 키워드로만 구성된 간결한 문법이 특징이
다. 가끔 컴파일러가 동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빠른 컴파일 속도는 Go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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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점이다. 프로젝트가 빌드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개발
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Go에 내장된 동시성 기능 덕분에 별도의 스
레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스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객체
지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고 오로지 코드의 재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
록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타입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적인 개발 언어답게 메모
리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가비지 컬렉션(GC, Garbage Collection)도 지원된다. 그러면 지
금까지 나열한 핵심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1.1 개발 속도
C나 C++ 언어로 대형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하려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림 1.1
은 사무실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
하고 있다.

프로그래머를 합법적으로
나태해지게 만드는 No. 1 변명거리:
"컴파일 중이거든요"
일 안 하고
뭐 해!
컴파일
중이거든요!

Go는 굉장히 똑똑한 컴파일러와 간결한 의존성 해석 알
고리즘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동작하는 컴파일러
를 제공한다. Java나 C 또는 C++ 컴파일러들이 전체 라이
브러리의 의존성을 탐색하는 것과는 달리, Go 컴파일러는

아, 계속해.
그림 1.1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출처: XKCD)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라이브러리의 의존성만을 해석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Go 애플리케이션
들은 컴파일 시간이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최신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Go 소스
트리를 컴파일하는 데 20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동적 언어(dynamic language)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경우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코드를 작성한 후 별다른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작성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적 언어는 정적 언어(static language)들이 제공하는 타입 안전성(type
safety)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행 시에 잘못된 타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방지하기 위

해 광범위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독자 여러분이 JavaScript 같은 동적 언어로 대형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있고, ID라는 이름
의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작성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ID 매개변수의 타입은 정수일까
아니면 문자열일까? 그것도 아니면 UUID일까? 이 매개변수의 타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스 코드를 살펴보는 것뿐이다. 아니면 함수를 호출할 때 숫자나 문자열을 지정해보고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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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Go 언어에서는 이런 모호함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개발자가 다른 타입의 값을 전달하면 컴파일러가 이를 자
동으로 잡아내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1.1.2 동시성
프로그래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코드를 실행 중인 하드웨어의 사용 가능한 자원
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것이다. 최신 하드웨어는 여러 개의

CPU 코어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런 추가적인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스레드 동기화를 위해 너
무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하고 그로 인해 쉽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동시성(concurrency)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원은 Go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다. 고루
틴(goroutine)은 스레드와 유사하지만 더 적은 메모리를 소비하며 더 적은 양의 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 채널(channel)은 내장된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 고루틴 간에 형식화된(typed)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다. 고루틴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사용하기 위해 경쟁하게 하
는 것이 아니라 고루틴 간에 데이터를 서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모델이 더 간편
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동시성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고루틴
고루틴(goroutine)은 프로그램의 진입점(entry point) 함수를 비롯하여 다른 고루틴과 함께 동시
에 실행되는 함수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스레드를 사용
해야 하지만, Go에서는 여러 개의 고루틴이 하나의 스레드에서 동작한다. 예를 들어 C나 Java
로 웹 서버를 작성하면서 여러 개의 웹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한다면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한 많은 양의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반면 Go는 고루틴을 이용한 동시성 기능을 자체적으
로 지원하는 net/http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서버로 유입된(inbound) 각각의 요청들이
자동적으로 각자의 고루틴에서 동작하게 된다. 고루틴은 스레드보다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며

Go 런타임이 설정된 논리 프로세서의 개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루틴을 실행하기 위한 스케
줄링을 처리한다. 그리고 각각의 논리 프로세서는 하나의 OS 스레드에 연결된다(그림 1.2 참조).
이런 기법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훨씬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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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틴

고루틴

고루틴

고루틴

고루틴

고루틴

고루틴

고루틴

스레드

고루틴

스레드

스레드

그림 1.2 하나의 OS 스레드에서 여러 개의 고루틴을 실행하는 모습

만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다른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고자 한
다면 고루틴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자.
func log(msg string){
... 로그를 기록하는 코드를 여기에 작성한다.
}
//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오류가 발견된 부분
go log("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예제처럼 go 키워드를 사용하면 log 함수가 고루틴으로 동작하도록 스케줄링할 수 있다. 그
러면 이 고루틴은 다른 고루틴들과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즉, 로깅이 처리되는 동안 애플리케
이션의 나머지 코드를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최종 사용자들은 획기적인 성능의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루틴의 오버헤드는 그다지 크지 않으므
로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고루틴과 동시성에 대한 주제는 제6장에
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채널
채널(channel)은 고루틴 간에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다. 채널을 이용
하면 공유 메모리 접근을 허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손쉽게 피
할 수 있다.
동시성 프로그래밍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동시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나 스레드 혹은 고
루틴에 의해 의도치 않게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잠금
(lock)이나 동기화 처리 없이 공유되는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진다. 다른

언어에서는 전역 변수와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변수가 여러 스레드에 의해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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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처리 없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잠금 처리에 익숙해져야 한다.
채널은 동시에 발생하는 수정 요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패턴을 제공함
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채널을 통해 어느 한 시점에 하나의 고루틴만이 데이터를 수
정할 수 있는 패턴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예제는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1.3을 보면 현재 실행 중인 여러 개의 고루틴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채널을 이용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 중이고 이들 프
로세스가 어떤 데이터의 값을 순차적으로 읽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고루틴과 채널
을 이용하면 이런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고루틴
고루틴
고루틴
채널
데이터

채널
데이터

그림 1.3 채널을 이용하면 고루틴 간 데이터 교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림 1.3은 세 개의 고루틴과 두 개의 버퍼가 없는(unbuffered) 채널을 도식화한 것이다. 첫 번째
고루틴은 채널을 통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고루틴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두
고루틴 사이의 데이터 교환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전달이 이루어지면 양쪽의 고
루틴이 모두 데이터가 교환되었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고루틴은 데이터를 전달받아 자신의
작업을 실행한 후 다시 세 번째 고루틴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 데이터 교환 역시 동기화되기
때문에 두 고루틴은 데이터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아무런 잠금이나 동기화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루틴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
환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채널이 고루틴 간의 데이터 접근을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복사
된 데이터가 채널을 통해 교환되면 각각의 고루틴이 각자 자신이 가진 데이터의 복사본을 안
전하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를 교환할 때, 다른 고루틴이 이 데이터에
대한 읽기와 쓰기를 모두 수행한다면 여전히 해당 데이터를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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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Go의 타입 시스템
Go는 계층구조가 없는 유연한 타입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팩토링에 대한 부담을 최소
화하면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객체지향에 비하면 훨씬 간편하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복잡한 Java나 C++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
스를 설계하느라 일주일을 통째로 날려본 적이 있다면 Go의 타입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간결
함이 너무나도 고마울 것이다. Go 개발자들은 합성(composition)이라고 부르는 디자인 패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능을 재사용하기 위해 타입을 임베드(embed)한다. 다른 언어들도 합성
패턴을 사용하지만 종종 상속(inheritance)과 너무 강하게 연결되어 결국에는 코드 재사용이 복
잡하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Go는 전통적인 상속 기반의 모델에 비해 훨씬 작은 타
입을 합성하여 타입을 정의한다.
게다가 Go는 모델의 타입을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모델링할 수 있는 독특한 인터페
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Go에서는 어떤 타입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할 필
요가 없다. 컴파일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입의 값이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족
하는지를 검사할 뿐이다. Go 표준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들은 겨우 몇 가
지 기능만을 노출하는 간단한 것들이다. Java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 익숙한 독자라면 익숙해지
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간결한 타입

Go는

int나 string

같은 내장 타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직접 타입을 정의하는

것도 허용한다. Go에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타입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형식화된 필드
를 가진다. C에서 사용하는 구조체(struct)를 본 적이 있다면 Go의 사용자정의 타입이 생소하
지 않을 것이며, 이와 유사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o의 타입에는 데
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메서드를 정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Go 개발자들은 ― Entity 클
래스를 상속해서 User 클래스를 정의하고 다시 이를 상속해서 Client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처
럼 ― 여러 단계로 상속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 Customer 타입과 Admin 타입
을 정의한 후 이 둘을 조금 더 큰 타입에 임베드하여 ―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타입을 정의
한다. 그림 1.4는 상속과 합성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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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합성

교통수단

운행

동승석이 있는 교통수단

동승자

짐칸

짐칸을 운반

트럭

동승자를 운반

운행

그림 1.4 상속과 합성

작은 동작을 모델링하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interface)는 타입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타입의 값이 어떤 인터페이스
를 구현한다는 것은 그 값이 일련의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선언할 필요조차 없다. 단지 필요한 행위를 구현만하면 된다.
다른 언어들은 이런 기법을 덕 타이핑(duck typing)이라고 한다. 덕 타이핑이란 어떤 생물이 오
리처럼 꽥꽥 소리를 낸다면 그 생물을 오리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Go는 정확히 이
와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Go에서는 어떤 타입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서드를 구현하면 이
타입의 값에 해당 인터페이스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선언
할 필요가 없다.

Java처럼 철저히 객체지향을 따르는 언어들은 사방팔방에 인터페이스가 난무한다. 심지어 코
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엄청난 양의 상속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제는

Java에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코드다.
interface User {
public void login();
public void logout();
}

Java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면 이 User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모든 약속들을 만족하는
클래스를 구현한 후, 그 클래스가 Us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반면 Go의 인터페이스는 주로 하나의 동작만을 표현한다. Go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인터페이스 중 하나는 io.Reader 인터페이스다.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정의하
는 타입이 표준 라이브러리의 다른 함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코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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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ader interface {
Read(p []byte) (n int, err error)
}

io.Read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타입을 작성하려면 바이트의 슬라이스(slice)를 매개변수로

받아들여 정수와 에러를 리턴하는 Read 메서드를 구현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방식은 전통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과는 근본
적으로 다른 것이다. Go의 인터페이스는 훨씬 간단하며 한 가지 동작만을 정의한다. 이를 바
탕으로 실전에서는 코드의 재사용과 합성에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 거
의 모든 타입에 io.Read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고, 이런 타입들은 io.Reader 인터페이
스를 통해 데이터를 읽는 동작을 수행하는 그 어떤 Go 함수에도 전달할 수 있다.

Go의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는 모두 io.Read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그렇게 함
으로써 각기 다른 네트워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현해야 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애플리케
이션의 기능과 완전히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인터페이스의 작성
이 보다 즐겁고 우아하며 유연해졌다. 파일, 버퍼, 소켓 및 기타 다른 데이터 소스들을 동일한
io.Reader

인터페이스를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함

으로써 데이터 소스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4 메모리 관리
메모리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충돌하고,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에
는 운영체제의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Go는 최신 개발 언어답게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
하는 가비지 컬렉션을 제공한다. C나 C++ 같은 다른 시스템 언어들의 경우, 개발자가 메모리
를 사용하기 전에 직접 할당하고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직접 해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작업
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충돌하거나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며, 다중 스레드 처리 및 동시성 코드를
빈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렵다. 그러나 가비지 컬렉션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Go의 가비지 컬렉션은 프로그램 실행 시간에 약간의 오버헤드를 유발하
지만 개발에 필요한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Go는 프로그래밍을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
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를 걷어내고 프로그램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1 Go 언어로 최신 컴퓨팅 환경이 당면한 과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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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ello, Go
자고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익히려면 직접 실행해보고 느껴보라고 했다. 다음 코드는 전
통적인 Hello, World! 예제를 Go로 작성한 코드다.
package main

Go 프로그램은 패키지
단위로 관리한다.

import "fmt"
func main() {
fmt.Println("Hello, World!");
}

import 구문을 이용해서 외부 코드를 참조할 수
있다. fmt 패키지는 출력할 데이터의 형식을
정의하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C와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main 함수가 호출된다.

이 예제를 실행하면 화면에 간단한 문장이 출력될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
할 수 있을까? 굳이 컴퓨터에 Go를 설치하지 않아도 Go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웹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실행해볼 수 있다.

1.2.1 Go 놀이터
Go 놀이터(Go Playground)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Go 코드를 편집하고 실행해볼 수 있다.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http://play.golang.org를 방문하자. 브라우저 창에 보이는 코드는 곧바
로 편집도 가능하다(그림 1.5 참조). Run 버튼을 클릭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자.

그림 1.5 Go 놀이터 웹사이트

코드를 수정해서 출력되는 인사말을 변경할 수도 있다. 코드 중에서 fmt.Println() 함수 내
의 문자열을 변경한 후 Run 버튼을 클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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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코드 공유하기 Go 개발자들은 이 놀이터에서 코드에 대한 아이디어나 테스트 이론
을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의 코드를 디버깅하기도 한다. 아마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될 것
이다. 놀이터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면 Share 버튼을 클릭하여 누구든지 열
어볼 수 있는 URL을 생성할 수 있다. http://play.golang.org/p/EWIXicJdmz를 한번 방
문해보기 바란다.

Go 놀이터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동료나 친구들에게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Go와 관련된 IRC 채널, 슬랙(Slack) 그룹, 메일링 리스트는 물
론, Go 개발자들이 주고받는 셀 수 없이 많은 전자 메일들을 보면 Go 놀이터를 통해 코드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3 요약
• Go는 모던하고 빠르며 강력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언어다.
• Go는 동시성 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한다.
• Go는 코드 재사용을 위한 빌딩 블록(building block)으로서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

1.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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