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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_2판
시중에 나와 있는 자바 기본서의 종류는 많지만, 실제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가 집
필한 기본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바 개발자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에 적합한 “기초지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만든 “자바의 기본서”다. 특히 멘토링 받을 현업
의 선배가 없는 독자라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거기에 자바로 개발하려는, 그리고 자바에 대해
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학습서가 될 것이다.
<자바의 신>을 보완하는 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다. 무엇보다 1판 독자들의 의견 수
렴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카페에서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독자의 일대일 질문 등에서 개정 방
향을 찾았으며 많은 고민과 토론을 했다. 그 결과 지금의 <자바의 신>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간
단하게 개정판에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코드를 최대한 실행하기 쉽게 변경하였다.
2. 코드 실행기로 간편하게 코드를 수정하며 실행해볼 수 있다.
3. Java 8과 Java FX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4.	보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2권으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기본서 한 권 가
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대폭 낮추었다.
5. 자바 기본을 배우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장들은 부록으로 옮겼다.
6. String과 API에 대한 내용은 Volume 1으로 옮겨 두었다.
7.	1판의 JSP&서블릿, JDBC 파트는 PDF로 만들어 <자바의 신> 카페에서 제공된다.

2판이 처음인 독자라면 변경된 내용을 신경쓸 필요는 없다. 참고만 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자바의 신”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7년 6월
저자 이상민
자바의 神, 2nd Edition
지은이 이상민 2판 1쇄 발행일 2017년 6월 23일 펴낸이 임성춘 펴낸곳 로드북 편집 장미경
디자인 이호용(표지), 심용희(본문) 주소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1길 96-5 401호
출판 등록 제 25100-2017-000015호(2011년 3월 22일) 전화 02)874-7883 팩스 02)6280-6901
정가 30,000원(세트가) ISBN 978-89-97924-33-2 94000
ⓒ 이상민, 2017
책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는 출판사 이메일이나 블로그로 연락해 주십시오.
잘못 만들어진 책은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메일 chief@roadbook.co.kr 블로그 www.roadbook.co.kr

자바의신1권(2ndEdition).indd 2-3

2017-06-09 오전 11:37:52

머리말 _1판
정말 미친 듯이 썼다.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Volume 2
●●

자바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API를 활용하여, 자바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개발하는 방법을 배운다.

필자는 신입사원 기술 교육을 통해 처음 자바를 배웠다. 그때부터 이 책을 집필하는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이 책은 GUI를 제외한 자바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본다. 단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10년이 넘는 동안 자바를 활용해 왔다. 그 기간 중에 필자는 자바의 성능, 테스트, 장애에 관련

배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바의 어떤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자바를 제대로 사용할

된 책을 집필했지만, 자바 기본서는 집필하지 않았다. 기본, Basic은 이 세상의 무슨 일을 하더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자바라는 세상에 보다 쉽게 발을

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중에는 원서를 포함한 많은 자바 기본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자가

디딜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기본서를 써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존과 국내 인터

2011년 봄에 시작하여 2012년 여름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탈고하면서….

넷 서점에 있는 자바 기본서들의 목차들을 들춰 보았다. 그 목차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
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바로 AWT, Swing에 관한 내용이 백여 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자로 살아갈 분들이라면 자바 기반의 GUIGraphic User

Thanks to

프로그래밍 방법은 알아두면 좋다. 그런데,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한 2011년 현재 필자

필자가 처음에 집필한 <자바 성능을 결정짓는 코딩 습관과 튜닝 이야기>라는 책이 이 세상에

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바 개발자 분들은 웹 기반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기반 시스템, 서버 비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기존 자바 책의 구성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시도였음에도 이 책이 출간

즈니스 로직을 개발하고 있다. 즉, AWT나 Swing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겠지만, 실제 회사에

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로드북의 임성춘 부장님, 10년 넘게 멀티캠퍼스에서 자바를 가르치면

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서 어떻게 하면 비 전산 전공자가 자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옆에서 코치 및 감수해 주신

이 책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거나 IT 회사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가 자바로 전향하는 분들

김성박님과 책의 흐름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박재성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새로운 시스템을 기획하는 기획자, 자바라는 프

온 가족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즐거움을 주고 있는 딸 도연이와 항상 옆에서 격려해

로그래밍 언어를 잘 모르는 인프라 운영자 등 IT와 연관된 회사에 일하고 있는 분, 그리고 자바

주는 아내, 그리고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Interface

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몰라 기술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오고, 가슴이 답답해
지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을 읽고 차근차근 따라 하면서
그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지었던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쓰려고 고민하고 노력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 책의 베타리더에 참여해 주신 NHN, NBP의 직장동료였던 김도훈, 남
경보, 민동혁, 윤정희, 이철혁, 임영완, 장규범, 정상민, 정성환, 조은경, 조항수, 한우람, 황대
복님, 너무 감사합니다. Vol.2의 마무리 부분을 리뷰해주신 박성철 팀장님, 백기선님 감사합니
다. 부부 감수단이신 김성박, 강경미님, 부부 리뷰단이신 장회수, 이윤정님 감사합니다. JDK7

이 책의 구성은 지금까지의 자바 기본서와 다르며, 페이지의 양이 많아 두 개의 Volume으로

에 대한 정리 자료를 흔쾌히 공유해주신 김용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면식 없는 저를

구분하였다.

믿고 홍보용 디자인을 만들어주신 “목욕의 신” 작가 하일권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모두 복 받으
실 거에요.

Volume 1
●●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분들을 위하여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

자바의 완전 기본 문법들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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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ar() {
}
public void speedUp() {
// 내용 생략
}
public void breakDown() {
// 내용 생략
}
}

여기서 speedUp() 메소드와 breakdown() 메소드는 구현이 되지 않았다. 이 절에서 이 메소드
들을 구현해보자. 구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학습하세요

●●

speedUp() 메소드를 호출하면 speed는 5씩 증가한다.

●●

breakDown() 메소드를 호출하면 speed는 10씩 감소한다.

먼저 speedUp() 메소드를 어떻게 구현할지 직접 생각해보자.
3분만●생각해●봅시다.

속도를 나타내는 speed 값을 증가시키려면 현재 speed 값에서 5를 더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

1. 먼저 구글 계정(www.google.co.kr)에 가입해주세요.

과 같이 구현하면 된다.

2장 Hello God Of Java

3. 본문에 <생각해 봅시다>를 만나면 그 아랫 부분을 가리고 꼭 1분, 3분, 10분만큼 고민해주세요!!
public void speedUp() {
speed=speed+5;
}

메소드를 직접 만들어 보자

여기서 speed라는 변수는 speedUp() 메소드에 선언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speedUp() 메

2.	자바의 신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은 연습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 <직접해 봅시다>

소드가 선언되어 있는 Car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다. 메소드에서는 클래스에 선언한 변수를 이
와 같이 사용해도 상관 없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이렇게 speed 변수에 현재

의 예제소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

속도에서 5를 더하고, 그 결과를 다시 speed에 할당해 주면 speed의 값이 증가된다. 그렇다면
breakDown() 메소드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

니다. 많이 활용해주세요.

53

앞 장에서 필자가 클래스와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단어들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앞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앞 장의 연습문제로 나왔던 계산기Calculator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 필자가 클래스를 만들어주
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므로, PC 앞에 있지 않은 분들은 1분 정도 생각해 보거나, PC 앞
에서 이 책을 보는 분들은 Calculator.java 파일을 만들고, 클래스를 선언하자. 그리고, main()
메소드도 그 안에 포함시키자.

1분만●생각해●봅시다.
3분만 생각해 봅시다.

https://sites.google.com/view/godofjava2nd/

마찬가지로 speed 값에서 10을 빼면 된다.
public void breakDown() {
speed=speed-10;
}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와 아래 필자가 만든 클래스를 비교해 보자.

4.	<직접해 봅시다>는 꼭 혼자 힘으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자바의 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스와 비교
public class Calculator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 args) {

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꼭 확인하면서 공부하세요.

System.out.println("Calculator class started");

}

}

32

중간에 있는 System.out.println() 메소드 호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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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메소드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한 줄 정도 출력해 주는 것은 큰 문

직접해 봅시다

제가 안 된다.
클래스를 만들어 보았으니, 이번에는 직접 메소드를 만들어 보자. 자바의 메소드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의 메소드는 다음과 같

첫 연습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작성해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기는
여섯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어렵겠지만, 다음
장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주변의 선배들에게 제대로 작성되었나 확인해 달라
➊ 제어자(modifier) : main() 메소드에 있는 public static과 같은 메소드의 특성을 정하는 부분이다.
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➋ 리턴 타입(return type) : 메소드가 끝났을 때 돌려주는 타입을 말한다.
➌ 메소드 이름(method name) : 소괄호 앞에 있는 메소드 이름을 말한다.

1

매개 변수
list) : 소괄호만들어
안에 있는 매개 변수의 목록을 말한다.
보자.목록(parameter
실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Calculator라는 이름을 갖는 클래스를 텍스트 파일에➍만들어
➎ 예외 목록(exception
list) : 메소드의 소괄호가 끝나는 부분과 중괄호가 시작하는 부분 사이에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배우니, 원하는 파일에 Calculator
클래스를 만들자.
예외 목록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배운거 같지만, 예외라는 중

2

요한 게 있어요.”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문에서 살펴본 더하기 외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➏ 메소드 내용(method body) :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말한다.

보자.
빼기 : public int subtract(int num1, int num2)
곱하기 : public int multiply(int num1, int num2)
나누기 : public int divide(int num1, int 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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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봅시다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에서 직접 문제를 푸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godofjavabook2nd/

1

클래스가 뭔가요?

2

메소드가 뭔가요?

3

매소드의
매개 변수는 어디에 적어주나요?
http://github.com/godofjava/GodOfJava2nd/

4

메소드 이름 앞에 꼭 적어 줘야 하는 건 뭐죠?

5

클래스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한 두 가지가 뭐죠?

“직접해 봅시다”의 답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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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의 신 샘플 실행기 가이드
<자바의 신> 1판에서 많은 독자들이 “코드를 보기가 어렵다”, “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4. 간단한 사용법 설명

제시했다. 그래서, <자바의 신>으로 자바를 배우는 분들이 쉽게 <자바의 신> 코드들을 실행할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대상 코드를 선택한다. 코드들의 목록이 없으면 삼각형을 눌러 트리 메뉴를

수 있도록 본문 예제의 “샘플 실행기”를 만들었다.

확장하면 된다. 제대로 선택했다면 우측 창에 코드가 나타난다.

1. 실행기 다운로드
먼저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다음의 URL에 접속한다.
메뉴 바에 있는 버튼들을 보자. 말 그대로 “Compile”은 코드를 “컴파일만” 하며, “Compile and
https://github.com/godofjava/GodOfJava2nd/releases
이 화면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release”를 찾아 다운로드 한다(.jar로 끝나는 파일이다).

Run” 버튼은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한다.
만약 main() 메소드가 없는 코드라면 좌측에 있는 Compile 버튼만 눌러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메뉴바 중앙에 Theme라는 것이 있는데, 우측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 원하는 테마로 코드를

2. 파일을 다운로드한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 java -jar godofjava-20yyMMdd.jar

선택하면 된다.

이제 자바 샘플 실행기와 함께 <자바의 신>이 되어 보자.

여기서 godofjava-20yyMMdd.jar는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된다.

3. 정상적으로 실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샘플 실행기는 왼쪽의 트리 메뉴와 오른쪽의 코드 화면, 그리고, 하단의 결과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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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자 & 베타리더의 글
나는 1999년 자바를 처음 시작했다. 강의 문서를 만들려고 최근에 자바 기본서를 다시 펼쳤다. 그런데 내

“C 개발자로서 JAVA라는 언어를 학습해보고자 읽기 시작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이유 같지

가 자바를 처음 공부할 때와 목차에서 달라진 부분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Java 버전이 올라가면서 추

않은 이유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봤을 뻔했습니다. ‘저자님께서 연습문제는 꼭 풀어봐 주세요’라는 요구로

가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똑같았다. 자바를 사용하는 개발 환경은 1999년과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자바

연습문제를 풀기 위해 좀 더 꼼꼼히 보게 되면서, “초보자도 책 속의 연습문제를 ‘하나씩, 꼼꼼히, 끝까지’

기본서는 아직도 내가 처음 자바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풀어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감을 느끼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알아야 자바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란 의구심이 들었다.

_한우람

이 책은 내가 가진 의문에 답을 해 주는 듯하다. 이 책은 ‘반드시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
고 한다. 나도 아직까지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은 기존의 자바 기본서와는 다른 방식
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3년에 자바 개발자가 반드시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선별해서 제공하고
있다. 정답은 없지만 최선의 길을 찾아가려는 이 책과 동행해보면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
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책을 보는 내내 강의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은 코드를 보
면서 확신이 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설명해 주니 지루하지 않고, 쉽게 포
기하지 않게 되네요. 자바의 기본을 잘 몰라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이나 빠른 시일 내에 기본기를 다시 한
번 다듬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_임영완

_감수자 박재성
자바 교육을 1998년부터 시작하였으니까 이제 15년을 교육하였는데, 사실 기본 서적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이 딱히 없었다. 유명한 책인데도 자바 책인지 C 책인지 개념이 섞여있거나 내용은 좋지만 외국인이 써
서 그런지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번잡한 느낌이 드는 등 5% 부족한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이상민씨가 자바 기본 서적을 쓴다는 말에 좋은 책이 나올 것이라 기뻐했다. 그 이유는 이상민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어떤 Class, Method가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사용도
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아!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런 코드를 작성했던 거구나!”라는 깨달
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막 JAVA 개발에 뛰어든 분들 혹은 자바 개발을 해보고 싶은 분
들께 한 번씩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_민동혁

씨는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자바 튜닝 전문가이다.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의 안쪽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자바 기본 서적을 쓴다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바 서적이 나

“자바를 처음 접해보는 초보 자바개발자에게 아주 유용한 입문서라 생각됩니다. 편안한 글쓰기로 읽기에

올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다.

부담이 없고,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샘플코드까지 친절히 안내되어 있어 개념 파악과 기초 다지기에 부족

이상민씨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책이 집필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하였다. 아마도, 국

함이 없습니다. 책 곳곳에 저자의 초보 시절 겪은 경험과 안타까운 삽질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녹아 있

내 자바 기본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리뷰한 기본 서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난 평상시에

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한다. 기본 교육이야말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고. 이 책은 혼자
자바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자부한다.
_감수자 김성박

_장회수
“인터넷 서비스 기획 업무를 하면서 자바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지만, 워낙 배경지식이 없
다 보니 책을 사도 채 한 챕터를 다 읽을 수가 없어 좌절하곤 했습니다. 이 책의 베타리더로 참여하면서

“첫 단추가 중요하듯 첫 직장에서 같이 일하게 된 선배, 흔히들 얘기하는 ‘사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보

아주 느린 속도였지만 자바에 대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자바 환경으로 개발하는 개발자 분들과

다 중요합니다. <자바의 신>은 비유하자면 ‘열정적인 좋은 사수’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까칠해도 후배

조금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자바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분들께 추

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흐름을 가지고 알려주려 합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세계에 입문하

천합니다.”

려는 여러분께 <자바의 신>은 오래 곁에 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_황대복

_정성환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여타의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서와 달리 무겁지 않은 분위기
를 유지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주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문제 또한
해결해보도록 하는 구성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자바를 입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책을 제일 먼저 읽어 본 것 같아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_이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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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522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의 층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 특별부록판

자바 웹 개발의 기본

• 이미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봤거나,
•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적이 있고,
• 자바의 클래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안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1장. 저는 이런 것 말고 웹 페이지를 만들고 싶었다구요

그러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더라

2장. 그럼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도 이 장을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바의 세계로 빠

부록1. Tomcat 설치하기

져 보세요.

부록2. JSP와 web.xml 추가 설명
부록3. SQL 기초와 JDBC 타입
[다운로드 링크]
* www.roadbook.co.kr/187
* cafe.naver.com/godof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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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의 P

이렇게 어떤 값을 입력하고, 결과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언어가 필요하다. 사람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 중에서, 이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처음 프

하다. 이러한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라고 한다. 지금부터 이 책에서 소개

로그래밍 언어를 접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절을 건너뛰어도 된다.

하는 “Java(이하 자바)”라는 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이다. 자바만큼 유명한 언어로는 C,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에게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C++, Python 등이 있으며, 지금도 많은 언어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이 있지 않은 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하려면, 말을 하든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접하는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은 HTML이며, 이 페이지가 살아서 움

지, 메일을 쓰든지, 메신저를 보내든지, 종이로 써서 전달해야 그 사람이 알아 듣는다. 이처럼,

직이도록 하려면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자바와 자바

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듯이,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도 언어가 필요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메일을 쓰거나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
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들만 배우고 쓸 수 있는
거야”, “컴퓨터 공학을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스크립트는 완전히 다르다. 웹 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서버에 데이
터를 요청한다. 서버에서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화면에 보여준다. 이 작업
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예를 통해서 살펴보자.
대부분의 집 현관에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도 프로그램이 있다.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에서 비밀

사용자 단말기

번호를 입력한다. 그러면 도어락에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번호와 동일한지를 확

서버
요청

인해본다. 만약 저장되어 있는 값과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입력한 비밀번호가 동일하면 문이
열린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웹 페이지

응답

프로그램

비밀번호 입력

여기서 서버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화면에 보여줄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한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바, C, Python, PHP, Ruby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다. 이처럼

디지털 도어락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바만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에
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다.
문 열림

그렇다고, 화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HTML이나 JavaScript라는 것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안
드로이드 폰의 앱들의 화면도 자바로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이 디지털 도어락과 전혀 다르지 않다.
➊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고
➋ 비밀번호를 입력 받아 비밀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모두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인터넷에 접근하는 프로그램부터,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도 이렇게 작
은 프로그램들이 수백, 수천 개가 수행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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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프로그램의 메소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 절에서 살펴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자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public boolean checkPassword(String password) {
// 중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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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3

지금 살펴본 이 메소드를 선언할 때의 순서는 꼭 지켜 줘야만 한다. 만약 다음처럼,

String password

public checkPassword(String password) boolean {
}

리턴 타입을 메소드 이름보다 나중에 쓰거나,
checkPassword
(String password) public boolean checkPassword {
}
boolean

매개 변수를 맨 앞에 쓰면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너 뭐하는 거니?”라고 하면서 에러를 뱉어낸다.

password라는 비밀번호가 넘어가고, 중간에 계산을 하는 부분이 checkPassword()라는 것이
다. 그리고, 그 결과로 boolean이라는 것이 나온다.
●●

어떤 값을 주고 결과를 넘겨주는 것을 자바에서는 “메소드method”라고 한다. 그리고, checkPass
word()라는 것은 “메소드 이름”이 된다. 이 메소드를 부를 때에는 “checkPassword 메소드”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아 듣는다.

●●

password라는 것은 “매개 변수 parameter”라고 부른다. 이 매개 변수는 없어도 되고, 몇 개가 오더
라도 상관 없다.

●●

boolean이라는 것은 “리턴 타입 return type”이라고 부른다. boolean이라는 것은 “참 true”과 “거짓
false”이라는

값만을 가지는 “기본 자료형”이라는 것 중 하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만 리턴 타입이 없는 void는다음 절에서 알아본다.

이 책에서는 메소드의 이름을 다른 변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메소드 이름 옆에는 반드시

자바의 가장 작은 단위는 클래스랍니다
checkPassword()라는 메소드는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정치인들은 무소속이 가

능하지만, 자바 프로그램의 메소드는 무소속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클래스
class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public class DoorLockManager {
// 중간 생략
}

여기서 DoorLockManager라고 적혀있는 것이 바로 “클래스 이름 class name”이다. 클래스 이름 앞

checkPassword()와 같이 소괄호를 표시해준다. 매개 변수가 있더라도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

에는 반드시 class라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바가 “아~~ 얘는 클래스구나”라고 알게

게 표시할 것이니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된다. 그리고, 그 앞에는 메소드에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한 public이라는 접근 제어자가 있다.

그냥 글로 살펴보면 이해가 어려우니 그림으로 살펴보자.

일단 이 접근 제어자도 당분간은 그냥 public이라고 지정해주기 바란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리턴 타입

메소드 이름

매개 변수

이 클래스를 선언하려면 “public class 클래스 이름”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모아서 보자.

public boolean checkPassword(String password) {
// 중간 내용

public class DoorLockManager {
public boolean checkPassword(String password) {

}

}
}

호기심이 많은 독자는 “맨 앞에 public은 뭐지?”라고 궁금해 할 수 있다. 이 public을 “접근 제어자
(access modifier)”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접근 제어자를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일단 public이라고
써 주자.

이렇게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위치시키면 된다. 하나의 클래스 안에는 0개 이상의 여러 메소드
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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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DoorLockManager {
public boolean checkPassword(String password) {
// 중간 생략
}
public void setPassword(String password) {
// 중간 생략
}
public void resetPassword() {
// 중간 생략
}
}

25

클래스는 상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바와 같은 언어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Object Oriented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한다
(이하 객체지향 언어).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하
지만 객체지향 언어의 등장으로 현실 세계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만든
“DoorLockManager”라는 클래스는 현실에 있는 사물을 클래스로 표현한 것이다. 꼭 사물만 클
래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상적인 것도 클래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
터넷 쇼핑할 때 구매할 물건을 담아두는 “장바구니ShoppigCart”도 하나의 클래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클래스라는 것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패스워드를 수정하는 setPassword()라는 메소드와 패스워드를 초기화하는 resetPassword()
메소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제에 아까부터 // 뒤에 중간 생략이라고 되어

클래스는 상태(state)와 행동(behavior)이 있어야만 한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 는 “주석 comment”이라고 하며, 어떤 줄을 실행하지 않도록 할 때
사용한다. 이 주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기 바란다.

처음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알고 보면 그리 어려

그리고, checkPassword() 메소드에서는 boolean이라는 리턴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데, 새로 추

운 내용은 아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메소드”가 바로 “행동”이다. 그렇다면 “상태"는 뭘까? “상

가된 메소드들에는 void라는 리턴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태”는 그 클래스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상태”는 어떻게 정할까?

자바의 리턴 타입 중 void는 “이 메소드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해 주는 것

상태는

이다. setPassword() 메소드를 앞서 살펴본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고 보면 된다.

●●

클래스 안에,

●●

메소드 밖에 정의한다.

String password

앞서 살펴본 클래스에는 다음과 같이 currentPassword라는 값이 존재할 수 있다.

setPassword

password라는 값은 들어 갔지만 아무런 값을 돌려 주지 않는다.
resetPassword()라는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들어가는 값도 없고, 돌려주는 값도 없다.

public class DoorLockManager {
String currentPassword;
public boolean checkPassword(String password) {
// 중간 생략
}
// 이하 메소드 생략
}

이와 같이 어떤 값을 포함할 currentPassword와 같은 것을 “변수 variable”라고 한다. 이 변수가

호출

클래스의 특성을 결정짓는 “상태”에 해당한다.
객체지향을 이야기할 때 앞서 정의한 것처럼,
resetPassword
클래스는 상태(state)와 행동(behavior)이 있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전부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할 준비가

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상태”와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클래

50% 된 것이다(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니까…).

스를 만들었는데, 변수나 메소드가 없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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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은 =를 이해하는 것
일반적으로 수학을 배울 때,

27

필자는 메소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메소드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add()라는
메소드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면 된다.

1+2 = 3

과 같이 계산을 왼쪽에, 결과를 우측에 지정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반대다.
int a;
a = 1+2;

public class Calculator {
public int add(int num1, int num2) {
int sum;
sum = num1 + num2;
return sum;
}
}

프로그램에서는 이처럼 왼쪽에 대입을 할 변수를, 오른쪽에 계산식을 적어 주어야만 한다. 이

앞의 예제 코드에서 본 a=1+2; 처럼 프로그램의 연산에서는 숫자만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렇게 적어주면 a라는 변수에는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도 더할 수가 있다.

여기서 int a라고 적어준 것은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것이다. 앞 절에서도 String이라는

add() 메소드의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return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돌려줄 때 지정한다. 앞

타입의 currentPassword라는 변수를 선언했다. 이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절에서 값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 돌려주는 값을 지정할 때에는 이 return이라는 단어 뒤에
돌려주는 변수나 값을 지정해 준다. 보통 이 코드를 읽을 때에는 “sum을 리턴한다”라고 이야기

타입 변수명;

하면 된다.
만약 num1에는 5, num2에는 2가 넘어온다면 sum에는 어떤 값이 할당되고, 어떤 값이 리턴

과 같이 지정해 주면 된다.

될까?

int와 String은 뭘까? 4장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int는 소수점이 아닌 정수형을 나타내는 타

1분만 생각해 봅시다.

입을 의미하며, String은 단어나 문장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문자열을 의미한다.

너무 쉬운 문제라 금방 답을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7이라는 값을 단번에 이야기했다면 자바의
처음에 이 개념을 익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정수 num1과 num2를 더하
는 add()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 말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코드를 보자.
public class Calculator {
public int add(int num1, int num2) {
int sum;
sum = num1 + num2;
return sum;
}

int num1, int num2

add

public int addAll(int num1, int num2, int num3) {
int sum;
sum

return sum;
}

이 내용을 메소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메소드를 작성해 보자.

}

3분만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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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addAll()이라는 메소드의 중간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만 할까?

29

가장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제외하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줄까지 코드의 가장 마지막에는 어떤
기호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3분만 생각해 봅시다.

1분만 확인해 봅시다.

앞서 살펴본 add() 메소드를 조금만 응용해 주면 된다. 다음과 같이 각 값들을 더해주면 된다.

바로 세미콜론(;) 이 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모든 자바 코드의 한 줄이 끝날 때에는 ; 를 적
sum = num1 + num2 + num3 ;

어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줄도 같은 줄로 생각을 한다. add() 메소드를 다시

이렇게 해주면 3개의 값을 더해준 결과가 s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의 오른쪽에 있는 계
산식에는 반드시 두 개의 값만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십, 몇백 개의 계산이 있어도 상관
없다.
자바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칙연산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num1은 10, num2는 5일 때의
예이다.
연산 종류

기호

예

보자.
public int add(int num1, int num2) {
int sum;
sum=
num1 +
num2;
return sum;
}

결과

더하기

+

num1+num2

15

빼기

-

num1-num2

5

곱하기

*

num1*num2

50

나누기

/

num1/num2

2

중간에 보면 sum= 과 num1 +, num2 가 각각 다른 줄에 있고 가장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있다.
자바에서는 컴파일러라는 것이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는 한 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다가 길어지게 되
면 +나 =과 같은 연산자 사이에서 엔터를 입력하여 줄을 바꿔주면 코드가 읽기 편해질 때가 올
것이다.

키보드 오른쪽 숫자판을 보면 각 기호를 볼 수 있다. 숫자판이 아닌 키보드 왼쪽에서는 -, /는

그리고, 자바에서는 인덴트 indent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인덴트라는 것은 코드 앞의 공백을

그냥 눌러도 되지만, +와 *는 shift를 누르고 입력해야만 한다.

이야기한다. 보통 탭Tab 키를 눌러서 이러한 공백을 만든다(탭 키는 Q 키 왼쪽에 있다). 일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 인덴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자바는 그렇지 않다.

한 줄을 의미하는 세미콜론
앞 절에서 살펴본 add() 메소드를 다시 보자.
public int add(int num1, int num2) {
int sum;
sum = num1 + num2;
return sum;
}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다.
public int add(int num1, int num2) {
int sum;
sum = num1 + num2;
return sum;
}

하지만, 코드를 이처럼 작성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선배한테 엄청나게 혼날 수 있다. 따
라서, 중괄호가 한번 시작하면 탭을 한 번씩 더 입력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과 같이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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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Calculator {
public int add(int num1, int num2) {
int sum;
sum = num1 + num2;
return sum;
}
}

31

“자바”라는 언어를 배우려고 이 책을 들고 있는 분들이다. 이 장에 있는 내용을 100% 이해했다
 탭 한번

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필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탭 두번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보면서 “정리해

 탭 한번

봅시다”에 있는 문제들의 답을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예약어라는 것이 있어요
앞서 살펴본 Calculator 클래스를 다시 보자.
public class Calculator {
public int add(int num1, int num2) {
int sum;
sum = num1 + num2;
return sum;
}
}

여기에 있는 예약어는 public, class, int, return이다. 예약어reserved word라는 것은 “예약되어
있으니까 쓰지 못하는 단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아무리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예약석이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예약된 자리에 먼저 온 손님을 앉히지는 않는다. 자바라
는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약어로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변수 이름” 등으로 정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모든 자바의 예약어를 다 나열하면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으니, 일단은

저자와의 막간 인터뷰
1.	1장만 보았을 뿐인데, 많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책을 보면 자바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먼저 이 책에 있는 코드들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작성하면서 배우신다면
절대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천천히 따라 해보
세요. 머리 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속도와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끝까지 배우면 아
주 간단한 동적인 웹 페이지를 작성할 수는 있을 겁니다.

●●

예약어라는 것이 있고,

●●

예약어는 클래스, 메소드,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정도만 기억해 주기 바란다.

2. 저자님은 지금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나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바가 끝이 없는 우물과 같은 언어라서 자바에 대한 공부
를 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자바나 C, C++ 같이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모두 공부해야 하나요?
일단 한 놈만 패십쇼.

정리하며

4. 이 책을 학습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나요?

이번 장에서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용어들과 클래스와 메소드라는 자바의 기

	일단 이 책만 보십쇼. 이 책 후반부에 이 책을 본 이후에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틀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자바 기본서에는 처음부터 클래스와 메소드에 대해

5. 저자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자바를 쓰시나요?

서 설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하지만, 설치하는 작업은

	저는 성능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성능 튜닝, 성능 테스트, 트러블 슈팅 등등. 기술 지원하는 일을 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AS 기사처럼) “기사”라고 표현하던데, 저는 “엔지니어”라고 표현하
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동료 개발자 분들에게 강의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을 따라하면서 실습을 할 필요가 있을 때부터 살펴보면 된다. 여러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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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1

직접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첫 연습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장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주변의 선배들에게 제대로 작성되었나 확인해 달라
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아래에서 직접 문제를 푸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godofjavabook2nd/

1

클래스가 뭔가요?


2

메소드가 뭔가요?


보자.

3

매소드의 매개 변수는 어디에 적어주나요?


빼기 : public int subtract(int num1, int num2)

4

메소드 이름 앞에 꼭 적어 줘야 하는 건 뭐죠?


5

클래스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한 두 가지가 뭐죠?


6

메소드에서 결과를 돌려주려면 어떤 예약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Calculator라는 이름을 갖는 클래스를 텍스트 파일에 만들어 보자. 실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33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배우니, 원하는 파일에 Calculator 클래스를 만들자.

2	
본문에서 살펴본 더하기 외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곱하기 : public int multiply(int num1, int num2)
나누기 : public int divide(int num1, int num2)

“직접해 봅시다”의 답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github.com/godofjava/GodOfJava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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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바의 신>
책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
분을 쉽게 설명해주는 "제임
스" 아저씨에요.
앞으로 이 책의 어려운 부분
에 나타나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에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말로 설
명하니 잘 이해
가 안 되죠?

아가가 아빠에게 각종 신호를 보
내서 원하는 것을 얻듯이, 프로
그래밍도 컴퓨터에 원하는 작업
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프로그래
밍이에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과일은
아니지만,
매개 변수라는 것이 들어가고
쥬스 대신 리턴값을 돌려주죠.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과일즙을 짜내는 녹즙기가 있다고 생각
하면 될거에요.
위에 과일을 넣으면, 아래에 쥬스가 나
오는...

a, b
sum
c

2장
Hello God Of Java

여기서는 a와 b가 들어가서
c가 나왔네요.
이 내용을 메소드로 만들면
다음과 같아요.


public int
sum(int a, int b){
int c = a + b;
return c;
}

앞서 살펴본 예제죠?
이렇게 a와 b가 들어가면 계산을 거
쳐서 다른 결과를 리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값을 받아서 계산을 하
고 결과를 리턴하는 것이 바로 “메소
드”에요.


이렇게 만든 메소
드들은 클래스라는
집 안에 들어가 있
답니다.

그런데 모든 메소드가 이
렇게 녹즙기처럼 생긴 건
아니죠.
public void methodOne(int param){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
}

만약 여러분이 앞장에서 설명한
이렇게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메소드도 있어요.

이제 메소드가 뭔지
감이 잡히시죠?



• 클래스, 메소드라는 용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앞장을 다시 읽으면서
용어에 대해서 익혀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받고, 결과만
주는 메소드도 있고요.
public int
methodTwo(){
int output;
...
return out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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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void
methodThree(){
...
}
이렇게 주지도 받지도 않고,
계산만 하는 메소드도 있답
니다.

클래스

• 자바 파일을 만들고 컴파일할 수 있거나,
• 콘솔 화면에 출력(print)하고 싶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면 이 장을 건
너 뛰어도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라는 집 안에는 여러
개의 메소드라는 기계들이 들어가 있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 장에서 알아본 클래스와 객체, 메소드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
은 분들은 이 장에서 실제 코드를 통해서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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