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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내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프로그래밍 언어라 하면 C 언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
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입학해서 제출한 과제물도 주로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었다. 인터넷
이 막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기존의 폐쇄적인 시스템이 점차 오픈 환경으로 변하려
고 할 무렵, 역자는 입대를 하게 되었다. 3년 후 복학을 해 보니 그 사이 전산학 패러다임과 정
보 기술 환경은 전혀 딴 세상이 되어 있었다.
그 무렵에 처음 접한 자바 언어는 그나마 C++ 언어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었기에 쉽게 익힐 수 있었다. 특히 간결한 문법은 기존 언어보다 매력적이었다. 그래서일까?
자바 및 기타 웹 관련 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자바가 이 세상에 나온 지도 어느덧 20년이나 흘렀다. 초창기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기
능과 안정성을 갖춘 자바는 오픈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바일 영역과 각종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프로그래밍 언
어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은 처음 자바를 접하는 사람들이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개념 설명과 함께 실제 코드를 통
해 요소별로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의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
로 설명하므로 실전 활용에도 유용하다. 또한, 자바 8 버전에 맞추어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바 입문서로 활용하면 좋겠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자바의 기초를 튼
튼히 다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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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먼저, 이 책을 번역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도움의 손
길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의 진행을 맡아주신 이슬 대리님,
그리고 교정을 해주신 홍성신 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언제나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성
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하은, 시온에게도 이
책의 출간에 앞서 고마움을 전한다. 오랜만에 동경에 많은 눈이 내렸다.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
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다.

2018년 2월
일본 동경에서
정인식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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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는 2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검증된 프로그래밍 언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
웹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
며,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활용에 견딜 수 있는 높은 성숙도를
지닌 채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 책은 시스템 개발의 핵심 분야에서 자바를 사용해 온 Acroquest Technoogy의 개발자들이

20여 년의 개발 경험과 문제 해결 노하우를 토대로 집필한 책이다. 자바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자바 프로그래밍에서의 유지보수, 견고성, 성능, 개발 효율
등을 고려해 한층 더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실전에서의 활용 방법을 더 알고 싶은 자바 개발자나 다른 언어에 대한 경험은 있으나 자바는
처음인 독자들에게 이 책이 실전 자바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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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구민정(SK주식회사)
자바의 초급과 중급, 그 애매함 사이에 있는 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기초 개념보다는 실
무에서 중요한 개념, 성능, 개발 효율 등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바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왠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중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해 줄 것
입니다.
김명준(이베이)
자바를 쉽게 배우게 해 주는 실전에 강한 책입니다. 자바 8 기반으로 작성되어 최신 경향을 놓치
지 않으면서 실전에 약한 분을 위한 노하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 자바 기초
서적보다는 실전 느낌을 한껏 실은 이 책을 통하여 자바에 입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정헌(BTC)
자바의 모든 것을 다루는 바이블은 아니지만, 현업에서 일하는 자바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노하
우와 기초를 잘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과 자바 8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욱(KAIST)
기본 문법보다는 실무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 문법부터 익혀야 하는 입문
개발자보다는 기본기에서 좀 더 발전된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입문자와 중급자 사이의 개발
자에게 적합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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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욱(kakao)
이 책은 자바의 단순한 문법 소개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사용법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하
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설명과 이해하기 쉬운 예제들로 채워져 있어 자바의 실천적 이해를
얻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바 개발을 해 왔던 사람에게도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한상곤((주)Favorie)
책의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바 8에서 도입된 새로운 개념과 API를 충실하게 소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자바의 기본 문법을 다루고, 후반에서는 디자인 패턴
과 유용한 라이브러리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바를 공부했던 분이나 자바의 새로운
기능이 궁금한 분에게 정말 좋은 책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바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Stream API를 집중적으로 학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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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의 기본 이해하기

1.1 자바란?

2

1.2 ‘Hello Java World!’를 표시해 보자

6

1.1

자바란?

1.1.1 자바의 특징
자바(Java)는 1995년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서 발표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
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객체지향(‘10장 객체지향 즐기기’ 참조)
자바는 객체지향을 전제로 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클래스와 상속이라는 구조 덕분에 확장성이
우수하며 재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뛰어난 확장성과 재사용
성 덕택에 그 혜택을 특별히 많이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플랫폼 독립성
자바는 리눅스, 윈도우, 맥OS 등 여러 OS에서 개발 및 실행이 가능하다. 실제 현업에서는 애플
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환경 및 운영 환경이 OS 등을 포함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언어에 따라 그리고 OS마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맞추어야 한다. 이
에 반해 자바에서는 OS에 의존하는 부분을 자바 가상 머신(Java VM)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되
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떠한 OS에서도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 개발하여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시킬 수 있다.

뛰어난 에코 시스템
자바는 이용자가 많은 언어다. 그 덕분에 자바로 개발된 우수한 라이브러리, 미들웨어 (데이터베
이스 관리 시스템 등 OS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다수 존재한다. 그것들을 함

께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13장 주변 도구로 품질 높이기’, ‘14장
라이브러리로 효율 높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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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자바의 세 가지 에디션과 두 가지 환경
자바에는 다음의 세 가지 에디션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그중에서 Java SE를 사용한다.

(1) Java SE(Standard Edition)
Java VM과 표준 API 등을 정리한 가장 표준적인 버전이다. PC나 서버 등에서 동작하는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 및 실행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Java EE(Enterprise Edition)
웹 서비스나 서버 간 통신, 메일 송신 등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능이 많이 포함되
어 있다.

(3) Java ME(Micro Edition)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등의 임베디드 시스템용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에디션이다.

Java SE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되어 있지만 필요한 리소스(CPU나 메모리 등)가 적게
들어 임베디드 시스템 등에서도 잘 동작한다.
또한 자바는 실행 환경(JRE) 및 개발 환경(JDK)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a) JRE(Java Runtime Environment)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환경이다. 이미 컴파일된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모듈(JAR 파일과 클래
스 파일 등)을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b) JDK(Java Development Kit)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환경이다. 실행 환경뿐만 아니라 소스 파일의 컴파일러 및 디버거 등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JRE가 있으면 작동시킬 수 있다. 단, 운영할 때 디버깅 및 분석 등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JDK에 들어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버 등의 운영 환경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 JRE보다는 JDK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필자도 그렇게 하고 있다).

1.1 자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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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Java VM의 종류
Java VM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을 다음 표에 정리했다.
대표적인 Java VM
명칭

특징

HotSpot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Java VM. 원래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했다. 하지만 오라클에 인수되어 오라클에서 개발을 계속하게 되었다.

JRockit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Java VM. 원래는 Appeal Virtual Machines, BEA Systems가 개발했지만
오라클에 인수되어 오라클에서 개발을 계속하게 되었다. Java SE 8의 시점에서 Mission Control과
같은 주요 기능이 HotSpot에 통합되어 개발이 중지되었다.

IBM JVM

IBM에서 개발된 Java VM. IBM의 WebSphere 제품과 DB2 제품의 표준 VM으로 이용되고 있다.

HP-UX JVM

휴렛 패커드에서 개발된 Java VM. 휴렛 패커드의 HP-UX 시스템의 표준 VM으로 이용되고 있다.

ZIng

Azul Systems에 의해 개발된 Java VM. 대량의 메모리를 처리하는 데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OpenJDK

오픈소스 버전의 Java SE. 리눅스의 주요 배포판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Oracle JVM(HotSpot)을 사용한다.

1.1.4 자바가 실행되는 순서
여기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1) 자바 소스 코드(프로그램)를 작성한다.
(2) javac 커맨드를 실행하여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클래스 파일’이라고 불리는 중간 코드(OS에 의존하
지 않는 코드)를 생성한다.
(3) java 커맨드를 실행하여 Java VM이 클래스 파일에 기재된 코드를 해석하여 처리한다. Java VM은 윈

도우용 또는 리눅스용 등 각 OS마다 준비되어 있으며 사용하는 OS에 따라 실제적인 처리를 실시한
다. 즉, 이 단계에서 각 OS별로 내부 처리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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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파일의 코드를 해석&실행

로딩

Java VM
（윈도우용）
Windows

Java
소스 코드

컴파일

클래스
파일

클래스 파일의 코드를 해석&실행
로딩

컴파일러

Java VM
（리눅스용）
Linux

Java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

자바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Java VM이 중간 코드를 해석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C 언어처럼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실행하는 언어보다 처리 속도가 늦다’라고
여기던 시대가 있었다. 분명히 Java VM에 의한 오버헤드(처리에 걸리는 부하)는 있지만 한편으론
‘JIT(Just In Time) 컴파일러’라는 런타임 시에 최적화하는 기술이 진보한 덕택에 C 언어와 비교해
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속도까지 향상되고 있다.

1.1 자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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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ello Java World!’를 표시해 보자

지금까지 자바의 종류와 동작 원리 등을 설명했다. 그럼 여기에서는 ‘Hello Java World!’라는 문
자열을 표시하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시키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버전이 바뀌어도 설치 절차
는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적절히 대체해서 이해하길 바란다.
· JDK 9
· 윈도우 10(64bit)

1.2.1 자바 설치하기
우선 설치할 JDK를 사이트(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에서 다
운로드한다(자바의 다운로드는 무료다). ‘Java DOWNLOAD’라는 아이콘을 클릭한다.

Java SE다운로드 페이지1

1

6

역주 2017년 9월22일 자바 9가 새롭게 출시되었다. 이 책의 소스는 자바 8을 기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자바 9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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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로 이동한 후, ‘Java SE Development Kit 9’에서 ‘Accept License Agreement’를 체크한다.
자바의 ‘License Agreement’는 ‘Oracle Binary Code License Agreement for Java SE’(http://www.
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terms/license/index.html)를 참조하길 바란다.

‘Accept License Agreement’를 체크

그런 다음 윈도우(64bit)용 설치 프로그램인 ‘jdk-9.0.1-windows-x64_bin.exe’를 다운로드한다.

윈도우용(64bit)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파일을 더
블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한다. ‘Java

SE Development Kit 9 Update설치
마법사 시작’ 화면이 나타나면 ‘Next >’
를 클릭한다.
설치할 옵션 기능, 설치할 곳은 디
폴트 상태로 하여 ‘Next >’를 클릭
한다.

설치 마법사 화면

1.2 ‘Hello Java World!’를 표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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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기능, 설치할 곳의 선택 화면

‘대상 폴더’ 화면이 표시되면 설치할 곳은 디폴트로 한 채로 ‘Next >’를 클릭한다.

대상 폴더의 화면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표시되면 ‘Close’를 클릭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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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

이것으로 다음의 폴더에 자바가 설치되었다.
C:\Program Files\Java\jdk-9.0.1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자바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자.
(1) 화면 왼쪽 하단의 시작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한다 2
(2) 명령 프롬프트에서 ‘java -version’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화면과 같이 자바 버전이 표시되면 제대로 설치된 것이다.

자바의 버전 확인

1.2.2 이클립스 설치하기
자바를 설치한 다음에는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프로그램의 실체는 단순
한 텍스트 파일이므로 메모장 등의 편집기를 사용해도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
파일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편집을 보조하거나 컴파일 과정의 자동화 등 프로그램 작업의 전

2

역주

윈도우 10의 경우는 실행을 클릭해서 cmd를 실행하면 된다.

1.2 ‘Hello Java World!’를 표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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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것을 도와주는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라는 편리한 애플
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바용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IDE 중 하나인 이클립스(Eclipse)를 설치하기로 하자.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에 있는’Windows 64Bit’를 클릭한다.
https://eclipse.org/downloads/

‘Window 64Bit’를 클릭

웹 페이지 이동 후에 ‘DOWNLOAD’ 아이콘을 클릭하여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의 zip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의 zi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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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압축을 풀고 폴더 안에 있는 eclipse 디렉터리를 C 드라이브의 바로
밑(C:\eclipse)에 놓는다.

eclipse 디렉터리를 C 드라이브의 밑에 놓는다

eclipse 폴더 안에 있는 eclipse.exe를 더블클릭하면 이클립스가 시작된다. 스플래시 화면이 표시
된 후 작업 공간의 선택 대화상자 ‘Select a workspace’가 표시된다. 작업 공간은 이제부터 이클
립스에서 개발할 때 만든 파일을 저장하는 장소다.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변경하길 바란다.

작업 공간의 선택 화면

작업 공간을 선택하고 ‘Launch’ 버튼을 클릭하면 이클립스가 시작된다. 시작되면 Welcome 탭은
‘×’ 버튼을 클릭하여 닫는다.

1.2 ‘Hello Java World!’를 표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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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탭을 닫는다

Welcome 탭을 닫으면 드디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화면이 표시된다.

프로그램 작성 화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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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Hello Java World!’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지금까지 작업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었다. 그럼 ‘Hello Java World!’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우선, 이클립스의 메뉴 ‘File’  ‘New’  ‘Java Project’를 선택
한다. 그리고 ‘Create a Java Project’의 대화상자가 열리면 ‘Project name’ 필드에 ‘Hello Project’라
고 입력하고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Project name’ 필드에 ‘Hello Project’라고 입력

화면 왼쪽 상단의 ‘Package Explorer’ 뷰에 ‘Hello Project’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길 바란다.

1.2 ‘Hello Java World!’를 표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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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왼쪽 상단의 ‘Package Explorer’ 뷰에 ‘Hello Project’가 추가되었다

이클립스에서는 이처럼 ‘프로젝트’를 작성하여 자바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다음은 자바의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 ‘Hello Project’ 밑의 ‘src’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
릭  ‘New’  ‘Class’를 선택한다.
‘Java Class’의 대화상자가 열리면 ‘Name’ 필드에 ‘HelloWorld’를 입력하고 ‘Finish’ 버튼을 클릭
한다.

’Name’ 필드에 ‘HelloWorld’를 입력

이로써 자바 소스 코드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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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소스 코드가 생성되었다

생성된 소스 코드에 ‘Hello Java World!’를 표시하는 다음의 코드를 작성한다.
public class HelloWorld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Hello Java World!");
}
}

‘Hello Java World!’를 표시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코드를 작성한 후 화면 상단의 ‘Save’ 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성한 코드를 저장한다.

‘Save’를 클릭하여 코드를 저장한다

1.2 ‘Hello Java World!’를 표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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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프로그램 실행하기
마지막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자. ‘Hello Project/src’ 아래의 ‘HelloWorld.java’를 선택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Run As’  ‘Java Application’을 선택한다. 실행 결과는 우측
하단의 ‘Console’ 뷰에 표시된다. 여러분의 환경에서도 ‘Hello Java World!’ 문자열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Hello Java World!’가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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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바의 기본적인 표기법

이 장에서는 이 책을 읽는데 필요한 자바 문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미 자바를 학습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자바를 배우는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집중하도록
하자.

2.1.1 문장과 블록
자바의 소스 코드에는 ‘문장’과 ‘블록’이 있다. 문장은 처리의 실행과 값의 설정 등에 이용하며 세
미콜론(;)으로 끝난다. 블록은 여러 문장을 모은 것으로 중괄호({ })로 둘러싸여 있다. 블록 안에
는 다시 여러 블록을 넣을 수 있다. 자바에서는 처리를 작성한 블록을 ‘메서드’라고 부른다. 메서
드는 모두 ‘클래스’ 안에 작성해야 한다. 클래스는 메서드를 모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1.2절(‘Hello Java World!’를 표시해 보자)에서 소개한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다
시 한번 보자. 문장과 블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줄씩 살펴보자.
public class HelloWorld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Hello Java World!");
}
}

public class HelloWorld로 시작하는 {} 은 HelloWorld라는 이름의 ‘클래스’(여러 처리를 모은 것)의
블록이다.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로 시작하는 {} 은 main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처리를 작성한 부분)의 블록이다(클래스와 메서드에 대해서는 ‘2.2 클래스와 메서드’에서 설명). System.

out.println("Hello Java World!");의 1행은 처리를 기술하는 문장이다. 여기에서는 표준 출력에
메시지를 표시하는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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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석
코드만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해당 처리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때의 주의점 등을 다른 프로그래머들에게 알릴 경우에 ‘주석(Comment)’을 남길 수 있다.
주석은 다음 중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 //의 뒤에 문장을 작성하기
· 문장 전체를 /*과 */로 감싸기

다음의 소스 코드는 주석을 사용한 예다.
public class HelloWorld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메시지를 표시한다
System.out.println("Hello Java World!");
}
/*
다음과 같은 기호로 감싸면
여러 행의 주석을 기술할 수도 있다

}

*/

Hello Java World!

주석은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출력 결과나 처리 내용은 주석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다.

2.1.3 변수, 타입, 리터럴
값을 보관 및 유지하면서 대입이나 추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사용한다. 변수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형식을 정의한 ‘타입(형)’과 ‘이름’을 붙여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입에는 정숫값을 취급하는 ‘int’ 타입과 논리값을 취급하는 ‘boolean’ 타입, 문자열을 취급하는
‘String’ 타입 등이 있다. 다음의 소스 코드는 타입 중 하나인 int의 변수를 사용한 예다.

2.1 자바의 기본적인 표기법

19

3

C / H / A / P / T / E / R

타입 공략하기

3.1 기본형과 참조형

52

3.2 클래스 작성하기

64

3.3 타입 판정과 객체의 등가성

77

3.4 타입에 관련된 문제 예방하기

88

3.1

기본형과 참조형

3.1.1 자바는 정적 타입 언어
‘타입(형)’이란 프로그램 안에서 취급하는 데이터 형식을 정의한 것이다. 변수의 타입을 명확하
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변수가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데이터인지를 알 수 있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이 ‘타입’이 정해지는 타이밍이 다른데 크게 나누어 ‘정적 타입 언어’
와 ‘동적 타입 언어’ 두 가지가 있다. ‘정적 타입 언어’는 변수의 선언 시에 타입을 명기하여 컴파
일할 때 타입의 정합성(matching)을 체크한다. 자바는 이 정적 타입 언어 중 하나다. 한편, ‘동적
타입 언어’는 변수의 선언 시에는 타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실행 시에 타입의 정합성을 체크한
다. 예를 들어 JavaScript나 Ruby와 같은 언어는 동적 타입 언어다.
정적 타입 언어의 장점은 타입과 관련된 버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변수에 어떠
한 종류의 값이 들어가고 나가야 하는지’를 코딩 시에 알고 있어 만약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
다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그렇기에 타입과 관련된 버그가 실행 시에 생기기 어렵다. 또한

IDE(통합 개발 환경)를 사용함으로써 변수나 메서드의 이름이 자동 보완되어 효율적으로 프로그
래밍할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다. 단, 코딩 시에는 모든 변수, 메서드의 인수, 반환값에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도 해야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발생
한다는 단점이 있다.
동적 타입 언어의 장점은 코딩이 간단하고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다. 타입을 명기하지 않는 만큼
소스 코드를 보다 적은 행 수로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 변수에 어떤 타입의 변수가 포
함되어 있는지 실행 시까지 정해지지 않으므로 실행 시에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거나 코딩 시에

IDE의 자동 보완 기능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자바의 타입에는 크게 나누어 다음 두 종류의 타입이 있다.
· 기본형
· 참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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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타입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겠다.

3.1.2 기본형
기본형은 논리형과 숫자형, 문자열형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다. 숫자형은 용도에 따라 필
요한 데이터 사이즈, 값의 범위, 정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다. 자바의 기본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기본형
타입

설명

사이즈

값의 범위

byte

부호 있는 정숫값

8bit

-128 ~ 127

short

부호 있는 정숫값

16bit

-32768 ~ 32767

int

부호 있는 정숫값

32bit

-2147483648 ~ 2147483647

long

부호 있는 정숫값

64bit

-9223372036854775808 ~
9223372036854775807

char

유니코드 문자

16bit

‘\u0000’~ ‘\uffff’/ 0~65535

4

float

IEEE754 부동소수점수

32bit(단정도)

2-149 ~ (2-2-23)*21275

double

IEEE7544 부동소수점수

64bit(배정도)

2-1074 ~ (2-2-52)*210235

boolean

논리값

1bit

true/false의 두 값

정적 타입 방식에 의해 타입의 잘못된 사용을 검출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자. 다음의 코드는

boolean 타입의 변수에 들어 있는 값을 int 타입의 변수에 대입하고 있다.56
boolean boolA = true;
int intNum = boolA; 1 // int형의 변수에 boolean형 변수의 값을 대입하므로
		
1 //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javac 커맨드7를 사용하여 이 소스를 컴파일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

5
6
7

부동소수점수의 계산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표준 규격
float도 double도 양수의 범위만 기재하고 있다. 양수의 범위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한 것이 음수가 된다.
이 책에서는 이클립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이외에서 직접 커맨드를 실행할 일은 없다.

3.1 기본형과 참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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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c Main.java
Main.java:9: error: incompatible types: boolean cannot be converted to int
int intNum = boolA; // int형의 변수에 boolean형 변수의 값을 대입하므로
^
1 error

이렇게 서로 잘못된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는 컴파일 시에 에러로 보고된다. 에러 메시지로부터
에러의 내용과 소스 코드의 어느 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단서가 된다. 또한 위의 예에서는 javac 커맨드를 사용해 컴파일 시에 문제를 검
출했지만 IDE를 사용함으로써 거의 실시간으로 문제를 검출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클립스에서는 이렇게 문제 부분이 물결선으로 경고 표시된다

리터럴에 의한 기본형 변수의 선언
변수를 정의할 때는 타입과 변수명을 선언한다. 초깃값을 지정하려면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정의한다.
다음의 예는 int 타입의 변수 numberA를 초깃값 10으로 선언하고 있다.
int numberA = 10;

‘2장 기본적인 작성법 익히기’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값 10과 같이 소스 코드에 직접 기술된 값을
리터럴이라고 부른다. 기본형에 관한 리터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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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tream API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5.1.1 Stream API로 컬렉션의 조작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바 8에서는 자바의 문법을 크게 변화시킬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었다. 하나는 람다식이고 다른
하나는 Stream API다. Stream API는 대량 데이터를 연속 처리하는 ‘스트림 처리’를 효율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단, 대량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컬렉션의 조작을 효율적으
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우선은 어떻게 변했는지 소스 코드의 예로 살펴보
자. 3명의 학생으로부터 70점 이상인 학생의 이름을 리스트 표시하는 예다.
List<Student> students = new ArrayList<>();
students.add(new Student("Haeun", 100));
students.add(new Student("Shin", 60));
students.add(new Student("Shion", 80));
students.stream()
// '작성'. Stream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filter(s->s.getScore() >= 70)
// '중간 작업'
.forEach(s->System.out.println(s.getName()));
// '종료 작업'. 이름을 표시하기

Haeun
Shion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소스 코드의 행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처리를 실시하고 싶은
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와 같이 Stream API는 ‘작성’, ‘중간 작업’, ‘종료 작업’의 세
가지 작업으로 되어 있다. 우선 java.util.stream.Stream의 인스턴스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그

Stream 인스턴스에 대한 ‘중간 작업’을 임의의 횟수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종료 작업’을 실시
하여 결과를 추출한다. 범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6

CHAPTER 5 스트림 처리 제대로 사용하기 ― 람다식과 Stream API

Stream API의 세 가지 작업

처리 내용

조작

수

작성

처음에 한 번

중간 작업

복수

종료 작업

마지막에 한 번

Stream으로부터 Stream을 작성한다.
Stream으로부터 컬렉션이나 배열로 변환하거나, 요소마다 처리를 하거나, 요소를
집계하거나 한다.

Stream 2

1

Stream 3

종료 작업

Stream 1

중간 작업

중간 작업

작성

컬렉션이나
배열 등

컬렉션이나 배열 등으로부터 Stream을 작성한다.

별도의
컬렉션이나
배열 등

2
요소마다
처리 및 집계
처리 등

Stream API를 사용한 스트림 처리 순서

이 Stream API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술하면 좋은지 또 Stream API로 어떻게 자바가
변했는지 구체적인 소스 코드로 함께 살펴보자.

N O T E

Stream API에서는 How가 아니라 What을 기술한다

Stream API는 ‘How가 아니라 What을 기술하는 API다’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소개한 예를 보면 알겠지만
개별 처리(How)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의 목적(What)을 열거하는 식의 소스 코드가 되었다.
How보다도 What을 기술하는 것은 소스 코드의 가독성의 향상에도 이어진다. 따라서 Stream API를 적극
적으로 도입하고 싶은 프로그래머는 ‘for문이나 while문을 발견하면 Stream으로 치환해 볼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것이다. 단, 아래의 예와 같이 과다하게 Stream API를 도입하면 가독성 그 자체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list.stream()
.collect(Collectors.groupingBy(emp -> emp.dept))
.entrySet()
.stream()
.collect(
Collectors.toMap(
entry -> entry.getKey(),
entry -> entry.getValue().stream()
.filter(emp -> emp.sal > 1000).count()));

5.1 Stream API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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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람다식 작성법 마스터하기
Stream API에 들어가기 전에 API의 기술에 필수적인 람다식의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람
다식은 메서드의 인수 등에 처리 그 자체를 건네는 것이 가능한 강력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자
바 7 이전의 문법에서 컬렉션의 정렬을 실시하려면 Comparator 클래스의 익명 클래스를 사용했
다. 다음의 소스는 Student 클래스의 score 값으로 정렬하는 예다.
Student 클래스
public class Student {
private String name;
private int score;
public Student(String name, int score) {
this.name = name;
this.score = score;
}
public String getName() {
return this.name;
}
public int getScore() {
return this.score;
}

}

@Override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name + ":" + score;
}

자바 7 이전까지의 정렬
List<Student> studentList = new ArrayList<>();
studentList.add(new Student("Jung", 100));
studentList.add(new Student("Song", 70));
studentList.add(new Student("Tommy", 80));
System.out.println(studentList);
Collections.sort(studentList, new Comparator<Student>() {
@Override
public int compare(Student student1, Student student2) {
return Integer.compare(student1.getScore(), student2.getScore());
}

148

CHAPTER 5 스트림 처리 제대로 사용하기 ― 람다식과 Stream API

});
System.out.println(studentList);

[Jung:100, Song:70, Tommy:80]
[Song:70, Tommy:80, Jung:100]

이것을 람다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술할 수 있다.
람다식 이용
List<Student> studentList = new ArrayList<>();
studentList.add(new Student("Jung", 100));
studentList.add(new Student("Song", 70));
studentList.add(new Student("Tommy", 80));
System.out.println(studentList);
Collections.sort(studentList, (student1, student2) -> Integer.compare(student1.
getScore(), student2.getScore()));
System.out.println(studentList);

[Jung:100, Song:70, Tommy:80]
[Song:70, Tommy:80, Jung:100]

이것뿐이라면 ‘익명 클래스의 구현이 몇 행만 생략된 것뿐인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
나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여러 가지 선언을 걸쳐서 작성하는 대신 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식만
작성하면 된다’라는 특성이 나중에 나오는 Stream API 등과 조합했을 때 코드를 강력하고,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해 준다. 그럼 위의 예에서 나온 내용을 순서대로 분해해서 살펴보자.

함수형 인터페이스 대신 사용하기
자바 8에서는 구현해야 할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는 인터페이스를 ‘함수형 인터페이스’라는 이름
으로 취급할 수 있다. 람다식은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4.1.5 Arrays 클래스를 이용해서 배열을 조작하기’에서 나온 java.util.Comparator 인터페이스가
구현해야 할 메서드는 compare 메서드 하나뿐이므로 함수형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람다식을 대
입할 수 있다. 람다식을 이용해서 재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이 된다.

5.1 Stream API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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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멀티 스레드의 기본

11.1.1 멀티 스레드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을 멀티 스레드라고 한다.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
램에서 실행되는 태스크는 종종 여러 사람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에 비유된다. 사람 1명을

CPU 1개(코어)라고 상상해 보자.
‘한 사람이’ 쌓여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가 단일 스레드다. 일을 의뢰
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먼저 온 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간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면 먼저 해 주었으면 하는 쉬운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할 것
이다. 결과적으로 의뢰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일을 의뢰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
는 거야?’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어째서 이런 간단한 일에
이렇게나 시간이 걸리는 거야!

순서대로 처리하자!

태스크1

태스크2

태스크3

태스크4

단일 스레드의 경우

한편, ‘1명 또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업무 덩어리에서 ‘여러 업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상
태가 멀티 스레드다. 실제로 혼자서도 여러 업무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10분
씩 나누어 A  B  C  D  ......처럼 조금씩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면 전체로 봤을 때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멀티 스레드의 실현 방식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어 이를 ‘시분할 방식’이라고 한다. 혼자서도
여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나중에 온 간단한 태스크라도 긴 태스크에 방해받지 않
고 빨리 끝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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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하자!

태스크1
태스크2
태스크3

빨리 끝났잖아!

태스크4

멀티 스레드의 경우(싱글 코어)

물론 이 경우 한 명이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개당 1시간
걸리는 태스크 4개를 동시에 처리하면 4시간 후에 4개를 모두 끝내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업무 덩어리를 분담해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프로세서/코어 수만으로 병렬 처리를 하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분할 방식과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담해서 하자!

태스크1
태스크2
태스크3

더 빨리 끝났잖아!

태스크4

멀티 스레드의 경우(멀티 코어)

11.1.2 멀티 스레드의 장점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은지 정리해 보자.

(1) 하나의 장시간을 요하는 작업 때문에 뒤에 있는 간단한 작업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러 태스크를 단일 스레드에서 처리하면 태스크는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간에 긴 시간
을 요하는 태스크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태스크는 그동안 계속 기다리게 된다. 한편, 멀티 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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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하면 그러한 대기 시간이 없이 처리를 시작할 수 있다.

태스크1

태스크2

태스크1

태스크3

태스크3

태스크2

멀티 스레드에 의한 대기 시간의 해소

예를 들어 웹 서버에 여러 사용자로부터 액세스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사용자의 처
리가 끝나지 않는 한 다음 사용자를 처리할 수 없는 단일 스레드 처리로 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응답이 느린 시스템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로 여러 사용자의 액세스를 동시에 처리
함으로써 각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처리 시간을 걱정하지 않고 화면을 조작할 수 있다.

(2) 태스크의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외부의 리소스에 액세스하거나 다른 시스템과의 통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자바 프로세스는 기다리기만 할 뿐 아무런 일을 하
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처리를 스레드로 잘라 내어 그 사이에 다른 스레드를 동작시킴
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여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태스크1

입력 대기

태스크1

태스크1

입력 대기

태스크1

태스크2

태스크2

대기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일례로 파일 입출력 등에서 하드 디스크 등에 액세스하는 처리는 CPU가 계산하는 것보다 느리
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하는 동안 CPU는 거의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때 다른 스레드의
처리가 동작하게 되면 CPU 성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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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 조작이 끝난 뒤에 뭔가 메일을 보내는 처리가 있다면 그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화면에 송신 결과를 표시하는 등의 일이 없다면 메일 송신은 ‘뒤에서 처
리하게’ 해 두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처리가 종료할 때까지 화면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
게 된다. 그때 메일 송신 처리를 다른 스레드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화면을 즉시 표시해 화면
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그 결과 화면을 보고 있는 사용자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시스
템처럼 느끼게 된다.

(3) 대량의 태스크를 빨리 끝낼 수 있다
CPU가 멀티 코어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단일 스레드로 움직이고 있으면 기껏해야 CPU 1코어
만큼의 계산밖에 해낼 수가 없다. 한편, 멀티 스레드로 하여 여러 코어를 활용하면 Java VM이
스레드의 각 처리를 여러 프로세서/코어에 할당하여 시스템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주므로 전체의 응답 시간(요구한 후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

태스크1

태스크2

태스크3

태스크4

태스크1

태스크3

태스크2

태스크4

멀티 스레드에 의한 응답 시간의 개선

예를 들어 대량의 로그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 등의 집계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 각 스레드별
로 데이터를 분배하여 처리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통합함으로써 코어 수만큼 처리가 끝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여기에는 다음의 조건이 있다.
· 되도록 각 스레드의 처리가 동시에 끝나도록 데이터를 분할한다
· 스레드 간에 서로를 기다리게 하는 처리가 없어야 한다/적어야 한다

11.1 멀티 스레드의 기본

333

11.1.3 멀티 스레드의 단점
반대로 멀티 스레드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1) 메모리의 사용량이 증가한다
스레드가 증가하면 동시에 처리하는 메모리의 사용량도 증가한다. 또한 원래부터 스레드 자체를
관리하는 데도 메모리는 소비된다. 스레드 수가 몇 개 정도라면 그다지 영향이 없을지도 모르겠
지만 100개나 1000개씩 스레드를 마구 만들어 버리면 메모리 사용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처리량이 감소한다
스레드를 전환할 때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처리 시간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스루풋
(Throughput: 단위 시간당 처리량)이 감소한다. 앞서 언급한 시분할 방식으로 CPU 코어가 여러 개

의 스레드를 처리할 경우 현재 처리 중인 스레드의 상태를 저장하고 다음에 처리하는 스레드의
상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효율이 나빠지게 된다.

(3) 동시성 특유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이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앞서 언급한 비유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1명이 하던 일을 파트너와 둘이서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조심해야 할 것)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 두 사람이 동일 데이터를 쓰려고 했을 때 먼저 저장된 데이터가 나중에 저장된 데이터로 덮여 쓰이게
된다
· 사용하려고 한 PC를 파트너가 사용하고 있어 작업을 할 수 없다
· 자세히 살펴보니 파트너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다(파트너가 일을 끝내주지 않으면 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쩌지?)

이런 예처럼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함께 동작할 필요가 있을 때 동시에 공유 메모리와 파일에 액
세스하여 데이터를 망가뜨리거나 서로의 완료를 기다림으로써 예기치 않은 대기 시간이 발생하
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스레드 세이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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