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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가능한한 빨리
가능한한 많이
실패
_____하는
것이다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Golang 설치
https://golang.org/doc/install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설치 테스트하기
% go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GO 실행환경 설정하기
export PATH=$PATH:/usr/local/go/bin

기본 설치 위치 : /usr/local/go/ ( c:\Go )
( 기본설치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GOROOT 환경변수를 설정해야 함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First Go Application
1

package main // Go 프로그램은 패키지 단위로 관리됨

2
3

import "fmt” // 출력할 데이타 형식을 정의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인 fmt
패키지를 import 하여 외부 코드 참조함.

4
5

func main() {

6
7

//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면 main()가 호출됨.

fmt.Println("Hello, world!");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Application 실행하기
% go run hello.go
Hello, world!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Application 실행하기
% ls
hello.go
% go build hello.go
% ls
hello hello.go
% ./hello
Hello, world!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Learning by Failure
시간 : 10 분
진행방식 : 2명이 한 팀이 되서 오류를 찾는다.
미션 :
1. 오류가 발생하도록 hello.go 를 수정한다.
2. go run hello.go 를 실행하고 오류메시지를 기록한다.
규칙 :
1. 가능한한 많은 오류 메시지를 찾는 팀이 승리한다.
2. 변경 내용과 오류 메시지를 기록한다.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Learning by Failure
1

첫번째 줄 삭제

package main:
hello.go:2:1: expected 'package', found 'import'

2

package →
ackage

package main:
hello.go:1:1: expected 'package', found 'IDENT' ackage

3

package main →
package min

go run: cannot run non-main packag

4

package main →
package

package main:
hello.go:3:1: expected 'IDENT', found 'import

5

import 문 삭제

# command-line-arguments
./hello.go:6: undefined: fmt in fmt.Println

6

import

package main:
hello.go:6:1: expected 'STRING', found 'func'

7

“fmt”

# command-line-arguments
./hello.go:4: syntax error: non-declaration statement outside function body

8

fun main

# command-line-arguments
./hello.go:5: syntax error: non-declaration statement outside function body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Learning by Failure
9

func min()

# command-line-arguments
runtime.main_main·f: relocation target main.main not defined
runtime.main_main·f: undefined: "main.main"

10

func main){

# command-line-arguments
./hello.go:5: syntax error: unexpected ), expecting (
./hello.go:7: syntax error: non-declaration statement outside function body

11

func main({

# command-line-arguments
./hello.go:5: syntax error: unexpected {, expecting )
./hello.go:7: syntax error: non-declaration statement outside function body

12

func main()

# command-line-arguments
./hello.go:6: syntax error: non-declaration statement outside function body

13

func main()
{

# command-line-arguments
./hello.go:6: syntax error: unexpected semicolon or newline before {

14

Println 문장 삭제

# command-line-arguments
./hello.go:3: imported and not used: "fmt"

15

func main(){
//}

# command-line-arguments
./hello.go:8: syntax error: unexpected EOF, expecting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기능 변경하기
요구사항 : 여러 대상에게 인사할 수 있게 hello.go 를 확장

% go run hello.go
Hello, world!
Hello, Jaehoon!
Hello, Jaehyun!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Golang란?
Go는 Simpe하고 모던하며 강력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언어로서 동시성 기능을 자체
적으로 내장하고 있고 코드 재사용을 위한 빌딩 블록으로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
1. 현재 개발 환경의 문제
- 개발 속도
Go는 향상된 컴파일러와 간결한 의존성 해설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동작하는 컴파일러 제공.
Jave, C, C++ 컴파일러들이 전체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을 검사하는 데 반해 , Go컴파일러는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라이
브러리의 의존성만 참조.

- 동시성
Goroutine과 channel을 통해 Concurrency 프로그래밍을 지원
Goroutine - 프로그램의 Entry point 함수를 비롯하여 다른 고루틴과 함께 동시에 실행되는 함수. 고루틴은 스레드보다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여 Go 런타임이 설정한 논리 프로세서 개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루틴을 실행하기 위한 스케쥴링을
처리한다. 그리고 각각의 논리 프로세스는 하나의 OS쓰레드에 연결된다.
func log(msg string) {
…….
}
Go log(“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Golang란?
Channel – 고루틴간에 안전한 데이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조
채널을 통해 어느한 시점에 하나의 고루틴만의 데이타를 수정할 수 있는 패턴을 적용함.

- 타입 시스템
간결한 타입 : int,string같은 내장 타입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타입을 정의하는 것도 허용.
작은 동작을 모델링하는 인터페이스 : 인터페이스는 타입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타입의 값이 어떤 인터페이스
를 구현한다는 것은 그 값이 일련의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 단지 필요한 것만 구현하면 된다.

- 메모리 관리
가베지 컬렉션 제공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package
모든 Go 프로그램은 Package라는 일련의 파일 그룹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이 코드는 다른
프로그램에 쉽게 포함되어 재사용될 수 있다. 가령, net 패키지 전체 또는 net/http나 net/cgi
등 필요한 기능이 포함된 패키지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 패키지 이름 규칙
첫번째 줄에 패키지 이름을 선언해야 하고 이 패키지는 하나의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다시 말
해, 하나의 디렉토리에 두개의 패키지가 정의되고 위치할 수 없다.
패키지의 이름은 패키지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의 이름을 따른다. 패키지와 디렉토리의 이름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짧고 간결하며 소문자로 구성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예) http 하위에
cgi , httputil , pprof .
패키지를 가져올 때는 전체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키지 이름이 유일할 필요는 없다.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package
- Main 패키지
패키지를 실행가능한 바이너리 파일로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ain() 라는 이름의 함수
를 선언해야 함. 실행가능한 바이너리의 이름은 main() 패키지가 선언된 디렉토리의 이름.
Go에서 Command라는 용어는 커맨드 라인 애플리케이션 같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의미
함. 패키지는 가죠오기가 가능한 기능의 의미적 단위.
패키지 문서 참조시 “godoc 패키지_이름” , godoc fmt 를 실행하거나
http://golang.org/pkg/fmt/ 방문
- Package 가져오기
import (
“fmt”
“strings”
)
패키지는 GO환경변수(GOROOT, GOPATH)가 참조하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한 상대경로
를 이용하여 탐색(GOROOT 기준으로 탐색 후 GOPATH 기준으로 탐색)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package
- 원격에서 패키지 가져오기
Import “github.com/spf13/viper”
go build 명령을 하면 먼저 환경변수를 사용하여 로컬 컴퓨터상의 패키지를 찾고 , 이후 해당
URL에 대해 go get을 통해 패키지를 가져온다.
- import한 패키지 이름 재지정하기
import (
“fmt” , myfmt “mylib/fmt”
)
사용 ) Myfmt.println(“myfmt“)
- blank identifier
Underscore(_) 문자를 빈식별자로 , 참조하지 않는 패키지를 import하거나 함수의 리턴값 중
무시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import ( _ “github.com/spf13/viper”)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package
- init
패키지는 최초 실행시점에 호출될 init 함수를 필요한 만큼 정의할 수 있다. init 함수는 main()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미리 호출된다.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Go 내장 도구 활용
go
go build hello.go
// 코드를 소스 저장소에 커밋할 때 실행 파일이 함께 커밋되지 않고 삭제함.
go clean hello.go
go build .
go build wordcount.go
go build github.com/goinaction/chapter3/wordcount.go
// 컴파일 + 실행
go run wordcount.go
// 코드상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에러를 검사해 줌.
go vet
Printf 스타일의 함수 호출시 잘못된 매개변수 지정
메소드 정의시 시그너쳐 관련 에러
잘못구성된 태그 , Composite literal사용시 누락된 Key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Go 내장 도구 활용
// 미리 정의된 소스코드 레이아웃을 Go 소스 코드에 자동으로 적용해줌.
go fmt
// 패키지에 대한 설명 문서 호출
Go doc fmt
// godoc을 웹서버로 사용하는 방법
godoc –http :6000
// 문서 작성시 //나 /* … */를 함수나 패키지, 타입, 전역 변수 위에 주석을 작성하면 됨.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다른 개발자와 협업하기
공유 저장소 생성 및 관리 요령
- 패키지의 소스 파일을 공개 저장소의 Root에 저장한다. 가령, 내 github에 소스 코드를 저
장할 때 Root 디렉토리에 바로 해당 패키지의 소스 파일을 저장한다.
- 패키지의 크기는 최대한 작게 유지.
- 코드에 go fmt 명령어를 실행
- 소스코드를 문서화하자. => go goc 또는 http://godoc.org
의존성 관리
- 벤더링을 하면 소스코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패키지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저장소에 위치
시키기 때문에 재 사용 가능한 빌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 키스 래릭의 godep , 테오파네스 vendor ,구스타보 니에메예르 gopkg.in , gb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var 변수명 변수타입
var name string
var age int

//var 변수명 변수타입 = 초기값
var name string = “Jaehoon”
var age int = 15

//변수명 := 초기값 ( :=는 타입 선언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타입이 선언되고 초기화가 됨)
name := “Jaehoon”
age := 15

// Go에서는 모든 변수가 nil 값으로 초기화된다. 숫자 타입은 0으로 초기화, 문자열은 빈문자
열로 초기화, boolean은 false로 초기화됨, 포인터는 nil 로 초기화됨.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Parallel Assignment
var age,height int
var age,height int = 12,150
var age,height = 12,150
age,height := 12,150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배열
- Fixed-length 데이타 타입
- 배열의 내부 구조 , 인덱스를 통해 접근
배열은 메모리에 연속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CPU 캐쉬 보다 오래 보관되고 인덱스를 통해
빠르게 접근.조회할 수 있다.
[0]

[1]

[2]

[3]

[4]

0
정수

20
정수

30
정수

40
정수

50
정수

- 변수 선언 후 배열은 모두 0으로 초기화된다.
[0]

[1]

[2]

[3]

[4]

0
정수

0
정수

0
정수

0
정수

0
정수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배열
var ages [2]int // 2개의 원소로 구성된 정수 배열
var names [2]string = [2]string{“Jaehoon”,”Jaehyun”,}
heights := [...]{151,161,171} // … 초기화되는 갯수에 따라 자동으로 숫자가 결정됨
matrix := [3][3]int {
{0,1,2},
{3,4,5},
{6,7,8},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배열
array := [5]int{ 10,20, 30, 40,50 }
array := […]int{ 10,20, 30, 40,50 } // … 초기화되는 갯수에 따라 자동으로 숫자가 결정됨
array := [5]int{ 1:10, 2:20 } // 0,4,5 번째는 0으로 초기화된다.
[0]

[1]

[2]

[3]

[4]

0
정수

10
정수

20
정수

0
정수

0
정수

array[2] = 35 // 인덱스 2의 값을 35로 변경
array := [5]*int{ 0:new(int) , 1:new(int) }
*array[0] = 10
*array[1] = 20

[0]

[1]

[2]

[3]

[4]

메모리 주소
정수포인터

메모리 주소
정수포인터

nil
정수포인터

nil
정수포인터

nil
정수포인터

10

20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배열
- Go에서 배열은 값을 취급. 따라서 대입 연산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var array1 [5]string
array2 := [5]string{“red” , “Blue”, “Green”, “Yellow”, ”Pink”}
array1=array2 // 배열2의 값을 1에 복사
- 포인터 배열을 다른 배열에 복사하기
var array1 [3]*string
array2 := [3]*string { new(string), new(string), new(string) }
*array2[0]=“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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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메모리 주소
스트링 포인
터

메모리 주소
스트링 포인
터

메모리 주소
스트링 포인
터

Red

Green

메모리 주소
스트링 포인
터

메모리 주소
스트링 포인
터

메모리 주소
스트링 포인
터

[0]

[1]

[2]

Blue

*array2[1]=“Blue”
*array2[2]=“Green”
array1=array2 // 배열2의 값을 1에 복사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배열
- 함수에 배열 전달하기
함수에 배열을 전달한다는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배열 전체를 복사하여 함수에 전달한다는 것
을 말함.
var array [1e6] int // 100만개 정수형 배열 , 8메가 바이트 크기
foo(array) // 함수에 값으로 전달 , 8메가가 전달됨
func foo(array [1e6] int) {… }

foo(&array) // 함수에 배열을 전달하되 포인터로 전달 , 8바이트 포인터 크기만 전달됨
func foo(array *[1e6] int) {…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슬라이스
길이가 고정되지 않고, 동적으로 크기가 늘어나는 자료 구조, 동적 배열로 구현됨
- Make 내장 함수 사용
// 길이를 명시하여 문자열 슬라이스 생성
slice := make ( []string, 5 )

메모리
주소
포인터

3
길이

5
촤대용량

10

20

30

0

[0]

[1]

[2]

[3]

정수 슬라이스
현재 길이는 정수 세개
최대 용량은 정수 5개

//길이 3개와 최대 용량 5개를 함께 명시하여 생성
slice := make ( []int, 3, 5 )

0

[4]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슬라이스
- 슬라이스 리터럴( [] )를 사용하여 값을 지정 , 기본 길이와 용량은 초기화시 사용된 요소의 개
수에 의해 결정됨
// 문자열 슬라이스 생성, 길이와 용량은 5
slice := []string{ “Red”, “Blue”, “Green”, “Yellow”, “Pink” }
slice := []int{ 10, 20, 30 }
slice := []sringt{ 99: “” } // 100번째 요소를 빈문자열로 초기화한다.
// nil slice & Empty slice
var slice []int // nil slice
slice := make([]int,0) // empty slice
slice := []int{} // empty slice

nil
포인터

0
길이

0
촤대용량

nil 슬라이스
길이 0
용량 0

메모리
주소
포인터

0
길이

0
촤대용량

빈 슬라이스
길이 0
용량 0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슬라이스
- 대입과 잘라내기
slice := []int{ 10, 20, 30, 40, 50 } // 정수 슬라이스 , 길이 5, 용량 5
slice[1]=25 // 인덱스 1의 값을 25로 변경
newSlice := slice[1:3 ] // 길이는 2 ( 3 -1 ) , 용량은 4 ( 5 – 1 )
메모리
주소
포인터

5
길이

5
촤대용량

[0]

[1]

[2]

[3]

[4]

10

20

30

40

50

[3]

[0]

[1]

[2]

메모리
주소
포인터

2
길이

4
촤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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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 슬라이스
- 슬라이스의 크기를 확장하는 방법 , append 함수
배열보다 슬라이스를 쓰는 이점은 슬라이스 용량을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다는 것.
slice := []int{ 10, 20, 30, 40, 50 } // 정수 슬라이스 , 길이 5, 용량 5
newSlice := slice[1:3 ]
newSlice := append(newslice,60)
// 슬라이스에 다른 슬라이스 원소 추가

메모리
주소
포인터

5
길이

5
촤대용량

[0]

[1]

[2]

[3]

[4]

10

20

30

60

50

[2]

[3]

s1 := [] int{1,2}
s2 := [] int{3,4}
fmt.printf(“%v\n”, append(s1, s2…))

[0]
메모리
주소
포인터

2
길이

4
촤대용량

newSlice := slice[1:3 ]

[1]

메모리
주소
포인터

3
길이

4
촤대용량

newSlice := append(newslice,60]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슬라이스
- 슬라이스의 원소 반복하기, for ~ range
슬라이스는 일종의 컬렉션이기 때문에 슬라이스 내의 모든 원소를 반복해서 탐색할 수 있다.
slice := []int{ 10, 20, 30, 40 }
for index, value := range slice {
fmt.printf(“ 인덱스: %d\n”, index ,value)
}

메모리
주소
포인터

4
길이

4
촤대용량

[0]

[1]

[2]

[3]

10

20

30

40

복사

fange는 현재 탐색중인 인덱스 값과 해당 인덱스에

0
인덱스

저장된 값의 복사본을 반환한다.
For _ , value := range slice { // index 값을 무시할 때 _사용
fmt.printf(“ 값: %d\n”, value)

}

10
값

복사
0
인덱스

20
값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슬라이스
// for ;; 루프 사용
slice := []int{ 10, 20, 30, 40 }
for index :=2 ; index < len(slice); index++ {
fmt.printf(“인덱스: %d 값: %d\n”, index, slice[index])
}
결과 :
인덱스: 2 값: 30
인덱스: 3 값: 40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다차원 슬라이스
slice := [][]int{ {10} , {100, 200} }
메모리
주소
포인터

// for ;; 루프 사용
slice := [][]int{ {10} , {100, 200} }
slice[0] := append{ slice[0] , 20 }

2
길이

2
촤대용량

[1]

[0]
메모리
주소
포인터

1
길이

1
촤대용량

메모리
주소
포인터

100

10

slice[0] := append{ slice[0] , 20 }

[0]
2
길이

[1]

[0]
10

2
촤대용량

20

2
촤대용량

[1]

[0]

[0]

메모리
주소
포인터

2
길이

200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map(Key/Value, Unordered Collection)
맵은 키를 이용해서 데이타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쉬 테이블을 기반으로 구
현됨
var a map[string] int // map 리터럴 사용, string 타입의 키에 int 타입 값
var b map[string] int = make(map[string]int) // make를 통해 초기화
c := make(map[string]int)
d := map[string]int {“male”: 1, “female”: 2}

for key,value := range a {
fmt.Println(key,value)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map(Key/Value, Unordered Collection)
/ /맵의 키로 슬라이스, 함수, 슬라이스를 갖는 구조체는 사용할 수 없다.
dict := map[ []string ] int {}
=> 컴파일 오류 발생 , invalid map key type [] string
dict := map[int] []string {} / O.K 문자열 슬라이스를 값으로 사용하는 맵 생성

colors := map[string]string{} // 빈 맵이 생성됨, {}로 초기화를 한 상태로 만듬
colors[“Red”] = “#da1337” è OK

colors := map[string]string // 선언만 하면 nil 맵이 생성됨
colors[“Red”] = “#da1337” è runtime error 발생 , assignment to entry in nil map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map(Key/Value, Unordered Collection)
/ /맵의 값과 키의 존재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
value , exists := colors[“Blue”] // key Blue의 값을 조회
if exists { // 키가 존재하는 지 확인한다.
fmt.Println(value)
}
// 값이 제로인지 체크하여 키 존재 여부 파악 ,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로값 리턴함
If value != “ ” {
fmt.Println(value)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변수 – map(Key/Value, Unordered Collection)
/ /for range 사용
colors := map [ string ] string {
“AliceBlue” : “#f0f8ff, “Coral” : “#ff7F50 , “DarkGray” : “#a9a9a9,
“ForestGreen” : “#228b22 ,
}
for key, value := range colors {
fmt.printf(“키: %s 값: %s\n” , key , value)
}
//삭제
delete(colors , “Coral”)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구조체 - 정의
type 구조체명 struct { … }
type Person struct {
name string
age int
}
var person Person // Person 타입의 변수 선언, 선언시 숫자 타입 제로, 문자열 빈 문자열,
불리언 타입은 false로 초기화됨
var person1 *Person = new(Person)
person2 := new(Person)
var person3 Person = Person{}
person4 := Person{“Jaehoon”, 20}
person5 := Person{name:”Jaehoon”, age:20}
person6 := Person{ age:20, name:”Jaehoon”}
var person7 *Person = &Person{“Jaehoon”,20}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구조체 - 객체 생성
var person Person
// new 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생성
var person1 *Person = new(Person)
person2 := new(Person)
// 구조체 인스턴스 생성
var person3 Person = Person{}
person4 := Person{“Jaehoon”, 20}
person5 := Person{name:”Jaehoon”, age:20}
person6 := Person{ age:20, name:”Jaehoon”}
var person7 *Person = &Person{“Jaehoon”,20}
// 생성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생성
func NewPerson(name string,age int) *Person {
return &Person(name,age)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구조체 - 리시버
// 리시버는 함수를 특정 타입에 바인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수신자가 정의된 함수를 메소
드(method)라고 한다. – pointer receiver , Value receiver.
func (person *Person) Print() { // 포인터 리시버 , 해당 실제 값을 전달받음(복사본 아님)
fmt.Printf(“name = %s, age = %d\n”,person.name,person.age)
}
func (person Person) Print() { //값리시버,호출시점에 항상 그 값의 복사본을 전달받고 이를 대상
으로 실행됨
fmt.Printf(“name = %s, age = %d\n”,person.name,person.age)
}
func (person Person) PlusAge() {
person.age++
}
func (person *Person) PlusAgePointer() {
person.age++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함수
Func (리시버) 함수이름(매개변수명 타입, 매개변수명 타입, ...) (리턴타입, 리턴타입, ...) {
}

func sum(a int,b int) (int) {
return a + b
}
func sum(a int,b int) (r int) {
r=a+b
return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기본 내장 타입(built-in type)
기본 내장 타입은 primitive한 성질이 있어 이 타입의 값들로 부터
뭔가를 추출하거나 제거하면 기본값이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값이 생성됨. 마찬가지로 함수나 메서드에 전달하면 이 값의 복사본이
전달됨(참조 타입 - 슬라이스, 맵, 채널, 인터페이스, 함수 타입이 참
조 타입).
타입

설명

bool

true, false ( 1바이트 , 8비트 )

string

문자열

int int8 int16 int32 int64
uint uint8 uint16 uint32 uint64
rune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 (uint32 형)

float32 float64

IEEE-754 부동소수점 숫자

complex64 complex128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인터페이스
어떤 타입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그 타입의 값을 통해 그 기능을 외부에 노출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는 단지 행위를 선언하기 위한 타입이기 때문에 직접 구현하지 않는다. 대신 사용자
타입이 메소드 형태로 구현해야 함. 이렇게 되면 사용자 정의 타입은 인터페이스 타입의 값에
대입하여 활용할 수 있음.
사용자 정의 타입의 값이나 포인터가 특정 인터페이스 구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
칙이 있다. 이 규칙들은 Method Sets 이라는 섹션에 명시되어 있다.
인터페이스 값은 두 개의 워드(word, 2바이트)로 구성된 데이타 구조이다. 첫번째 워드는 저장
된 값의 타입과 그 값에 관련된 메소드 목록을 갖고 있는 iTable 이라 부르는 내부 테이블에 대
한 포인터를 가르키고 , 두번째 워드는 저장된 값에 대한 포인터다.
notifier
인터페이스 값
iTable
주소
user
값의 주소

var n notifier
n = user(“bill”)

저장된 값
user

iTable

notifier
인터페이스 값

Type
(user)

iTable
주소

메소드
목록

user
값의 주소

var n notifier
n = &user(“bill”)

저장된 값
user

iTable
Type
(user)
메소드
목록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인터페이스 – 메소드 집합
Method set은 주어진 타입의 값이나 포인터와 관련된 메소드 집합을 정의한다. 이 때 수신자
의 종류에 따라 메소드가 값에 관련된 것인지 , 아니면 둘다 관련이 있는지 결정한다.
값 관점

메소드 수신자

메소드 수신자 관점

값

T

(t T)만 가능

(t T)

T와 *T

*T

(t T)와 (t *T) 모두 가능

(t *T)

*T

메소드 수신자가 값이 아니라 포인터로 선언이 되면 메소드 호출시 매개변수를 반드시 포인터
로 넘겨야 한다. è 이런 제약을 두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값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ype Embedding
기존에 선언된 타입을 새로운 구조체 내부에 선언하는 것.
//선언

// 생성

type user struct {

ad := admin {

name string

user: user{

email string

name: “jay”,

}

email:”jay@gmail.com”

type admin struct {

},

user
level string
}

level:”super”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표준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 - https://golang.org/pkg/

log 패키지
로깅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발생했
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import ( “log” )
log.SetPrefix(“TERACE::”)
log.SetFlags(log.Ldate | log.Ltime | log.Lmicroseconds | log.Llongfile)
log.println(“메세지”)
log.Fatalln(“치명적이 오류”)
log.Panicln(“패닉 메세지”)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package main
import (
"io"
"io/ioutil"
"log"
"os"

표준 라이브러리
사용자 정의 로거

)
var (
Trace *log.Logger // Just about anything
Info *log.Logger // Important information
Warning *log.Logger // Be concerned
Error *log.Logger // Critical problem
)
func init() {
file, err := os.OpenFile("errors.txt",
os.O_CREATE|os.O_WRONLY|os.O_APPEND, 0666)
if err != nil {
log.Fatalln("Failed to open error log file:", err)
}
Trace = log.New(ioutil.Discard,
"TRACE: ", log.Ldate|log.Ltime|log.Lshortfile)
Info = log.New(os.Stdout,
"INFO: ”, log.Ldate|log.Ltime|log.Lshortfile)
Warning = log.New(os.Stdout,
"WARNING: ”, log.Ldate|log.Ltime|log.Lshortfile)
Error = log.New(io.MultiWriter(file, os.Stderr),
"ERROR: ”, log.Ldate|log.Ltime|log.Lshortfile)
}
func main() {
Trace.Println("I have something standard to say")
Info.Println("Special Information")
Warning.Println("There is something you need to know about")
Error.Println("Something has fai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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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break

default

func

interface

select

case

defer

go

map

struct

chan

else

goto

package

switch

const

fallthrough if

range

type

continue

for

return

var

import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동시성
함수들을 다른 함수들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함.
함수를 고루틴으로 생성하면 이 함수가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할 함수로 예약
된 후 논리 프로세스가 여력이 있을 때 실행되는 독립적인 작업 단위로 취급됨.
런타팀 스케쥴러는 모든 고루틴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서 OS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OS의 쓰레드를 고루틴을 실행하는 논리 프로세서에 바인딩하고 이를 추적.관리한
다. è OS 의 쓰레드를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바인딩하고 , 고루틴이 실행가능한 상태가 되면
해당 논리 프로세스의 실행 큐에 추가하여 실행함. 결국 OS의 쓰레드를 논리적인 프로세서로
모델화하여 관리.
고루틴에서 동기화는 CSP(Communicating Sequential Processes) 모델로 데이타를 락
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을 통해 메세지 교환하고 동기화한다.
동시성과 병렬성 - 동시성은 한번에 여러 작업을 관리(manage)하는 것이고 , 병렬성은 동시
에 여러 작업을 수행(Doing)하는 것 따라서 병렬성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프로세서가 복수 개
있어야 함. è 프로세서가 하나라도 코어가 하나 이상이어야지만 병렬로 실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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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성 - 고루틴
package main
import (
"fmt"
"runtime"
"sync"
)
func main() {
// 논리 프로세서를 2개로 만들어 병렬적으로 수행되도록 모델링함. 프로세스
가 하나라도 코어가 복수여야 의미 있음.
runtime.GOMAXPROCS(2)

// Declare an anonymous function and create a goroutine.
go func() {
// Schedule the call to Done to tell main we are done. ( defer를 사
용하여 반드시 함수가 종료되기 전 wg.Done()을 호출하여 세마포어 카운터를
줄임.
defer wg.Done()
// Display the alphabet three times.
for count := 0; count < 3; count++ {
for char := 'A'; char < 'A'+26; char++ {
fmt.Printf("%c ", char)
}
}
}()

// wg is used to wait for the program to finish.
// we.add()에 goroutine의 갯수 2를 등록.
var wg sync.WaitGroup
wg.Add(2)
fmt.Println("Start Goroutines")
// Declare an anonymous function and create a goroutine.
go func() {
// Schedule the call to Done to tell maiㅏㄹ 수 n we are done.
defer wg.Done()
// Display the alphabet three times.
for count := 0; count < 3; count++ {
for char := 'a'; char < 'a'+26; char++ {
fmt.Printf("%c ", char)
}
}
}()

// Main()함수가 고루틴이 수행완료되기 전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we.Wait()을 호출하여 고루틴이 종료되기를 기다림.
fmt.Println("Waiting To Finish")
wg.Wait()
fmt.Println("\nTerminating Program")
}

고루틴 함수에 매개변수를 전달할 수 있으나 ,
종료시 값을 리턴할 수 없다.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고루틴 – 경쟁 상태 해결
복수의 고루틴이 공유 자원에 접근하여 Read나 Write를 할 때 경쟁 상태(Race condition)
에 놓이게 됨. 이 경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에 하나의 고루틴만이 해당 공유
자원에 접근하도록 관리해야 함.
>> Go build-race 프로그램명 // race condition을 찾아줌.
- 공유 자원 잠금
sync/atomic 패키지 활용
예) atomic.AddInt64() - 정수값을 더 할 때 한 시점에 한 개의 고루틴만이 변수에 접근하여
값을 더할 수 있도록 동기화함.
atomic.StoreInt64() , atomic.LoadInt64()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동시성 – 경쟁 상태 해결
package main

// Give the goroutines time to run.
time.Sleep(1 * time.Second)

import (
"fmt"
"sync"
"sync/atomic"
"time"
)
var (
// shutdown is a flag to alert running goroutines to shutdown.
shutdown int64
// wg is used to wait for the program to finish.
wg sync.WaitGroup
)

// Safely flag it is time to shutdown.
fmt.Println("Shutdown Now")
atomic.StoreInt64(&shutdown, 1)
// Wait for the goroutines to finish.
wg.Wait()
}
// doWork simulates a goroutine performing work and
// checking the Shutdown flag to terminate early.
func doWork(name string) {
// Schedule the call to Done to tell main we are done.
defer wg.Done()
for {
fmt.Printf("Doing %s Work\n", name)
time.Sleep(250 * time.Millisecond)

// main is the entry point for all Go programs.
func main() {
// Add a count of two, one for each goroutine.
wg.Add(2)

// Do we need to shutdown.
if atomic.LoadInt64(&shutdown) == 1 {
fmt.Printf("Shutting %s Down\n", name)
break
}

// Create two goroutines.
go doWork("A")
go doWork("B")
}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고루틴 – 경쟁 상태 해결
-

Mutext

뮤텍스는 코드 주변에 Critical Section을 생성하여 해당 코드를 한번에 하나의 고루틴만이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
for count := 0; count < 2; count++ {
// Only allow one goroutine through this
// critical section at a time.
fmt.Println(" Befor mutext - CounterID:" , id , "Local Counter(counter):", counter)
mutex.Lock()
{ // 반드시 중괄호가 필요한 것은 아님. Mutex영역은 한번에 하나의 고루틴만 수행됨
// Capture the value of counter.
value := counter
// Yield the thread and be placed back in queue.
runtime.Gosched()
// Increment our local value of counter.
value++
// Store the value back into counter.
counter = value
}
fmt.Println(" After mutext - CounterID:" , id , "Local Counter(counter):", counter)
mutex.Unlock()
// Release the lock and allow any
// waiting goroutine through.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고루틴 – 경쟁 상태 해결
-

채널(channel)

채널은 필요한 공유 자원을 다른 고루틴에 보내거나 받아 고루틴 사이의 동기화를 지원함.
채널을 선언할 때는 공유할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해야 함. – 내장 타입, 사용자 정의 타입, 구
조체 , 참조타입의 값과 포인터는 모두 채널을 통해 공유할 수 있음.
- 채널 생성시 make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됨.
unbuffered := make(chan int) // 버퍼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정수형 채널
buffered := make(chan string ,10) // 버터의 크기가 정해진 문자열 채널
buffered <- “Gopher” // 채널을 통해 “Gopher”라는 문자열을 보냄. ( 값 또는 포인터 가능)
value := <- buffered // 채널에서 문자열 값을 가져옴.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고루틴 – 버퍼가 없는 채널(unbuffered channel)
값을 전달받기 전에 어떤 값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을지 크기가 정해지지 않는 채널
값을 전달하는 고루틴과 받는 고루틴이 같은 시점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동기).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고루틴 – 경쟁 상태 해결

// Runner simulates a person running in the relay race.
func Runner(baton chan int) {
var newRunner int
// Wait to receive the baton.
runner := <-baton

package main

// Start running around the track.
fmt.Printf("Runner %d Running With Baton\n", runner)

import (
"fmt"
"sync"
"time"
)

// New runner to the line.
if runner != 4 {
newRunner = runner + 1
fmt.Printf("Runner %d To The Line\n", newRunner)
go Runner(baton)
}

// wg is used to wait for the program to finish.
var wg sync.WaitGroup
// main is the entry point for all Go programs.
func main() {
// Create an unbuffered channel.
baton := make(chan int)

// Running around the track.
time.Sleep(100 * time.Millisecond)
// Is the race over.
if runner == 4 {
fmt.Printf("Runner %d Finished, Race Over\n", runner)
wg.Done()
return
}

// Add a count of one for the last runner.
wg.Add(1)
// First runner to his mark.
go Runner(baton)

}

// Start the race.
baton <- 1

// Exchange the baton for the next runner.
fmt.Printf("Runner %d Exchange With Runner %d\n",
runner, newRunner)

// Wait for the race to finish.
wg.Wait()

baton <- newRunner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고루틴 – buffered channel

// 10개의 타스크를 버포트 채널 tasks에 전달
for post := 1; post <= taskLoad; post++ {
tasks <- fmt.Sprintf("Task : %d", post)
}

고루틴이 값을 받아가기 전에 미리 값의 갯수를
지정하고 비동기로 주고 받음.
package main
import (
"fmt"
"math/rand"
"sync"
"time"
)
const (
numberGoroutines = 4 // Number of goroutines to use.
taskLoad
= 10 // Amount of work to process.
)

// Close the channel so the goroutines will quit
// when all the work is done.
close(tasks) // 채널이 Close 되더라도 고루틴은 더 이상 받을 값이 없을때까
지 계속 값을 받는다.
// Wait for all the work to get done.
wg.Wait()
}
// worker is launched as a goroutine to process work from
// the buffered channel.
func worker(tasks chan string, worker int) {
// Report that we just returned.
defer wg.Done()

// wg is used to wait for the program to finish.
var wg sync.WaitGroup

for { //
// Wait for work to be assigned.
task, ok := <-tasks
if !ok {
// This means the channel is empty and closed.
fmt.Printf("Worker: %d : Shutting Down\n", worker)
return
} // end of for loop
// Display we are starting the work.
fmt.Printf("Worker: %d : Started %s\n", worker, task)
// Randomly wait to simulate work time.
sleep := rand.Int63n(100)
time.Sleep(time.Duration(sleep) * time.Millisecond)
// Display we finished the work.
fmt.Printf("Worker: %d : Completed %s\n", worker, task)
} // end of function

// init is called to initialize the package by the
// Go runtime prior to any other code being executed.
func init() {
// Seed the random number generator.
rand.Seed(time.Now().Unix())
}
// main is the entry point for all Go programs.
func main() {
// Create a buffered channel to manage the task load.
tasks := make(chan string, taskLoad)
// 4개의 고루틴 생성.
wg.Add(numberGoroutines)
for gr := 1; gr <= numberGoroutines; gr++ {
go worker(tasks, gr)
}

} // end of main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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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이더리움 연구회)

Print Formatting
포맷 문자

설명

%v

Struct 를 출력

%+v

Struct 를 출력 ( 필드이름 포함 )

%#v

Struct를 Go Syntax 표현식으로 출력

%T

값의 타입을 출력

%t

부울리언 값 출력(true, false)

%d

숫자를 10진수로 출력

%b

숫자를 바이너리로 출력

%c

문자 출력

%x

숫자를 16진수로 출력

%f

부동소수값(실수값 )출력

%s

문자열 출력

https://gobyexample.com/string-formatting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제어문 - if
if ( age < 5 ) {
// do something
} else if ( age < 10 ) {
// do something
} else {
// do something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제어문 - for
for i:= 0 ; i < 10 ; i++ {
// do something
}
i := 0
for i < 10 {
// do something
i++
}
for i,j := 0,0 ; i < 10 ; i,j = i+1, j+2 {
// do something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제어문 - for
var names [2]string = [2]string{“Jaehoon”,”Jaehyun”}
for index,name := range names {
fmt.Println(“Hello, “,name);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제어문 - switch
switch age {
case 0:
// do something for 0
case 1:
// do something for 1
case 2:
// do something for 2
default:
// do something for other cases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제어문 - switch
switch age {
case 0: fallthrough
case 2: fallthrough
case 4: fallthrough
case 6: fallthrough
case 8: fallthrough
// do something for even number
case 1: fallthrough
case 3: fallthrough
case 5: fallthrough
case 7: fallthrough
case 9: fallthrough
// do something for odd number
default:
// do something for other cases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제어문 - switch
switch age {
case 0,2,4,6,8:
// do something
case 1,3,5,7,9,:
// do something
default:
// do something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제어문 - switch
switch {
case age < 15:
// do something
case age < 30:
// do something
case age < 40:
// do something
default:
// do something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테스트는 주어진 시나리오 상에서 기대하는 대로 동작하는 지 확인하는 것.
Basic test – 특정 코드에 단일 매개변수와 리턴 결과만을 테스트함.
Table test – 여러 개의 매개 변수와 리턴 결과의 조합을 테스트함.

주의사항 :
테스트 파일이름은 반드시 _test.go 로 끝나야 함. 예) ethereum_swarm_test.go
테스트 메소드 이름은 반드시 Test 로 시작해야 함 예) func TestSwarm(t *testing.T){}
테스트 메소드 Test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하면 안 됨 ( 대문자 또는 _ 로 시작)
testing.T 타입을 매개변수로 받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야 한다.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Package testing1

t.Log("\t\tShould be able to make the Get call.",
checkMark)

import (
"net/http"
"testing” //테스트 패키지 임포트
)
//테스트 결과를 출력할 때 사용할 체크 표시와 X표시
const checkMark = "\u2713"
const ballotX = "\u2717"
// TestDownload validates the http Get function can download content.
func TestDownload(t *testing.T) {
}
url := "http://www.goinggo.net/feeds/posts/default?alt=rss"
}
statusCode := 200 // 기대하는 상태 정보 값
}
t.Log("Given the need to test downloading content.")
{
t.Logf("\tWhen checking \"%s\" for status code \"%d\"",
url, statusCode)
{
resp, err := http.Get(url)
if err != nil {
t.Fatal("\t\tShould be able to make the Get call.",
ballotX, err)
}

defer resp.Body.Close()
if resp.StatusCode == statusCode {
t.Logf("\t\tShould receive a \"%d\" status. %v",
statusCode, checkMark)
} else {
t.Errorf("\t\tShould receive a \"%d\" status. %v %v",
statusCode, ballotX, resp.StatusCode)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테스트 실행 방법 :
% go test . –v // -v 상세한 결과 출력 옵션, -v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패한 경우에만 결과 출력
% go test ./…
% go test foo/…
% go test goo…
% go test ...
% go test 테스트파일명 -v
% go test . -run Test_fizzBuzzShouldSayNumber -v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주의사항 :
테스트 파일 이름은 반드시 *_test.go 형식이어야 함
테스트 메소드 이름은 반드시 Test 로 시작해야 함
테스트 메소드 Test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하면 안 됨 ( 대문자, _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package fizzbuzz
import "testing"
func Test_fizzBuzzShouldSayNumber(t *testing.T) {
actual := Say(1)
if actual != "1" {
t.Errorf("Expected : '%s', but = [%s]",”1”,actual,);
}
}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 Assertion
Assertion Library Download 하기
% go get github.com/stretchr/testify ( 현재 버전 가져오기 )
% go get github.com/stretchr/testify.v1 ( 특정 버전 가져오기 )
% go get -u github.com/stretchr/testify (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

https://github.com/stretchr/testify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 Assertion
package yours
import (
"testing"
"github.com/stretchr/testify/assert"
)
func TestSomething(t *testing.T) {
// assert equality
assert.Equal(t, 123, 123, "they should be equal")
// assert inequality
assert.NotEqual(t, 123, 456, "they should not be equal")
// assert for nil (good for errors)
assert.Nil(t, object)
// assert for not nil (good when you expect something)
if assert.NotNil(t, object) {
// now we know that object isn't nil, we are safe to make
// further assertions without causing any errors
assert.Equal(t, "Something", object.Value)
}
}

https://github.com/stretchr/testify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 Assertion
package yours
import (
"testing"
"github.com/stretchr/testify/assert"
)
func TestSomething(t *testing.T) {
assert := assert.New(t)
// assert equality
assert.Equal(123, 123, "they should be equal")
// assert inequality
assert.NotEqual(123, 456, "they should not be equal")
// assert for nil (good for errors)
assert.Nil(object)
// assert for not nil (good when you expect something)
if assert.NotNil(object) {
// now we know that object isn't nil, we are safe to make
// further assertions without causing any errors
assert.Equal("Something", object.Value)
}
}

https://github.com/stretchr/testify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 테스트 커버리지
% go test -coverprofile=cover.out
% go tool cover -html=cover.out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 테스트 커버리지
% go get github.com/axw/gocov/gocov
% go get github.com/matm/gocov-html
% export PATH=$PATH:
% gocov test . | gocov-html > coverage.html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 테스트 커버리지
% go get github.com/ethereum/go-ethereum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Testing - TDD
FizzBuzz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go env
% go env
GOARCH="amd64"
GOBIN=""
GOEXE=""
GOHOSTARCH="amd64"
GOHOSTOS="darwin"
GOOS="darwin"
GOPATH="/Users/jaehoon/Documents/go"
GORACE=""
GOROOT="/usr/local/Cellar/go/1.8.3/libexec"
GOTOOLDIR="/usr/local/Cellar/go/1.8.3/libexec/pkg/tool/darwin_amd64"
GCCGO="gccgo"
CC="clang"
GOGCCFLAGS="...”
CXX="clang++"
CGO_ENABLED="1"
PKG_CONFIG="pkg-config"
CGO_CFLAGS="-g -O2"
CGO_CPPFLAGS=""
CGO_CXXFLAGS="-g -O2"
CGO_FFLAGS="-g -O2"
CGO_LDFLAGS="-g -O2"

이연(이더리움 연구회)

Reference
A Tour of Go ( https://tour.golang.org/welcome/1 )
Go By Example ( https://gobyexample.com/string-formatting )
Go in Action ( https://github.com/goinaction/cod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