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 salary = new int[12];

지금까지 배운 변수들은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값
을 저장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이 초기화하거나, 아
래처럼 초기화해주면 되요.
대괄호 안에는 배열에 저장
할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12칸의 int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되는 거에요.

3부

그리고, 반드시 타입 앞에는
new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
int[] salary;
salary = new int[12];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배열의
초기화는 어떻게 할
까요?

int [] salary;
int salary2[];

배열 변수 선언은 이렇게 하는
거에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기본 자료형 변수 선언이랑 똑
같고, 대괄호만 열었다가 닫아
주면 됩니다.

자바의 배열을 초기화
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객체지향

이 공간의 위치는 0부터 시작해요.
총 12칸이니까 마지막 칸은 위치값
이 11번이 됩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배열을
간단하게 생성할 수도 있
어요.

8장 참조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9장 자바를 배우면 패키지와 접근 제어자는 꼭 알아야 해요
10장 자바는 상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11장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Object에요
12장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그리고 enum
13장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14장 다 배운거 같지만, 예외라는 중요한 게 있어요

int [] salary
= {100, 100, 100, 100, 100};

기본 자료형은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String [] mont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October",
"November", "December"};

참조 자료형은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데, String이 약간 특이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구요.

String [] month =
{new String("January"),
new String("February"),
...};

원래 참조 자료형은 이렇게 new를
사용하여 중괄호 안에서 객체를 생
성해줘야 합니다.

15장 어노테이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16장 이제 기본 문법은 거의 다 배웠으니 정리해 봅시다

8장
참조 자료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 이 책의 가장 앞에 있는 장을 보고 이해가 안 되었거나,
● if 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었거나,
● 클래스와 메소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1장을 다시 읽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 클래스와 메소드에 대해서 잘 알고,
● 생성자와 매개 변수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 장을 넘어가도 됩니다.

참조 자료형은 나머지 다에요
앞에서 자바의 타입은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이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계속 알
아본 기본 자료형 8개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은 모두 참조 자료형Reference type이다.

만들고, 생성자와 메소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각 변수들에 대해서는
4장에서 배웠으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그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면 본
격적으로 생성자와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려면,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의 가장 큰 차이는 new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지 여부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이 new 없이도 객체를 생

기본 생성자

성할 수 있는 참조 자료형은 오직 String 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자바는 생성자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본 생성자가 있다. 지금까

다시 말해서 byte, short, int, long, float, double, char, boolean을 제외하고는

지 여러분들이 main() 메소드에서 실습 클래스의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한 것이 바

모두 참조 자료형이다. 지금까지 이 책의 여러 예제를 실행하면서 이 기본 자료형의

로 기본 생성자다. 예제를 통해서 보자. 먼저 ReferenceTypes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값을 할당할 때 new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new를 사용하여 이 타입

main() 메소드도 다음과 같이 만들자.

들의 값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자바로 개발하다 보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참조 자료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참조 자료형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자바의 기본 문법들을 다 배운
이후에, 정확하게는 <자바의 신> Vol.2의 첫장부터 알아볼 것이다. 자바의 기본이 닦
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참조 자료형을 사용하는 것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ReferenceTypes reference = new ReferenceTypes();
}
}

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읽어서 참조 자
료형에 대한 기본을 익히기 바란다.
앞장까지 배운 각종 연산자들은 대부분 기본 자료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는 참조 자료형 중에서 String 클래스만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 클래스
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외에 다른 참조 자료형이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오직
하나다. 바로 값을 할당하기 위한 등호(=) 뿐이다.
그렇다면, if나 switch와 같은 조건문이나 for나 while과 같은 반복문에서는 사용
할 수 있을까? 참조 자료형을 if 같은 조건문이나 while이나 for와 같은 반복문에서
그냥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해당 자료형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에서 boolean 타입의 리
턴값을 제공하면 사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null인지 체크하는 경우는 이러한 조건
문이나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조 자료형의 연산은 예제를 통해서 천천
히 살펴보자(참고로 switch 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조 자료형도 String 뿐인데, 이
String도 JDK 7이상의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참조 자료형은 new를 사용하여 객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new 뒤에 나오는 것
이 바로 생성자다.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면 보통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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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메소드를 보면 ReferenceTypes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reference를 만

든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등호 우측에 new 옆에 있는 ReferenceTypes() 라
는 것이 바로 생성자다. 그런데, 이 소스를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ReferenceTypes()라는 생성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는
ReferenceTypes()라는 생성자는 다른 생성자가 없을 경우 기본으로 컴파일할 때 만

들어진다.
그렇다면 ReferenceTypes라는 클래스의 String 하나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생
성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public ReferenceTypes(String data) {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ReferenceTypes reference = new ReferenceTyp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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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는 메소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리턴 타입이 없고, 클래스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메소드와 다르다. 이렇게 String을 매개 변수로 받는 생성자를 만들고 컴
파일하자.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만들어 준 후에 컴파일하면, main() 메소드에
서 컴파일 오류는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자바에서 생성자는 왜 필요할까? 자바의 생성자는 자바 클래스의 객
체(또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방금 살펴본 main() 메소드에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될까?

reference라는 것이 바로 객체다. 지금까지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

1

분만
생각해 봅시다

들어 왔던 메소드나 생성자는 그 선언 방식이 비슷하다. 단지 다르다고 하면, 앞에 리
턴 타입이 없고, 메소드 이름 대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이름을 지정하는 것뿐이

이 소스를 그대로 컴파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 java ReferenceTypes.java
ReferenceTypes.java:8: cannot find symbol
symbol : constructor ReferenceTypes()
location: class ReferenceTypes
ReferenceTypes reference = new ReferenceTypes();
^
1 error

cannot find symbol이라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였다. 왜 이러한 오류가 발

다. 생성자에 리턴 타입이 없는 이유는 생성자의 리턴 타입은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
문이며,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해야 컴파일러가 “아~ 얘가 생성자구나~~”하고 알아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성자를 작성할 때에는 클래스의 가장
윗부분에 선언하는 것이 좋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public ReferenceTypes(){
}
public ReferenceTypes(String str){
}

생할까? 필자가 기본 생성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는

public String getOOO(){
return "OOO";
public void setOOO(){
}
// 이하 생략

ReferenceTypes()라는 생성자는 다른 생성자가 없을 경우 기본으로 컴파일할 때 만

들어진다.”라고 했다. 그런데, 기본 생성자는 다른 생성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 그러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처럼 간단히 만들어 주면 된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public ReferenceTypes() {
		
}
public ReferenceTypes(String data) {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ReferenceTypes reference = new ReferenceTyp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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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영역

메소드 영역

}

즉, 인스턴스 변수들을 선언한 후에 생성자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소드들을 위치시켜야 누가 해당 소스코드를 보더라도 생성자를 찾기 위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메소드가 클래스 선언 바로 다음에 선언되
어 있고, 그 밑에 생성자가 있으면 컴파일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코드들을 이러한 암묵적인 약속하에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도 이러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
만약 클래스에 생성자가 없으면, 그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
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성자가 없더라도 객체를 얻을 수 있는 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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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자바의 신> Vol.2에서 배우는 API

어떻게 만들면 될까?

를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금은 “그런 클래스들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

3

분만
생각해 봅시다

고 있기 바란다.

name, phone, email은 모두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므로, 모두 String으로 선언하

생성자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면 될 것이다. 필자가 만든 MemberDTO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몇몇 독자는 방금 알아본 ReferenceTypes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들을 보면서
“왜 생성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지? 그래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바는 클래스의 객체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갖는 여
러 생성자를 가질 수 있다. 생성자의 개수는 1개여도 되고 100개가 되도 상관이 없

public class MemberDTO {
public String name;
public String phone;
public String email;
}

다. 이러한 이유는 예를 통해서 살펴보자.
자바 패턴 중에서 DTO라는 것이 있다. 어떤 속성을 갖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속

이렇게 DTO를 만들어 두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자바의 메소드를 선언할 때 리턴

성들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DTO라는 것을 만든다. 이 DTO는 Data Transfer

타입은 한 가지만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데이터를 리턴하려면 String[]

Object의 약자다. 비슷한 클래스로 VO라는 것도 있다. VO는 Value Object의 약자

과 같이 배열을 리턴해도 되겠지만, int 타입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매우 애매해진다.

로 DTO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VO는 데이터를 담아 두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래서, 이처럼 DTO를 만들어 놓으면 메소드의 리턴 타입에 MemberDTO로 선언

DTO는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어떻게 보면 DTO가

하고, 그 객체를 리턴해 주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이다.

VO를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DTO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참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패턴”이라는 것이 있다. 패턴은 비슷한 기능을 하
는 규칙에 하나의 이름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러분들이 자바를 보다 더 제대로
개발하고 사용하려면 패턴을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자바에서 사용하는 패턴을

public MemberDTO getMemberDTO() {
MemberDTO dto=new MemberDTO();
//중간 생략
return dto;
}

제대로 설명하면 책 한 권이다. 자바에서 사용하는 패턴이 궁금하다면 “자바 패턴”으로 검색
해 보면 많은 참조 서적과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 MemberDTO를 패턴까지 설명하면서 알아보는 이유는 바로 생성자 때
문이다.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사람의 아무 정보도 모를 때도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담는 DTO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보통 사람의 개인
정보라고 하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다.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정보만 생각해보자. 클래스 이름

있고, 이름만 알 때도 있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도 있고,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때도 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생성자를 MemberDTO에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은 MemberDTO라고 하고, 각각의 속성은 name, phone, email이라는 인스턴스 변
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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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ring email;
/**
* 아무 정보도 모를 때
*/
public MemberDTO() {
}
/**
* 이름만 알 때
* @param name
*/
public MemberDTO(String name){
this.name = name;
}
/**
*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 @param name
* @param phone
*/
public MemberDTO(String name, String phone){
this.name = name;
this.phone = phone;
}
/**
*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때
* @param name
* @param phone
* @param email
*/
public MemberDTO(String name, String phone, String email){
this.name = name;
this.phone = phone;
this.email = email;
}
}

각 생성자의 주석(생성자 위에 있는 /**으로 시작하고 */로 끝나는 주석)을 보면
각 생성자가 언제 사용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바의 생성자
는 매개 변수 개수의 제한은 없고, 몇 개를 만들어도 상관 없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들어지므로,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꼭
필요에 맞는 생성자만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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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제외하고 모두 this라는 예약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예약어를 변수에 사용할 때에는 객체의 변수와 매개 변수의 이름이 동
일할 때, 인스턴스의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방금 만든 네 개의 생성자를 사용하여 MemberDTO의 객체를 생성해보자. 이 장
에서 예제용으로 만든 ReferenceTypes 클래스에 makeMemberObject()라는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만들자.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makeMemberObject() {
MemberDTO dto1=new MemberDTO();
MemberDTO dto2=new MemberDTO("Sangmin");
MemberDTO dto3=new MemberDTO("Sangmin","010XXXXYYYY");
MemberDTO dto4=new MemberDTO("Sangmin","010XXXXYYYY",
"god@godofjava.com");
}
}

이렇게 네 가지 생성자를 모두 활용하여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모두
MemberDTO의 객체들이지만 이 네 가지 생성자로 만든 객체들은 서로 다른 속성
값들을 갖고 있다.
●●

dto1: 아무런 속성값도 설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자열의 값이 지정되
어 있지 않다.

●●

dto2: 이름만 지정되어 있다.

●●

dto3: 이름과 전화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

dto4: 모든 속성값이 지정되어 있다.

그냥 이 dto1~dto4를 보는 독자들은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는 dto1이 가장 좋
겠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속성을 전부 지정한 dto4가 가장 좋겠네”라는
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답은 없다. 생성자를 만들 때에는 어떤 생성
자들이 꼭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고, 생성자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것이
해당 클래스에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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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생성자에 대한 감은 잡혔을 것이라 생각된다.

는 name은 모두 매개 변수로 넘겨준 name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혼동을 가장 쉽
게 피하는 방법은 매개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하는 것

이 객체의 변수와 매개 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this
앞절에서 생성자를 선언할 때 this라는 예약어를 사용했다. 이 this라는 예약어는 영
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 객체”의 의미다. 하지만, 자바에는 that이라는 예약어는
없다(좀 썰렁한가?). this 예약어는 생성자와 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장에
서 살펴본 생성자 중에서 매개 변수를 하나만 받는 생성자를 다시 살펴보자.
public class MemberDTO {
public String name;
public String phone;
public String email;
public MemberDTO(String name) {
this.name = name;
}
}

이 코드에 this라는 것이 없으면 어떨까?
public class MemberDTO {
public String name;
public String phone;
public String email;
public MemberDTO(String name) {
name = name;
}
}

이다.
public class MemberDTO {
public String name;
public String phone;
public String email;
public MemberDTO(String paramName) {
name = paramName;
}
}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하면 쉽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컴파일러도 혼
동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을 구분하는 것보다 간단한 방법이 this라는
예약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처음에 살펴본 생성자를 다시 보자.
public class MemberDTO {
public String name;
public String phone;
public String email;
public MemberDTO(String name) {
this.name = name;
}
}

이렇게 this.name이라고 지정해 주면, 매개 변수 안에 있는 name이 아닌 “이 객
체의 name”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정해 준다. 그러면, 컴파일러나 여러분들도 쉽게 구
분이 될 것이다. this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변수에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메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컴파일을 하는 컴파일러(javac)라고 생각해보자. 인스턴스
변수인 name도 있고 매개 변수로 넘어온 name도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앞에 있
는 name은 인스턴스 변수인 name으로 생각하게 하고, 뒤에 있는 name은 매개 변
수인 name으로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컴파일러는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쉽

소드에도 this를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직 상속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
에 메소드에 this를 붙이는 것은 다음 장에서 자바의 상속을 배운 후에 살펴보자.
지금까지 생성자와 this에 대해서 배웠다. 이제 클래스의 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자.

게 움직여 주질 않는다. 생성자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있

226

3부. 객체지향

8장. 참조 자료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27

메소드 overloading
이 장의 앞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클래스의 생성자는 매개 변수들을 서로 다르게
하여 선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소드도 이렇게 이름은 같게 하고 매개 변수들을 다
르게 하여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ReferenceTypes 클래스에 다음과 같이 print()라는 메소드를 네 개 만들자.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print(int data) {
}
public void print(String data) {
}
public void print(int intData,String stringData) {
}
public void print(String stringData,int intData) {
}
}

overload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과적하다. 너무 많이 부하를 주다. 지나
치다.”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메소드 이름을 사용하면서 여러 기능을 제공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의 메소드 이름으로 많은 부하를 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일까? 개발자들을 힘들게
하려고? 아니다 오히려 정 반대다. 지금까지 이 책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
했던 메소드 중에서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소드가 있다. 이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int만 넘겨줘도 되고, long만 넘겨줘도 되고, String만 넘겨줘도 된다. 이게
바로 오버로딩의 잇점이다. 만약 int만 넘겨줄 때에는 System.out.printlnInt()라
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long만 넘겨줄 때에는 System.out.printlnLong()이라는 메
소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귀찮겠는가? 세상에 외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매개 변수에 따라서 메소드 이름이 바뀌어야만 한다면, 개발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안 그래도 개발자를 힘들 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말이다).
다시 말하면, 메소드 오버로딩은 “같은 역할은 같은 메소드 이름을 가져야 한다.”
는 모토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생성자도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된다. 이것도 오버로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더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은 모두 이름이 동일하다. 하지만, 각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종류와 개
수, 순서가 다르다. 첫 번째 print( ) 메소드는 int를 매개 변수로 하고 있고, 두 번째 print( ) 메
소드는 String을 매개 변수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소드와 네 번째 메소드를 보면

메소드에서 값 넘겨주기

각 매개 변수들의 이름은 같지만, 세 번째 메소드는 int, String 순서이며, 네 번째 메소드는

이번 절에서는 메소드의 수행과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바에서 메소드가 종료되

String, int 순이다.

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개수가 같아도 타입의 순서가 다르면 다른 메소드처럼 인식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개 변수의 이름이 아니라 매개 변수의 타입이다. 타입이 다르면 다른 메소드로 생각

●●

메소드의 모든 문장이 실행되었을 때

●●

return 문장에 도달했을 때

●●

예외를 발생throw했을 때

하지만, 타입이 같고 변수 이름이 같으면 같은 메소드로 인식한다. 처음 자바를 배우는 분들
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니, 여러분들이 직접 이 print( ) 메소드에 byte
나, long들의 매개 변수를 받는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기 바란다. 여러 번 이런 코드를 작성
해 봐야 여러분들의 몸에 익을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예외라는 것은 일단 잊자. 14장의 “다 배운거 같지
ReferenceTypes 클래스에 네 개의 메소드를 추가한 후에 컴파일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된다. 실행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 메소드의 이름을
같도록 하고, 매개 변수만을 다르게 하는 것을 바로 오버로딩overloading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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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들이 까먹고 리턴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걱

●●

빈 공간, 공동; 공허감

●●

…이 하나도 없는

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리턴 타입이 있다고 해놓고, 리턴을 하지 않을 때에는

●●

무효의, 법적 효력이 없는

컴파일러에서 에러를 내뿜어주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3개 메소드의 리턴 문장을
주석 처리한 후 컴파일 해보자.

라고 나온다. 이 void라는 것은 자바에서 “이 메소드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
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void라고 선언했을 때에는 메소드의 마지
막 부분까지 수행되면 메소드가 종료된다.
그렇다면, void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을 넘겨 줄 수 있을까? 자바에서는 모든 타
입을 한 개만 리턴 타입으로 넘겨줄 수 있다. 모든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 중 하
나를 리턴할 수 있다.
그러면 int, int의 배열, String을 리턴하는 예제를 각각 ReferenceTypes 클래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자.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int intReturn() {
int returnInt=0;
return returnInt;
}
public int[] intArrayReturn() {
int returnArray[]=new int[10];
return returnArray;
}
public String stringReturn() {
String returnString="Return value";
return returnString;
}
}

실제로 각 메소드에서는 계산 작업이나 데이터 처리를 거친 후에 리턴을 해 주
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초기화만 한 후 리턴해 주었다. 이렇게 메소드 이
름 앞에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주고, 메소드 내에서는 그 타입을 생성하고 가공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int intReturn() {
int returnInt=0;
//return returnInt;
}
public int[] intArrayReturn() {
int returnArray[]=new int[10];
//return returnArray;
}
public String stringReturn() {
String returnString="Return value";
//return returnString;
}
}

이렇게 리턴 구문을 주석 처리하고 컴파일하면 다음과 같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
한다.
$ javac ReferenceTypes.java
ReferenceTypes.java:46: missing return statement
}
^
ReferenceTypes.java:50: missing return statement
}
^
ReferenceTypes.java:54: missing return statement
}
^
3 errors

한 후 “return”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하여 리턴해 주면 된다. 이 메소드들이 추가된
ReferenceTypes 클래스를 컴파일 해보자. 오타만 없다면 정상적으로 컴파일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소스와 필자가 만든 소스의 줄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ReferenceTypes.java: 뒤에 있는 숫자는 다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메소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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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문장이 없다고 출력되지는 않고, 리턴 문장이 빠졌다는 정보만 출력해준다. 컴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파일 오류가 발생했다는 문장을 확인했으면, 방금 주석 처리한 부분의 주석을 풀어
주자.
그런데, 만약 리턴 문장 뒤에 다른 계산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다
음과 같이 리턴 문장 뒤에 한 줄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int intReturn() {
int returnInt=0;
return returnInt;
returnInt++;
}
}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int intReturn() {
int returnInt=0;
if(returnInt==0) {
return ++returnInt;
} else {
return --returnInt;
}
}
}

if 문이 있는 경우다. if 문 조건에 맞으면 returnInt에 1을 더한 결과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returnInt에 1을 뺀 결과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다.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될까?

필자가 방금 리턴 문장 뒤에는 아무런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다.
이 예제를 컴파일하면 정상적으로 컴파일 된다. 만약 if 문 안에 리턴 문장이 있을

1

분만
생각해 봅시다

경우에는 그 이외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턴 문장이 하나의 메소드 내에 두개
이상 있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else 문장에서 리턴을 하지 않는다면 이 메소드

여러분들이 return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하여 메소드를 리턴하면, 그 메소드는 값
을 넘겨주고 그 위치에서 종료한다. 다시 말해서 returnInt++;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는 다시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if 문이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더 깔끔할 수도 있다.

부분은 절대 실행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컴파일하면 다음과 같은 메
시지가 출력된다.
$ javac ReferenceTypes.java
ReferenceTypes.java:46: unreachable statement
returnInt++;
^
ReferenceTypes.java:47: missing return statement
}
^
2 errors

“unreachable statement”라는 메시지와 함께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즉, 리턴
문장 이후에는 어떤 문장도 있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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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리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의 타입

//약 100줄 정도의 코드 중간 생략
}

만 리턴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럼 여러 개를 넘겨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고 궁금
해 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이 장의 앞 부분에서 배운 DTO
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배열도 넘겨 주고 싶고, 문자열도 넘겨주고 싶고, 기본 자료
형도 넘겨주고 싶을 때 자바에서는 한 개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 DTO를 리턴
타입으로 선언해주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타입에 넣어서 넘겨줄 수 있다. 예
를 들어 앞서 알아본 MemberDTO를 사용하면 3개의 데이터(이름, 이메일, 전화번
호)를 한번에 넘겨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절의 앞에서 void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메소드에서 값을 넘겨 줄 때에는 return을 사용해주면 되지만, 리턴 타입이 void인 메

}

“앗 void인 메소드에 return을 사용하다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void인 메소드에서는 이와 같이 return 뒤에 아무 것도 없이 바로 세미콜론을 적어
주면, “메소드 수행을 종료해라.”라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명시적으로 중괄호로 묶어 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중괄호가 많으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니 중괄호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드에서 더 이상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break 같은 예약어
를 쓰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break는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if 문장을 다음과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예에서는 flag 값이 false일 경우에만 계속 메소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wantToStopInTheMiddle(boolean flag) {
//약 50줄 정도의 코드 생략
if(!flag) {
//약 100줄 정도의 코드 중간 생략
}
}
}

물론 이렇게 if 문으로 묶어서 원하는 코드만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static 메소드와 일반 메소드의 차이
몇몇 호기심이 많은 독자는 지금까지 main() 메소드에서 자신의 클래스나 다른 클
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객체를 생성해 왔는데, 방금 예제로 다룬
System.out.println() 메소드는 왜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될까? 그 이유는 바로

static이라는 예약어 때문이다. static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 마법의 메소드다.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었던 MemberDTO에 다음과 같이
staticMethod()라는 메소드를 만들자.

public class MemberDTO {
//중간 생략
public static void staticMethod() {
System.out.println("This is a static method.");
}
}

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하면 코드가 깔끔해 진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wantToStopInTheMiddle(boolean flag) {
//약 50줄 정도의 코드 생략
if(flag)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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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MemberDTO {
//중간 생략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MemberDTO.staticMethod();
}
}

이 MemberDTO 클래스를 컴파일해 보자. 제대로 컴파일이 될까?

1

분만
생각해 봅시다

필자가 방금 “static 메소드는 클래스 변수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다. name이라는 변수는 static이 붙어있지 않은 인스턴스 변수이기 때문에 컴파일

MemberDTO의 생성자를 이용하여 객체를 만들지도 않고 staticMethod()를 호

을 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출력된다.

출했다. 컴파일이 제대로 되는지 컴파일을 해보기 바란다.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

1

분만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staticMethod()라는 메소드는 static 메소드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
지 않고서도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컴파일한 ReferenceTypes 클래스를 실행해도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메소드 내용이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his is a static method.

$ javac ReferenceTypes.java
MemberDTO.java:44: non-static variable name cannot be referenced
from a static context
System.out.println(name);
^
1 error

“non-static variable name cannot be referenced from a static context”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번역해보면 “static이 아닌 변수 이름은 static
context에서 참조할 수 없다.”라는 말이다. 이러한 컴파일 오류를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몇몇 독자는 “이렇게 모든 메소드에 static을 붙이면 될 텐데

●●

하나는 staticMethod() 의 선언에 static을 빼는 방법이다. 그러려면

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구만……”이라고 생각할

staticMethod() 메소드를 참조하는 모든 메소드에서 MemberDTO의 객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static 메소드는 클래스 변수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를 생성한 후 staticMethod()를 호출해야만 한다.

staticMethod()에 다음과 같이 한줄을 추가하자.

●●

다른 한 가지 방법은 MemberDTO의 name이라는 변수 선언시 static으로
선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String 앞에 static을 붙여주면 된다.

public class MemberDTO {
//중간 생략
public static void staticMethod() {
System.out.println("This is a static method.");
System.out.println(name);
}
}

public static String name;

만약 여러분이 name을 static으로 선언하게 되면 이 name은 인스턴스 변수가 아
닌 클래스 변수가 된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인스턴스 변수에 static을 붙이면 여
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클래스 변수가 되면, 모든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name이라는 것은 MemberDTO의 인스턴스 변수로 선

객체에서 하나의 값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언한 String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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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통해서 static이 왜 위험한지 확인해 보자. 가장 먼저 MemberDTO의

이렇게 변경한 후 ReferenceTypes 클래스를 컴파일하자. 필자가 시킨 대로 제대

name에 위와 같이 static을 추가하자. 그리고, 컴파일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 했다면, 컴파일은 이상 없이 진행될 것이다. “MemberDTO는 컴파일 안 해도 되

staticMethod()의 name 사용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 처리해 놓자.

나요?”라고 궁금해 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자바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를 컴파일할 때 관련된 클래스가 컴파일 되어 있지 않다면,

public class MemberDTO {
//중간 생략
public static void staticMethod() {
System.out.println("This is a static method.");
//System.out.println(name);
}
}

알아서 컴파일을 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chechMemberDTOName() 메소드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3

분만
생각해 봅시다

dto1에 있는 name은 “Sangmin”이고, dto2에 있는 name은 “Sungchoon”
그 다음에는 ReferenceTypes 클래스에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추가하자.

이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로는 dto1의 name만 두 번 출력했으니 두 결과 모두
“Sangmin”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checkMemberDTOName() {
MemberDTO dto1=new MemberDTO("Sangmin");
System.out.println(dto1.name);
MemberDTO dto2=new MemberDTO("Sungchoon");
System.out.println(dto1.name);
}
}

여기서 checkMemberDTOName() 메소드의 마지막 줄에 있는 dto1.name은 오타가
아니다. 두 개의 출력문에 모두 dto1.name이라고 적어주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ReferenceTypes 클래스의 main()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checkMemberDTOName()만 호출하도록 하자.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ReferenceTypes reference = new ReferenceTypes();
//중간 생략
reference.checkMemberDTOName();
}
}

Sangmin
Sungchoon

왜냐하면 MemberDTO의 “name이라는 변수가 인스턴스 변수가 아닌 클래스 변
수이기 때문”이다. MemberDTO의 name 선언부에서 static을 제거하고, 컴파일을
다시 한 후 ReferenceTypes 클래스를 다시 실행해보자.
Sangmin
Sangmin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static은 아무
때나 붙이면 안 된다. 기억력이 좋은 독자는 “웬지 이 말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 이야기는 이미 7장에서 거론했다. 그만큼 static을 붙일
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static 블록
static에 대해서 설명한 김에 static을 특이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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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면서 딱 한 번만 불려야 하는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

일단은 이 예제 코드에서 data라는 값은 신경 쓰지 말고, System.out.println()
메소드들만 살펴보자. 이 StaticBlock 클래스에는 두개의 static 블록이 선언되어 있

자. 그러한 코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 static 블록은 이처럼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으며, 선언되어 있는 순서는 매우 중

2

분만
생각해 봅시다

요하다. 왜냐하면, 선언된 순서대로 블록들이 차례로 호출되기 때문 이다.
이 StaticBlock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ReferenceTypes 클래스에 다음과 같

객체는 여러 개를 생성하지만, 한 번만 호출되어야 하는 코드가 있다면 “static 블

은 메소드를 하나 만들자.

록”을 사용하면 된다. static 블록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여 사용한다.
static {
//딱 한 번만 수행되는 코드
}

이 static 블록은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한 번만 호출되고, 그 이후에는 호출하려고
해도 호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클래스 내에 선언되어 있어야 하며, 메소드 내에서는
선언할 수가 없다. 즉, 인스턴스 변수나 클래스 변수와 같이 어떤 메소드나 생성자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makeStaticBlockObject() {
System.out.println("Creating block1");
StaticBlock block1=new StaticBlock();
System.out.println("Created block1");
System.out.println("Creating block2");
StaticBlock block2=new StaticBlock();
System.out.println("Created block2");
}
}

예제를 통해서 static 블록과 친해지자.
두 개의 StaticBlock 객체를 만들었으며, 호출되는 순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객체
생성 전, 후에 출력문을 추가해 두었다. Reference Types 클래스의 main() 메소드에

public class StaticBlock {
static int data=1;
public StaticBlock() {
System.out.println("StaticBlock Constructor.");
}

서 이 메소드만 호출하도록 한 후 컴파일하고, 실행해보자.
어떤 결과가 출력될지 예상해보자.

2

분만
생각해 봅시다

static {
System.out.println("*** First static block. ***");
data=3;
}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static 블록

static {
System.out.println("*** Second static block. ***");
data=5;
}
public static int getData() {
return da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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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block1
*** First static block. ***
*** Second static block. ***
StaticBlock Constructor.
Created block1
Creating block2
StaticBlock Constructor.
Created bloc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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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StaticBlock 객체를 만들었지만, static 블록들은 단지 한 번씩만 호출되
었다. 게다가 생성자가 호출되기 전에 static 블록들이 호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static 블록은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꼭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static 블록 안에서는 static 한 것들만 호출할 수 있다. StaticBlock 클래
스를 살펴보면, static 블록 안에서 사용한 data라는 값은 static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data 변수 선언에 있는 static 예약어를 없앤다면,
이 클래스는 컴파일이 되지 않는다.
ReferenceTypes 클래스의 makeStaticBlockObject() 메소드의 가장 첫 줄과 마

지막 줄에 다음의 한 줄을 넣어 data 값을 확인해보자.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makeStaticBlockObject() {
System.out.println("data="+StaticBlock.getData());
//앞서 작성되어 있는 부분 생략
System.out.println("data="+StaticBlock.getData());
}
}

StaticBlock Constructor.
Created block2
data=5

data 값이 출력되기 전에 static 블록들이 호출되어 두 줄의 결과가 먼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static 블록은 생성자가 불리지 않더라도, 클래스에 대한 참
조가 발생하자마자 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static 블록에서 data처럼 static 변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getData()와
같이 static으로 선언된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다. 궁금하다면 직접 코드를 변경하여
확인해 보기 바란다.
static 블록을 여러분들이 쓸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사용
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Pass by value, Pass by reference
이번에는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바를 몇년 간 한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항은 머리 속에 꼭 넣어
놔야만 한다. (필자가 너무 겁을 많이 줬나? ㅎㅎ)

가장 첫 줄에서 StaticBlock 클래스를 호출하였으므로, 생성자보다 먼저 호출된다.

먼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자. 다음과 같이 callPassByValue()라는 메소드에 int
값으로 10을, String 값으로 b를, MemberDTO의 name을 “Sangmin”으로 선언한

과연 결과는 어떻게 출력될까?

후 passByValue()라는 메소드로 넘겨 주었다.

2

분만
생각해 봅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First static block. ***
*** Second static block. ***
data=5
Creating block1
StaticBlock Constructor.
Created block1
Creating bloc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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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callPassByValue() {
int a=10;
String b="b";
MemberDTO member=new MemberDTO("Sangmin");
passByValue(a,b,member);
System.out.println("callPassByValue method result !!! ");
System.out.println("a="+a);
System.out.println("b="+b);
System.out.println("member.name="+member.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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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void passByValue(int a, String b,MemberDTO member) {
a=20;
b="z";
member=new MemberDTO("SungChoon");
System.out.println("passByValue method result !!! ");
System.out.println("a="+a);
System.out.println("b="+b);
System.out.println("member.name="+member.name);
}

passByValue method result !!!
a=20
b=z
member.name=SungChoon

passByValue() 메소드에서
출력한 값

callPassByValue method result !!!
a=10
b=b
member.name=Sangmin

callPassByValue() 메소드에서
출력한 값

}

그 다음에 passByValue()라는 메소드에서는 int인 a의 값을 20으로, String인 b의
값을 “z”로, MemberDTO인 member에 name을 “SungChoon”으로 사용하는 생
성자를 사용하여 기존 객체를 버리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도록 했다.
ReferenceTypes 클래스의 main() 메소드에서 callPassByValue() 메소드만 호출하

도록 한 후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필자가 이야기한 것이 틀리다면, callPassByValue() 메소드에서 메소드 호출 후
에 출력하는 결과가 passByValue() 메소드에서 출력하는 결과와 같아야만 한다. 하
지만, 필자 말대로 해당 변수들의 복제본들만 메소드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원래 호출
한 메소드에 있는 변수들의 값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게 바로 “Pass by Value”라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allPassByValue()에서
int a, String b,
MemberDTO member

5분만
생각해 봅시다

매개변수
복제

의 값 선언

passByValue()에서
int a, String b,
MemberDTO member
의 값 변경

다른 예제와 다르게 이 예제는 생각할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고 했다. 그만큼 이 부
분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callPassByValue()의

결과를 보기 전에 “Pass by Value”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자. “Pass by Value”라

객체들은 그대로

는 말은 “값을 전달한다”는 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값만 전달한다”는 말이다. 손

메소드 종료 후

메소드 매개 변수 전달 방법

오공이나 나루토라는 만화를 보면 복제술이 나온다. 내 몸의 모습을 복제하여 상대방
이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Pass by

“뭐 별거 아니네 ~~~ 쉽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Value”는 이 복제술처럼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넘길 때에는 원래 값은 놔 두고, 전달

참조 자료형은 약간 복잡하게 동작한다. 만약 매개 변수로 받은 참조 자료형 안에 있

되는 값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은 메소드에서 그 값을

는 객체를 여러분들이 변경하면, 호출한 참조 자료형 안에 있는 객체는 호출된 메

어떻게 지지고 볶든 간에 원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소드에서 변경한 대로 따라서 바뀐다. 이와 같이 값value이 아니라 객체에 대한 참조

기본 자료형은 “무조건”, “Pass by Value”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리고, 참조 자
료형도 “Pass by Value”로 데이터를 전달한다(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Reference가

넘어가는 것을 “Pass by Reference”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member라

는 변수의 name을 passByValue() 메소드에서 변경하도록 해당 메소드를 변경하자.

일단은 그렇게 외우시라).
이제 ReferenceTypes 클래스를 컴파일하고 실행해보자.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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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passByValue(int a, String b,MemberDTO member) {
a=20;
b="z";
//member=new MemberDTO("SungChoon");
member.name="SungChoon";
System.out.println("passByValue method result !!! ");
System.out.println("a="+a);
System.out.println("b="+b);
System.out.println("member.name="+member.name);
}
}

●●

참조 자료형 안에 있는 변수들은 매개 변수로 넘어갈 때 참조가 넘어가는
Pass by Reference이다.

기본 자료형은 무조건 Pass by Value이기 때문에 별로 혼동은 안 될 것이다. 하
지만, 매개 변수로 넘어가는 참조 자료형 자체는 Pass by Value이기는 하나, 그 안에
있는 애들은 Pass by Reference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String도 참조 자료형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값만 z로 변경한거니
까, 원래 호출한 메소드에 있는 것도 바뀌어야 하는거 아니에욧 ? !!!!”라고 따지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String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사용한 것은,
String b="b";
b="z";

이렇게 변경하고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보자.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1분만
생각해 봅시다
변경된 예제 클래스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passByValue method result !!!
a=20
b=z
member.name=SungChoon
callPassByValue method result !!!
a=10
b=b
member.name=Sangmin

String b=new String("b");
b=new String("z");

여러분들이 new를 안 썼을 뿐이지 String은 따옴표로 묶어주어서 기존 변수에 할당
passByValue() 메소드에서
출력한 값

callPassByValue() 메소드에서

하는 작업 자체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String b="b";
b=b+"z";

출력한 값

“이거는 값만 바꿨잖아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바에서의 String은 이
렇게 더하기 연산을 하면 기존의 객체는 버리고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 그래서, 이러

당연히 int인 a나 String인 b는 callPassByValue() 메소드에서 값이 변경되지는

한 연산은 new를 안썼을 뿐이지 위에 있는 b=“z”와 다를 것이 없다. String이 약간

않았다. 하지만, MemberDTO인 member의 name은 “SungChoon”으로 변경되어

특이한 클래스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바의 신> Vol.2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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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by Value와 Pass by Reference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모든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은 매개 변수로 넘어갈 때 값이 넘어가는

지 않다. 그러므로, 이 절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몇 번씩 예제를 변경해 가면서

Pass by Value이다.

실행하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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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특이한 방법
참조 자료형의 메소드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특이한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까지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만 알
아보았다. 하지만,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될지, 호출할 때마다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이 배열을 넘겨주는 방법일 것이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calculateNumbers(int[] numbers) {
//내용 생략
}
}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calculateNumbers(int...numbers) {
int total=0;
for(int number:numbers) {
total+=number;
}
System.out.println("Total="+total);
}
}

이 예제 소스를 ReferenceTypes 클래스에 추가하자. 이렇게 사용하면 numbers[]
라는 배열을 받은 것과 다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뭐 배열 보내는 거랑 뭐가 달
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열을 사용하는 것과는 호출하는 방법

하지만, 이렇게 배열을 사용해도 되지만, 매개 변수로 넘겨 줄 때 계산할 숫자들을
모두 배열로 만든 후 넘겨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임의

이 다르다. ReferenceTypes 클래스의 main() 메소드에서 방금 만든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호출하여 사용하면 된다.

개수의 매개 변수(Arbitrary Number of Arguments)를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한다. 다음과 같이 배열이 아닌 int 값들을 받을 수 있는 calculateNumbers()라는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calculateNumbers(int… numbers) {
//내용 생략
}
}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ReferenceTypes reference = new ReferenceTypes();
//중간 내용 주석 처리
reference.calculateNumbers(1,2,3,4,5);
}
}

“흠… 다르긴 하네…”라고 생각될 것이다. 실제로 이 calculateNumbers() 메소드
는 다음과 같이 호출해도 전혀 문제 없이 컴파일하고 실행된다.

이와 같이 “타입... 변수명”으로 선언해 주면, numbers는 배열로 인식하고, 그 값
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을 적어줄 때에 점을 연속해서
적어주어야지, 점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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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ReferenceTypes reference = new ReferenceTypes();
reference.calculateNumbers(1);
reference.calculateNumbers(1,2);
reference.calculateNumbers(1,2,3);
reference.calculateNumbers(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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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calculateNumbers(1,2,3,4,5);
}
}

다시 말하면 int... numbers 선언 뒤에는 메소드의 선언을 닫는 소괄호 )가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약이 있는 메소드 선언을 어디에 사용할까? 화면에 결과를 출력하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매개 변수 수를 정하기 애매한 경우 타입과 변수명 사이
에 점 세개를 연달아 입력해주면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의 메소드

는 메소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온 System.out.println() 말고도, System.
out.printf()라는 메소드가 있다. 이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printf(String format, Object... args)

에서는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 여러 매개 변수가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선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만 한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arbitrary(String message, int … numbers) {
//내용 생략
}
}

하지만,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public class ReferenceTypes {
//중간 생략
public void arbitrary(int … numbers, String message) {
//내용 생략
}
}

가장 앞에는 출력하는 포맷format을 선언하고, 그 뒤에는 Object라는 타입의 args
라는 것을 임의의 개수만큼 받는다. 여기서 Object라는 타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서 자세히 알아 볼 것이니 일단 생각하지 말자. 이 printf()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규칙을 알아야 하는데, 이 규칙은 <자바의 신> Vol.2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만 확인해 보자.
MemberDTO dto=new MemberDTO("Sangmin","010XXXXYYYY",
"god@godofjava.com");
System.out.printf("Name:%s Phone:%s E-Mail:%s\n", dto.name,
dto.phone,dto.email);

printf() 메소드의 가장 앞에 지정하는 format에는 이 예제와 같이 화면에 출력

할 메시지의 포맷을 지정해준다. 여기서 %s라는 것은 String 문자열을 의미하며, 여
기서는 세개의 %s가 선언된 것을 볼 수 있다. 선언되어 있는 %s 개수만큼 출력할 문
자열들을 나열해 주면 된다. 그리고, printf() 메소드는 printfln()과 같이 자동 줄

이렇게 선언하면 컴파일시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되어 컴파일이 되지 않는다.

바꿈을 하는 메소드가 없으므로, 메시지의 가장 끝에는 “\n”을 꼭 적어 주어야 줄바
꿈이 가능하다. 이 코드를 ReferenceTypes 클래스의 main() 메소드에서 이 메소드만

$ javac ReferenceTypes.java
ReferenceTypes.java:92: ')' expected
public void arbitrary(int ... numbers, String message) {
^
ReferenceTypes.java:92: ';' expected
public void arbitrary(int ... numbers, String message) {
^
2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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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변경한 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출력된다.
Name:Sangmin Phone:010XXXXYYYY E-Mail:god@godofjava.com

printf() 메소드에 대한 설명은 <자바의 신> Vol.2의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는

자바랭”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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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참조 자료형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다. 이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직접해 봅시다

있는 예제들을 직접 작성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해보자.

정리하며
이 장에서는 참조 자료형의 중심을 이루는 생성자와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다. 생성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자와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만들어 보았겠
지만, 직접 많이 생성해 보고 그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된 생성자와 메
소드를 활용할 수 있다.

1

Student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name, address, phone, email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String 타입으로 선언하자.

2	학생의 정보에 이름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므로, name을 받아서 인스턴스 변수
에 할당해 주는 Student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들자.

3	모든 학생의 정보를 생성하면서 할당하는 name, address, phone, email을 매개
변수로 받아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하는 Student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들자.

4	다음과 같이 학생의 정보들을 String으로 리턴하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자.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name+" "+address+" "+phone+" "+email;
}

5	학생 정보를 담아두는 Student 클래스는 다 작성했으니, 학생들을 관리하는
ManageStudent라는 클래스를 만들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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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Student 클래스에 main() 메소드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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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해 봅시다
7	다음과 같이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아 학생의 정보를 담은 후 리턴하는 메소드를
만들자.

직접해 봅시다
13

ManageStudent 클래스를 컴파일한 후 실행해보자.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되어


야 한다.

public Student[] addStudent() {

Lim null null null

Student[] student=new Student[3];

Min null null null

student[0]=new Student("Lim");

Sook Seoul 010XXXXXXXX ask@godofjava.com

student[1]=new Student("Min");
student[2]=new Student("Sook","Seoul","010XXXXXXXX",
"ask@godofjava.com");
return student;
}

8	main() 메소드에서 student라는 이름을 갖는 Student 배열을 만들고, 별도의 초
기화는 하지 말고, null로 할당하자.

9

main() 메소드에서 addStudent()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student 객체로


받자.

10	student 객체의 내용을 출력할 printStudents()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매개 변
수로는 student 객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11	printStudents() 메소드에서 for 문을 사용하여 student 배열의 각각의 내용을
출력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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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메소드에서 printStudents() 메소드를 호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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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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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성자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정리해 봅시다
9	기본 자료형을 매개 변수로 넘겨 줄 때 Pass by value인가요? 아니면 Pass by
reference인가요?

10	참조 자료형을 매개 변수로 넘겨 줄 때 Pass by value인가요? 아니면 Pass by
reference인가요?

2	만약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고, 매개 변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
면 어떻게 될까요?

11	매개 변수의 수가 가변적일 때 메소드 선언시 타입과 변수 이름 사이에 어떤 것
을 적어줘야 하나요?

3

생성자의 개수는 제한이 있나요?

4	인스턴스의 변수와 매개 변수나 메소드 내에서 생성한 변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5	메소드 선언시 리턴 타입으로 지정한 데이터를 넘겨줄 때 필요한 키워드는 무엇
인가요?

6	메소드 선언시 아무 데이터도 리턴 타입으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을 지정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7

메소드 선언에 static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8	필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한 것 중 메소드의 이름은 같으나 매개 변수를 다르
게 하는 것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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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임스 아저씨에요.
참조 자료형은 꼭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저씨가 다시 나왔어요.

자바에서는 기본 자료형을
제외한 모든 타입이 참조
자료형이에요.
앞서 배운 배열도 new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했죠?
걔도 참조 자료형이에요.

int [] arr = {1, 2, 3};
String str = "Java";

배열이나 String은 좀 특이해서, 이렇게
new를 사용하지 않아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참조 자료형은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고 보면 되요.

이 생성자들을 사용하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 있죠.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다는 것은, 기본 자료형
에 값을 지정하는 것하
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
는 거에요.

9장
자바를 배우면
패키지와 접근 제어자
는 꼭 알아야 해요

public class ReferenceTypes{
public ReferenceTypes(){
}
public ReferenceTypes
(String data){
}
public void method(){
}
public String text = "text";
}

이렇게 ReferenceTypes라는 클래스
가 있을 때, 위에 있는 두개의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에 리턴 타입이
없는 메소드 같이 생긴 것들을 생성
자라고 해요.
public void makeObject(){
ReferenceType ref1 =
new ReferenceType();
ReferenceType ref2 =
new ReferenceType("ref2");
}

이렇게 말이죠. ^^

public void makeObject(){
ReferenceType ref1 = new ReferenceType();
ReferenceType ref2 = new ReferenceType("ref2");
ref1.method();
String str=ref2.text;
}

ReferenceType이라는 클래스에
method()라는 접근 가능한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고, String 타입의 text라는
접근 가능한 인스턴스 변수가 있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 생성자가 뭔지 모르거나,
● 메소드가 뭔지 모른다면,
앞장을 다시 읽고 이해한 후 이 장을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 자바의 package와 import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 자바의 접근 제어자에 대한 개념이 머리속에 확실히 잡혀 있으시다면
이 장을 건너 뛰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