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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Java Style 

소개 

필자는 여러 해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

어로 된 매우 많은 양의 코드를 보아왔다. 세련된 것에서부터 지저분한 것까지 모두를 

살펴보았는데대부분은 지저분했다.  

필자는 프로그래머들이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시각적인 부분에 고

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코드의 스타일에 대해 고려하기를 바란다. 

왜 스타일이 중요한가? 

비록 자바가 에세이보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지만, 여전히 인간의 

두뇌 로직에서 나오는 사고와 관념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좋은 스타일에 대해 고

민하는 것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생각과 관념이 

뛰어나게 명쾌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 좋은 스타일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Sun 

Microsystems 의 Java Code Conventions에서 발췌) 

 

o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프타임 비용(lifetime cost)의 80%가 유지보수(maintena

nce)로 사용된다. 

o 원래의 개발자) 의해 끝까지 유지보수되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다. 

o 좋은 스타일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코드의 유지보수성을 개선시킨다. 

o 만약 소프트웨어와 함께 소스코드가 고객에게 보내져야 한다면 깔끔하게 패

키지화가 잘 되어야  하며, 소스코드 자체도 제품의  나머지처럼 전문적

(professional)이어야 한다. 

또한 좋은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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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코드의 가독성, 일관성, 동질성(homogeneity)을 개선시키는데, 이것은 이해와 

유지보수를 쉽게 한다. 

o 좋은 스타일은 명쾌하고 일관적이기 때문에 코드를 쉽게 추적(trace)하고 디버

깅할 수 있게 해준다. 

o 당신이 당신이나 또 다른 프로그래머가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멈췄던 코

드를 쉽게 이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o 관계자들이 그 코드가 무엇을 하는 지에 초점을 더 모을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

어 개발 공정상에 유리하다. 

 

일반적인 지침 

좋은 스타일로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몇가지 세부적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이다. 

 

o 코드를 명쾌하고 읽기 좋게 작성하라. 

o 코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라. 

o 명확한 식별자(identifier) 이름을 사용하라. 

o 당신의 파일들과 클래스들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라. 

o 파일 당 오직 하나의 클래스만 갖도록 하라.(inner 클래스는 그 개수에 포함하

지 않는다.) 

o 한 줄의 폭은 최대 80~90개의 문자를 사용하라. 

o 적절하게 공백문자(whitespace)와 구분자(seperator)들을 사용하라. 

o 들여쓰기(indentation)에 탭 대신에 빈 칸(space)을 사용하라. 

탭  vs 스페이스 (Tab vs. space) 

Tab vs. Spaces 문제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 관련된 프로그래머 개개인의 신앙적인 문제

(religious issue) 중 하나이며, 나는 하나의 방법 만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빈 칸

을 사용하면 내 코드가 내 에디터에서 보인 것과 똑같이 당신의 에디터에서 보인다는 것

을 보장할 수 있다. 다만 당신이 탭 대신에 빈 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

다면 그냥 탭을 사용하시라. 

 

 

주석 



Good Java Style  Issued by: <조정민> 
Revision: <1.0>  <2001/04/12> 

JSTORM  <6/6> 

당신의 자바 코드에 삽입할 수 있는 주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문서화 주석이라고도 

불리는 Javadoc 주석과 구현(implementation) 주석이 그것이다. Javadoc 주석은 javadoc 

툴로 추출하여 API 문서로 만들 수 있다. 구현 주석은 코드에 대한 "어떻게(how)"와 "왜

(why)"를 설명하는 주석이다. 당신의 자바 코드에 주석을 다는 데 다음의 지침을 사용하

라. 

 

o 가능할 때마다 Javadoc 주석을 사용하라. (최소한 클래스와 메서드들에 대해) 

o 변수 선언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 끝의 // 주석보다는 블록 주석

(/* */)을 사용하라. 

 

또한 좋은 주석은 도움을 주지만 나쁜 주석은 귀찮고 방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음에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역자 주. 원문을 살리기 위해 영문 주석을 그대로 살림) 

 

E x a m p l e  1 .  나쁜 주석 스타일 

 

// applyRotAscii() -- Apply ASCII ROT 
   private void applyRotAscii(){ 
try{ 
   // get rot len 
         int rotLength = Integer.parseInt(rotationLengthField.getText().trim());  
         RotAscii cipher = new RotAscii(rotLength); // new cipher 
         textArea.setText(cipher.transform(textArea.getText())); // transform 
      }catch(Exception ex){  
         /* Show exception */ 
         ExceptionDialog.show(this, "Invalid rotation length: ", ex); } 
   } 
 

 

E x a m p l e  2 .  좋은 주석 스타일 

 

   /** 
    * Apply the ASCII rotation cipher to the user's text. The length is retrieved 
    * from the rotation length field, and the user's text is retrieved from the 
    * text area. 
    * 
    * @author Thornton Rose 
    */ 
   private void applyRotAscii() { 
      int      rotLength = 0;  // rotation length 
      RotAscii cipher = null;  // ASCII rotation cipher 
    
      try { 
         // Get rotation length field and convert to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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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Length = Integer.parseInt(rotatio nLengthField.getText().trim()); 
          
         // Create ASCII rotation cipher and transform the user's text with it. 
           
         cipher = new RotAscii(rotLength); 
         textArea.setText(cipher.transform(textArea.getText())); 
    
       } catch(Exception ex) { 
         // Report the exception to the user. 
          
         ExceptionDialog.show(this, "Invalid rotation length: ", ex); 
      } 
   } 

블록(Block)과 문장(Statement) 

블록과 문장을 작성하는 데 다음과 같은 지침을 사용하라. 

 

o 한 줄 당 오직 하나의 문장 만을 배치하라. 

o 제어문(예를 들자면, 'if')에는 항상 중괄호({})를 사용하라. 

o 특히 긴 블록이나 중첩된(nested) 블록일 경우, 주석으로 블록의 끝을 표시하

는 것을 고려해보라. (예를 들어, ) // end if) 

o 변수의 선언은 블록의 시작 부분에 위치시켜라. 

o 항상 변수를 초기화하라. 

o 당신이 완벽주의자라면 변수 이름은 모두 왼쪽 정렬하여 나란히 배치되도록 

하라. 

o switch 블록 안의 case절(clause)을 들여 쓰라. 

o 연산자의 앞과 뒤에 공백을 넣어라. 

o if, for, while에서 여는 괄호 앞에 공백을 넣어라. 

o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수식(expression)에 괄호와 공백을 사용하라. 

 

for 루프에 사용된 변수들은 블록 시작부분에 변수를 배치한다는 것의 예외이다. 루프 변

수들은 for 문의 초기화 부분에서 선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or (int i = 0; ...)  

 

블록의 끝에 주석을 놓는 것은 당신이 지워진 닫는 중괄호())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커다란 소스 파일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은 당신을 거의 미치게 만들어버

릴 수도 있다. 

다음은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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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 a m p l e  3 .  나쁜 블록 스타일.  

 

   try{ 
      for(int i=0;i<5;i++){ 
         ... 
         } 
      int threshold=calculateThreshold();  
      float variance=(threshold*2.8)-1; 
      int c=0;  
      if (threshold<=15) c=calculateCoefficient();  
      switch(c){ 
      case 1: setCeiling(c*2); break; 
      case 2: setCeiling(c*3); break; 
      else: freakOut(); 
      } 
}catch(Exception ex){ ... } 
 

E x a m p l e  4 .  좋은 블록 스타일 

 

   try { 
      int   threshold  = 0;  
      float variance    = 0.0;  
      int   coefficient = 0;  
       
      // Prepare 5 cycles. 
       
      for (int i = 0; i < 5; i ++){ 
         prepareCycle(i); 
      } 
       
      // Calculate the threshold and variance. 
       
      threshold = calculateThreshold(); 
      variance = (threshold * 2.8) - 1; 
       
      // If the threshold is less than the maximum, calculate the coefficient. 
      // Otherwise, throw an exception. 
       
      if (threshold <= MAX_THRESHOLD) { 
         coefficient = calculateCoefficient();  
      } else { 
         throw new RuntimeException("Threshold exceeded!"); 
      } 
       
      // Set the ceiling based on the coefficient. 
       
      switch (coeffici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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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setCeiling(coefficient * 2);  
            break; 
           
         case 2:  
            setCeiling(coefficient * 3);  
            break; 
           
         else:  
            freakOut(); 
      } // end switch 
   } catch(Exception ex) {  
      ...  
   } // end try 

소스 파일 

일반적으로 자바 소스 파일을 보기 쉽게 하는 좋은 배치 순서라는 것이 존재한다.  

다음의 구성순서는 추천할 만한 것 중의 하나이다. 

 

1. 파일 헤더 주석 (선택적) 

2. 패키지 선언 

3. 빈 줄이나 다른 구분자(seperator) 

4. import 문장들 

5. 빈 줄이나 다른 구분자(seperator) 

6. 클래스(들) 

 

E x a m p l e  5 .  나쁜 파일 구조.   

 
   package org.rotpad; 
   import java.awt.*; 
   import javax.swing.event.*; 
   import org.javacogs.*; 
   import javax.swing.*; 
   import java.awt.event.*; 
   class Foo { 
    ... 
   } 
   public class RotPad extends JFrame { 
    ... 
   } 

 



Good Java Style  Issued by: <조정민> 
Revision: <1.0>  <2001/04/12> 

JSTORM  <10/10> 

E x a m p l e  6 .  좋은 파일 구조  

 
   package org.rotpad; 
    
   // Java classes 
   import java.awt.*; 
   import java.awt.event.*; 
   import javax.swing.*; 
   import javax.swing.event.*; 
    
   // JavaCogs classes 
   import org.javacogs.*; 
    
   /** 

* RotPad is a simple GUI application for performing  
* rotation ciphers on plain text. 

    * 
    * @author Thornton Rose 
    * @version 1.0 
    */ 
   public class RotPad extends JFrame { 
      ... 
   } 
    
   //------------------------------------------------------ 
    
   /** 
    * Foo is ... 
    * 
    * @author Thornton Rose 
    * @version 1.0 
    */ 
   class Foo { 
      ... 
   } 

import 문장들 

프로그래머가 전체 패키지(예를 들어, java.awt.* ) 대신에 개별적인 클래스들을 import하

는 경우에 특히 클래스는 많은 수의 import 문장들을 가질 수 있어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룰때가 있다. import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배치해보라. 

 

1. 자바 표준 클래스들 (java.*) 

2. 자바 확장 클래스들 (javax.*) 

3. 서드파티 업체가 제공한 클래스들  

4. 응용프로그램의 클래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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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파티 업체가 제공한 클래스들과 응용프로그램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주석을 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특히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이름을 갖지 않도록 하라. 줄 끝의 주석

(//)을 사용하거나 그 부문의 처음에 주석을 배치하라. 또한 당신이 완벽주의자라면 

import하는 각 그룹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E x a m p l e  7.  나쁜 i m p o r t  스타일 

 

   import java.util.*; 
   import javax.swing.*; 
   import java.awt.event*; 
   import com.gensym.com.*; 
   import javax.swing.table.*; 
   import com.pv.jfcx.*; 
   import java.awt.*; 
   import com.melthorn.util.*; 
 
 

E x a m p l e  8.  좋은 i m p o r t  스타일  

 
   import java.awt.*; 
   import java.awt.event*; 
   import java.util.*; 
   import javax.swing.table.*; 
   import com.gensym.com.*;     // BeanXporter 
   import com.pv.jfcx.*;        // ProtoView 
   import com.melthorn.util.*;  // Utilities 
    
   // Java classes 
   import java.awt.*; 
   import java.awt.event*; 
   import java.util.*; 
   import javax.swing.table.*; 
    
   // BeanXporter 
   import com.gensym.com.*;      
    
   // ProtoView GUI components 
   import com.pv.jfcx.*; 
    
   // Application classes 
   import com.melthorn.u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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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하나의 소스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들어 있을 경우 클래스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소스코드만을 정리한다면 그다지 좋은 스타일을 얻을 수 없다. 꼭 클래스의 배치 까지도 

고려하여 정리해줘야 한다. 다음은 당신의 소스 파일들 안에 클래스들을 구성하는 순서

이다. 

 

1. Javadoc 주석이나 다른 헤더 주석 

2. 클래스 선언 

3. 필드(field) 선언들 

4. 빈 줄이나 다른 구분자(seperator) 

5. 생성자 

6. 빈 줄이나 다른 구분자(seperator) 

7. main()을 제외하고 논리적으로 그룹 지어진 메서드(method)들 

8. 빈 줄이나 구분자(seperator) 

9. inner 클래스들 

10. 빈 줄이나 구분자(seperator) 

11. main() 

 

E x a m p l e  9 .  나쁜 클래스 스타일  

 

   // RotPad -- GUI app. for ROT ciphering 
   public class RotPad extends JFrame { 
   private static final String TRANSFORM_ROT13    = "ROT13"; 
   private static final String TRANSFORM_ROT13N5  = "ROT13N5"; 
   private static final String TRANSFORM_ROTASCII = "ROT-ASCII"; 
    
   private void jbInit() throws Exception { 
      ... 
   } 
    
   public static final String TITLE   = "RotPad"; 
   public static final String VERSION = "1.0";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 
    
   public RotPa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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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JPanel jPanel1 = new JPanel(); 
   private JPanel jPanel2 = new JPanel(); 
   private BorderLayout borderLayout1 = new BorderLayout();  
   ... 
   } 
 

E x a m p l e  1 0.  좋은 클래스 스타일  

 
   /** 
    * RotPad is a simple GUI application for performing  
    * rotation ciphers on plain text. 
    * 
    * @author Thornton Rose 
    * @version 1.0 
    */ 
   public class RotPad extends JFrame { 
      // Public constants 
        
      public static final String TITLE   = "RotPad"; 
      public static final String VERSION = "1.0"; 
        
      // Private constants 
       
      private static final String TRANSFORM_ROT13    = "ROT13"; 
      private static final String TRANSFORM_ROT13N5  = "ROT13N5"; 
      private static final String TRANSFORM_ROTASCII = "ROT-ASCII"; 
      
      // GUI components [JBuilder generated] 
        
      private BorderLayout borderLayout1 = new BorderLayout(); 
      private JPanel jPanel1 = new JPanel(); 
      private JPanel jPanel2 = new JPanel(); 
      ... 
       
      /** 
       * Construct a new instance of this class. 
       */ 
      public RotPad() { 
         ... 
      } 
       
      /** 
       * Initialize UI components. [JBuilder generated] 
       */ 
      private void jbInit() throws Except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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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tart the application.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 
   } 

필드 선언(Field Declaration) 

어떤 클래스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필드들을 가지고 있고 만약 필드들이 잘 구성되지 않

으면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필드들을 구성하는 것

을 권장한다. 

 

1. public 상수들 (final 과 static final) 

2. public 변수들 

3. protected 상수들 

4. protected 변수들 

5. package 상수들 

6. package 변수들 

7. private 상수들 

8. private 변수들 

 

덧붙여, 필드를 선언할 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기를 바란다. 

 

o 한 줄에 하나의 선언을 사용하라. 

o 최소한 public 필드와 protected 필드에 대해 Javadoc 주석을 사용하라. 

o 상수(constant)들의 이름에 대해 대문자를 사용하라. 대문자를 사용하면 선언(

declaration)과 표현(Expression)  모두가 명확해 진다. 

o JBuilder나 Visual Cafe와 같이 필드 선언을 생성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프로

그램이 자동적으로 생성한 필드들과 다른 필드들을 나눠서 배치하라. 그렇게 

하면 UI 코드의 유지보수가 훨씬 쉬워진다. 

 

E x a m p l e  1 1 .  나쁜 필드 스타일  

 
   public class CustomerSearchDialog extends JDialog { 
      private JLabel firstNameLabel = new JLabel(); 
      private JLabel lastNameLabel = new JLabel(); 
      public static final RESULT_SELECT = 1; 
      private Vector results = new Vector(); // Search results. 
      private DefaultTableModel tableModel = new DefaultTable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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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static final RESULT_CANCEL = 0; 
      // ... 
   } 
 

E x a m p l e  1 2 .  좋은 필드 스타일  

 
   /** 
    * ... 
    */ 
   public class CustomerSearchDialog extends JDialog { 
      /** 
       * Indicates that search was cancelled; returned by showDialog() when 
       * user clicks cancel button. 
       */ 
      public static final RESULT_CANCEL = 0; 
       
      /** 
       * Indicates that a customer was selected; returned by showDialog() when 
       * user clicks select button. 
       */ 
      public static final RESULT_SELECT = 1; 
       
      private Vector            results    = new Vector();             // Search results. 
      private DefaultTableModel tableModel = new DefaultTableModel();  // Grid model. 
       
      // GUI fields. [JBuilder] 
       
      private JLabel firstNameLabel = new JLabel(); 
      private JLabel lastNameLabel = new JLabel(); 
      // ... 
   } 

메서드 선언(Method Declaration) 

메서드 선언을 작성하는 데 다음과 같은 지침을 사용하라. 

o 항상 Javadoc 주석이나 헤더 주석을 갖도록 하라. 

o 항상 접근 제한자(access modifier)를 처음에 위치시켜라. 

o 줄이 너무 길면 하나 이상의 줄로 나눠라. 

o 메서드가 많은 전달인자를 갖는다면 분리된 줄에 각각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라. 

o 메서드 이름과 여는 괄호 사이에 공백을 넣지 말라. 

o 항상 닫는 소괄호(')')와 함수를 여는 중괄호({} 사이에 개행문자(line break)와 

같은 공백을 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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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 a m p l e  1 3.  나쁜 메서드 스타일  

 

   public int getTypeCount (String custType) 
   { 
   ... 
   } 
   static public getInstance(){ ... }; 
   public void showRange() 
      throws RangeException { 
    ... 
   } 
 

E x a m p l e  1 4 .  좋은 메서드 스타일  

 

   /** 
    * Return the single instance of this class. 
    */ 
   public static CalculationEngine getInstance() { 
      return instance; 
   } 
    
   /** 
    * Calculate the consumption coefficient. 
    */ 
   public float calculateConsumptionCoefficient(int base, float variance,  
         int iterations) throws RangeException { 
      // ... 
   } 
   
   /** 
    * Calculate the consumption coefficient. 
    */ 
   public float calculateConsumptionCoefficient( 
         int base,  
         float variance,  
         int iterations)  
      throws RangeException 
   { 
      // ... 
   } 
    
   /** 
    * Calculate the consumption coefficient. 
    */ 
   public float calculateConsumptionCoefficient(int base,  
                                                float variance,  
                                                int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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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ws RangeException 
   { 
      // ... 
   } 

결론 

결론적으로 나는 코드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당신에 대해 하나의 최종적인 생각을 가지

고 있다.  

당신이 무슨 지침을 따르든, 들여 쓰기 스타일(cf. Raymond "Indent Style")과 같은 것에 

맹신적이건 간에, 당신이 코드를 작성할때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해할 수 있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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