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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1
Java 프린팅 모델을 마스터 하자
자바에서의 프린팅이라는 5회짜리 시리즈 강좌중 첫번째 강좌에 접하시게 된 것을 환영
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자바 프린팅 API의 장점 및 단점을 해우게 될것이다. 이번 강좌
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자바 프링팅 API를 Wrapping 하여 프린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
는 프레임웍을 만들게 될것이다. 이 프레임웍은 페이지 머리글 꼬리글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며 문단 및 이미지, 표를 집어 넣을 수도 있다 .
이번달은 프린팅이라는 기법에서 쓰이는 여러 용어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고 자바의 프
린팅 모델과 API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이번 시리즈를 완전히 통독할지 라도 프
린팅 API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API
대신에 쉽게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 프레임 웍을 만들어 볼 것이다.
그러나, 먼저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페이지의 정의
프린팅 API의 기술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번 5회의 연재에서 쓰이게 될 여러
단어들에 대하여 용어를 내릴 필요가 있다. 먼저 여백(margin) 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
아보자.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고 할지라고 ‘여백’ 이라는 용어에 대한 약간
의 혼동을 없앨 필요가 있다.
구텐베르크(독일인, 인쇄술 방명자)는 인쇄라는 것을 발명한 사람이다. 이 때 그는 페이
지의 구조를 표현하는 어떠한 용어들을 새로 만들었다. 다음의 그림은 페이지 레이아웃
에 대하여 구텐베로크가 정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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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 세로로 된 페이지의 레이아웃

그림2. 가로로된 페이지의 레이아웃

그림 1과 2에서는 페이지가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린터
여백은 페이지의 경계부분에 존재한다. 여백은 프린터에 따라 다르게 크기를 가지고 있
고 종이를 프린터에 넣게 될 때 기계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프린
터 여백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다. 거의 프린터 여백의 크기를 알필요도 없
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보통 프린터 제조사에서는 프린터의 여백에 대하여 매뉴
얼에 써놓기도 한다. 자바에서는 이러한 여백의 크기를 알 필요가 없다. API는 실제로 프
린팅 가능한 부분의 크기만을 리턴한다.
프린터가 기계적으로 필요한 여백 안쪽에 페이지의 윤곽을 정의하는 또 다른 여백을 설
정할 수 있다. 즉 페이지의 넓이에서 좌우 여백을 빼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자. 또한 페이
지 좌측에 제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백(gutter)이 필요하다. duplex 모드로 출력할 때에
는(이것은 양면 출력을 의미한다.) 페이지의 오른쪽에도 제본 여백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실제 여백은 좌우 여백에다가 제본 여백을 더한 것이 된다. 자바 프린팅 API에서는 이
러한 제본여백 및 여백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백을 설정하려면 출력영역
의 위치를 직접 설정하여 여백이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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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 프레임웍에서는 지원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의 중간부분을 출력가능 영역(printable area)라고 한다. 언핏 보면 페
이지 레이아웃은 GUI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이는 BorderLayout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BorderLayout에서는 위쪽(top)과 아랫쪽(Bottom)은 윈도우의 좌우측 끝까지 이어져 있
는 반면 페이지 레이아웃은 좌우측으로 좌우 여백에 막혀있다.

단위
Graphic2D 클래스(Java 2D class)을 사용할 때는 장치 공간과(device space)와 사용자 공
간(user space)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치 공간(devise space)에서는 장치의
해상도를 이용하여 픽셀단위로 작업을 하게 된다. 100 x 100의 픽셀로 구성된 정사각형
을 1024 x 768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에 출력될 때와 1600 x 1400의 해상도를 가지
고 있는 모니터에 출력할 때는 서로 크기가 틀리다. 이러한 이유는 간단하다. 1600 x 140
0 의 모니터에서는 인치당 더 많은 픽셀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형은 더 작게 출력
되게 된다.
반면에 사용자 공간(User space)에서는 디바이스의 해상도와 관계없이 측정 단위라는
것에 의하여 처리되게 된다. 특정한 디바이스(예를 들어 프린터나 모니터)에 Graphic2D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표현하게 된다면 기본으로 사용자 공간을 장치 공간으로 맵핑하
게 된다. 유저 공간에서는 디폴트로 72dpi로 설정이 되어 있다. 픽셀이라는 단어를 생각
하는 대신에 단위라는 단어를 머리속에 염두해 두어야 한다. 1 x 1 인치짜리 사각형은 72
픽셀 x 72 픽셀로 이루어 지게 된다. letter-size의(8.5 x 11 인치) 페이지는 612 x 792 포인트
로 이루어져야 한다 . 프린팅 API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모든 클래스들이 이런 사용자 공
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단위라는 것을 꼭 염두해 두기 바란다.

자바 프린팅 시스템
자바 프린팅 시스템은 지난 2년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버전 1.2 에서부터 프린팅 시스
템은 페이지를 렌더링 할 때(자바에서는 프린터에 출력될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도 렌더
링이라고 한다.) 자바 2D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자바 2D API는 확장된 그래픽 API
들이다.) 이 2D API는 어떤 것이 화면에 그려지든지간에 이를 종이위에 렌더링 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여 프린팅 API는 단지 유저가 직접 선택한 프린터
에 출력하는 것만 지원하고 있다. 자바는 프린터 발견(printer discovery : 주어진 컴퓨터
에 있는 사용가능한 프린터의 리스트를 얻고 어떤 기능이 가능한지 알수 있는 기능) 기
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사용가능한 프린터는 로컬이나 네트웍상에 있을 수도 있지만
프린팅 API를 사용할 떄는 프로그래밍 적으로 프틴터 리스트를 얻는 방법이 없다. 단지
프린터 다이얼로그가 나타나고 유저가 프린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것은 Internet Printing Protocol을 신봉하고 있는 선에 의해 다음 버전인 Java 1.4에
서 수정될 것이다.

JSTORM

<6/16>

자바 프린팅 모델 1부
Revision: <1.0>

Issued by: <윤준호>
<2000/10/12

자바 1.2에서는 프린팅 모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전 버전에서는 렌더링 프로세스
는 전혀 최적화 되지 않은 상태였다. 예를 들어 자바 1.1에서는 간단한 페이지 하나를 인
쇄하는 데도 엄청난 량의 메모리가 필요하였고 또한 매우 느렸다. 그에비해 자바 1.2에서
는 렌터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였다. 프린팅 API는 callback 모델에 기반하여 API를 완
전히 재설계 하였고 이는 프린팅 서브 시스템상의 변화이므로 1.1 기반에서 프로그램을
코딩했다고 하더라도 유저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자바 1.2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린팅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코딩을 해야 했던 JDK 1
.1에 비해서 좀 더 객체 지향적인 프린팅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프린팅 서브스스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필요한 시간
에에 필요한 페이지만을 전달하기로 프린팅 서브시스템과 어떤 약속을 맺는다. 프린팅
서브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에게 한페이지를 몇번이고 렌더링 하거나 비순서적으로 렌
더링 하라고 요청한다. 언뜻 보기에 나쁠 것 같지만 이러한 모델은 몇가지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은 페이지 전체를 모두 프린터에 보내지 않고 페이지의 일부분씩만
을 보냄으로써 복잡한 문서를 출력하더라도 메모리 소모적게 일어난다. 어플리케이션
은 어떻게 프린터가 분분들을 조합해서 프린팅 하는지 알필요는 없다. 단지 페이지를 어
떻게 렌더링 것인지만 신경쓰면 된다. 나머지는 프린팅 서브시스템이 알아서 한다. 이
경우에는 서브시스템은 페이지를 완전히 출력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션에게 필요한 부분
을 렌더링 하라고 요청하게 된다.
특정 프린터는 프린팅을 역방향으로 즉 꺼꾸로 프린팅하는 방식이라면 어플리케이션에
서는 처음부터 아예 역순으로 프린터 하라고 요청하여 정상적인 방향으로 출력되게 하
면 된다.

렌더링 모델
자바에서는 Printable 작업(job)과 Pageable 작업, 총 2가지 프린팅 모델이 있다.

Printables Job
Printable 형태는 자바의 두개 프린팅 모델중 간단한 형태이다. 이 모델은 모든 문서에 대
하여 하나의 PagePainter를 이용한다. 페이지들은 0 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렌더링 되다.
마지막 페이지가 출력될 때 PagePainter는 반드시 NO_SUCH_PAGE 값을 리턴해야 한다.
프린팅 서브시스템은 항상 어플리케이션에게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렌더링 하기를 요
청한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5 번째 페이지부터 7째 페이지까지 렌더링 하라고 요
청받았다면 프린팅 서브시스템은 7개의 페이지 렌더링 하라고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단지 5, 6,7장의 페이지만을 인쇄한다.. 즉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출력이 다 끝나기
전에 페이지 수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Pageables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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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able은 각 페이지에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Printable
보다는 좀 더 유연 하다. Pageable은 책(Book) 같이 페이지마다 서로 다른 포멧을 가
지고 있는 문서를 출력할 때 자주 쓰인다. 이후에 Book 클래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
겠다.
Pageable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각 페이지는 그들 각각의 페인터(painter)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
머는 책표지를 출력하는 페인터를 구현할 수 있고 다른 페인터는 목차를 출력
하기 위해, 3번째 페인터는 모든 문서를 프린팅하기 위해서 구현될 것이다.
?? 책의 각 페이지에 서로 다른 페이지 포멧을 정할 수 있다. Pageable 에서는 가
로(Landscape) 출력이나 세로(Potrait)출력을 혼합해서 쓸 수 있다.
?? 프린트 서브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에게 페이지를 비순서적으로 출력하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몇몇 페이지는 그냥 지나칠 것이다.
?? Pageable은 이 문서에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가 인쇄될 것인지 알 필요없게 해
준다.

Books
자바 1.2 버전에서 새로이 등장한 것이 바로 Book 클래스 이다 . 이 클래스는 여러 페이지
로 구성되는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각 페이지는 페이지 고유의 포멧과 페인터
(Painter)를 가질 수 있어서 복잡한 문서를 만들 때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Book 클래스
는 Page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고 부족한 기능을 확장시켜 사용자 정의 Book 클래
스를 만들 수도 있다. Book 클래스는 페이지의 집합을 표현한다. 인스턴스화 된 직후에
는 Book 객체 내부는 비어 있다. 페이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2개의 Append() 메소드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API 섹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 메소드의 파라미터는
페이지의 물리적인 특성을 정의하고 있는 PageFormat 객체와 Printable 인터페이스를 구
현한 PagePainter이다. 당신의 문서에 몇 개의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면 간단히
UNKNOWN_ NUMBER_OF_PAGES 값을 append() 메소드에 집어 넣으면 된다. 프린터 시
스템은 자동으로 NO_SUCH_PAGE 값을 받을때까지 Book 내부의 모든 페이지 페인터를
호출함으로써 페이지 수를 알아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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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프린팅 API
이제부터는 이론과 실전를 접목할 차례이다. 앞에서는 페이지 구조와 측정단위, 렌더링
모델를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자바 프린팅 API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모든 프린팅 클래스들은 java.awt.print 패키지내에 존재한다. 이 팩키지는 3개의 인터페
이스와 4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테이블은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보여주
고 있다.
이름

타입

설명

Paper

Class

페이지의 물리적 특성을 정의하는 클래스

PageFormat

Class

PageFormat은 페이지 사이즈와 방향을 정의한다. 또한 페이지를
렌더링할 때 사용되는 용지(Paper)를 정의한다.

PrinterJob

Class

이 클래스는 프 린 팅 작업을 관리한다 . 프린틱작업을 만들 고
필요하다면 프린트 다이얼로그 박스를 출력하며 , 문 서 를
출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Book

Class

Book은 문서를 대표하게 된다. Book 객체는 페이지의 집합처럼
동작한다. Book에 포함된 페이지들은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모델을 가질 수 있고 서로다른 페인터(Painter)도 가질 수 있다.

Pageable

Interface

Pageable을 구현한 클래스는 프린팅될 페이지들을
대표 (represent)하 게 된 다. Pageable 객체는 총 페이지 수를
리턴할 뿐 만 아 니 라 특정페이지의 PageFormat과 Printable도
리턴한다. Book 클래스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

Printable

Interface

한 페이지의 페인터는 반드스 Print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한다 . 이 인터페이스는 print() 메소드만을 가지고
있다.

PrinterGraphics

Interface

Graphics 객체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PrinterGraphics 은 프린트 프로세스를 인스턴스한 프린터 작업을
얻기 위해서 getPrinterJob()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 다.

Pageable 인터페이스
Pageable 인터페이스는 3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메소드 이름

설명

int getNumberOfPages()

문서내의 페이지수를 리턴한다 .

PageFormat getPageFormat(int
pageIndex)

pageindex 에 의하여 페이지의 PageFormat
인스턴스를 리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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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able getPrintable(int pageIndex)

pageindex에 의하여 페이지의 Printable
인스턴스를 리턴한다 .

Printable 인터페이스
Printable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메소드와 2개의 상수를 가지고 있다.
메소드

타입

설명

int print(Graphics graphics,
PageFormat pageFormat, int
pageIndex)

메소드

주어진 pageFormat 을 이용하여 graphics가 특정
페이지를 렌터링 하도록 요청한다.

NO_SUCH_PAGE

상수

더 이 상 프린트할 페이지가 없을 경우 이 값 을
리턴한다.

PAGE_EXISTS

상수

print() 메소드는 PAGE_EXISTS 를 리턴한다 .
파라메터로 넘겨진 페이지가 렌더딩될 수 있고
존재하는 경우에 리턴된다 .

모든 페이지 페인터는 반드시 Prit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만 한다. 단지 1개의 메소
드만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순차적으로 어떠한
페이지라고 렌더딩해야할수있게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print 메소드에는 3개의 파라메터가 있다. 첫번째 파라미터인 Graphics 는 화면에 출력할
때 쓰는 클래스와 같은 것이다. Graphic 클래스는 PainterGraphic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
기 떄문에 프로그래머는 이 프린트 작업을 인스턴스화 하는 printJob을 얻을 수 있다. 만
약에 페이지 레이아웃이 너무 복잡하여 고도의 드로잉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면 Graphic
객체를 Graphics2D 객체로 캐스팅 할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Java 2D API를 모두 쓸 수 있
게 된다. Graphics 객체를 사용하기 전에 좌표계가 프린팅 영역의 좌상측 구석을 기준으
로 변환되지 않았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3에서 디폴트 기준점 위치를 볼 수 있을 것
이다.
(0, 0) 지점은 프린터 여백의 좌상단 구석에서 나타난다. 좌상측 여백에서부터 1인치 위
치에 1 x 1인치짜리 사각형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코딩하면 된다.
public int print (Graphics graphics, PageFormat pageFormat,
int pageIndex) {
Graphics2D graphics2D = (Graphics2D) graphics;
Rectangle2D.Double rectangle = new Rectangle2D.Double ();
rectangle.setRect (pageFormat.getImageableX () + 72,
pageFormat.getImageableY () + 72, 72, 72);
graphics2D.draw (rectangle);
return (PAGE_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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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제에서는 수동으로 사각형의 시작점을 이동시켜 줬음을 볼 수 있다. 사각형은 그
림1 의 출력가능한(printable) 영역에 출력되게 된다.
이 코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좌표 기준점을 옮겨 주었고 출력가능한(printable)영역의
시준점을 (0, 0)으로 사용한다. 앞의 예제를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얻을 수 있다.
public int print (Graphics graphics, PageFormat pageFormat,
int pageIndex) {
Graphics2D graphics2D = (Graphics2D) graphics;
graphics2D.translate (pageFormat.getImageableX (),
pageFormat.getImageableY ());
Rectangle2D.Double rectangle = new Rectangle2D.Double ();
rectangle.setRect (72, 72, 72, 72);
graphics2D.draw (rectangle);
return (PAGE_EXISTS);
}
graphics2D.translate() 메소드를 이용함으로써 좌표계를 이동시킬 수 있고 출력가능한 영
역에 상단에 기준점 (0, 0)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익힌다면 코딩은 간단해 질 것
이다.

그림 3. Printable 영역의 좌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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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rGraphics 인터페이스
PrinterGraphics 인터페이스는 1개의 메소드를 구성되어 있다.
메소드 이름

설명

PrinterJob getPrinterJob()

렌더링 요청을 처리하는 PrinterJob을 리턴하고 Graphics
클래스에 의하여 구현되어 진다 .

Paper 클래스
Page 클래스는 5개의 메소드를 구성되어 있다.
메소드 이름

설명

double getHeight()

이 메소드는 페이지의 물리적인 높이를 포인트 단위 (1인치 =
72 포 인 트)로 리 턴 한다 . 예 를 들 어 Letter-size의 용지에
프린팅한다면 리턴값은 792 포인트가 될 것이다 .

이 메소드는 페이지내의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 는(Imageable)
영역의 높이를 리턴한다. ImageableHeight 라 는 것 은 실제로
double getImageableHeight()
그려질 프린팅 영역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 림 1의
printable 영역과 같은 개념이다.
double getImageableWidth()

이 메소드는 페이지내의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 는(Imageable)
영역의 넓이를 리턴한다.

double getImageableX()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 는(Imageable) 영역의 기준점의 x 값 을
반환한다. 자 바 프린팅 API에는 여백에 대 하 여 지원되고 있 지
않으므로 이값을 리턴된 값 은 좌 측 여백으로 간주하게 된 다 .

double getImageableY()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 는(Imageable) 영역의 기준점의 y값 을
반환한다. 리턴된 값 은 상 측 여 백 과 같 은 의미가 된다 .

double getWidth()

페이지의 물리적인 넓이를 반환한다 . Letter-size의 용지의
경 우 612 포인트 즉 8.5 인 치 를 반환하게 된 다.

void
setImageableArea(double x,
double y, double width,
double height)

이 메소드는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는 (Imageable) 영역을
설정하고 페이지의 여백을 설정하게 된다 . 실제로는 API
자체에서는 여백을 분명하게 지원하 고 있 는 메소드가
없으므로 직 접 계산해 내어야 한 다.

void setSize(double width,
double height)

이 메소드는 물리적 페이지의 사이즈를 설정한다. 8.5 x
11인치 용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로 612, 792
포인트를 넘여줘야 한 다. 이 건 Letter 의 기 본 사이즈임을
기억해 두자 .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Paper 클래스가 페이지의 물리적인 특성을 정 의하고 있음을
기억해 두자.

JSTORM

<12/16>

자바 프린팅 모델 1부
Revision: <1.0>

Issued by: <윤준호>
<2000/10/12

PageFormat 클래스는 페이지 방향이나, 크기, 종이 종류같은 모든 페이지의 특성을 대표
하고 있다. 이 클래스는 항상 Prtintable 인터페이스의 print() 메소드의 파라메터로써 전
달되게 된다. 변환 메트릭스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의 위치, 크기, 출력
방향을 얻기 위해서 Paper 클래스를 사용하게된다.

PageFormat 클래스
PageFormat 클래스는 12개의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Method name

Description

double getImageableHeight()

페이지내의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는 영역의 높이를
리턴한다.

double getImageableWidth()

페이지내의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리턴한다.

double getImageableX()

페이지내의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는 영역 기준점의 x 값을
리턴한다.

double getImageableY()

이 페소드는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는 영역 기준점의 y 값 을
리턴한다.

double getWidth()

페이지의 물리적인 넓이를 포인트 단위로 리턴한다.

double getHeight()

이 메소드는 페이지의 물리적인 높이를 포인트 단위로
리턴한다. (1인지 = 72 포인트) 만약에 페이지가 8.5 x 11
인치라면 메소드는 792를 리턴한다.

double[] getMatrix()

사용자 공간을 요청된 페이지 공 간 기준으로 변환시키는
메트릭스를 리턴한다 . 리턴된 값 은 AffineTransform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필요한 값 과 같 은 형식이다.

int getOrientation()

이 메소드는 페이지가 가로 (Landscape) 출력인지 세로 (Portrait)
출력인지를 리턴한다

void setOrientation(int
orientation)

페이지의 출력방법을 가로 (Landscape)로 할것인지
세 로(Portrait)로 할것인지 설정한다.

Paper getPaper()

페이지 양식과 연관된 Paper를 리턴한다. 앞장의 Paper
클래스의 설명을 참조해보기 바란다 .

void setPaper(Paper paper)

이 메소드는 PageFormat 클래스에서 사용될 Paper를
설정한다. PageFormat 클래스는 작업을 완벽히 끝내기 위 해 서
페이지의 물리적인특성을 억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제 Page 클래스들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다음 클래스는 PrinterJob
클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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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rJob 클래스
PrinterJob 클래스는 프린팅 프로세스를 컨트롤 하는 클래스이다. 프린트 작업을 초기화
하기도 하고 컨트롤 하는 두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 클래스를 정의를 살펴보자.

메소드 이름

설명

abstract void cancel()

현재의 프린트 작 업(job)을 취 소 시킨다 . isCancel()
메소드를 호출하여 취소가 잘 되었는지 확 인 할 수 있 다 .

abstract boolean isCancelled()

프린트 작업이 취소되었을 때 true를 리턴한다.

PageFormat defaultPage()

이 메소드는 PrinterJob을 위하여 디폴트 페 이 지 포멧을
리턴한다.

abstract PageFormat
defaultPage(PageFormat page)

이 메소드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PageFormat을 복사하고
복사본을 디폴트 PageFormat을 만든다 .

abstract int getCopies()

프린터 작업 (job)이 프린팅할 카피본의 수를 리턴한다 .

abstract void setCopies(int
copies)

프린터 작업 (job)이 프 린 팅 할 카피본의 수를 설정한다 .
만약에 프린트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 우 게 된다면
사용자가 직 접 카피본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을
알아두기 바란다 . (pageDialog메소드를 참고하라 .).

abstract String getJobName()

job의 이름을 리턴한다 .

static PrinterJob getPrinterJob()

새로운 PrinterJob을 만들고 리턴한다.

abstract String getUserName()

프린트 작업 (job)과 관 련 된 유저의 이름 을 리턴한다.

abstract PageFormat
pageDialog(PageFormat page)

이 메소드는 유저가 직 접 PageFormat을 변 경 할 수 있 도 록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운다 .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PageFormat은 다이얼로그의 필드를 설정하게 되 고 만 약
유저가 cancel 버튼을 눌렀을 경 우 초 기 의 PageFormat
클래스가 리턴되게 된 다. 그러나 유저가 파라미터를
새 로 설정한다면 새로운 PageFormat이 생성되고
리턴된다.. 이 다이얼로그 박스는 운영체제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 기 떄문에 프로그래머는 pageDialog를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

이 메소드는 총 페이지수를 얻기 위해서
문 서(document)에 질의 (query)한 다 . Pageable 은 각
abstract void
페이지에 대하여 PageFormat과 Printable 객체를 리턴하게
setPageable(Pageable document)
된 다. 좀 더 Pageble 인터페이스의 정 의 를 살펴보기
바란다 ..
프린트 되는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Painter 객체를
abstract void setPrintable(Printable
설정한다. Painter 객체는 Printable 인터페이스의 print()
painter)
메소드를 구현한 객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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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er가 사용할 PageFormat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abstract void setPrintable(Printable
것만을 제외하면 setPrintable(Printable painter) 메소드와
painter, PageFormat format)
동일한 메소드이다.
abstract void print()

이 메소드는 문서를 출력하게 된 다. 이전에 프린트
작 업(job) 에 할당하였던 Painter의 pri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 다.

abstract void setJobName(String
jobName)

이 메소드는 프린트 작업의 이름을 설정한다.

abstract boolean printDialog()

유저가 프린터의 파라메터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프린트
다이얼로그 박스를 출력한다.

abstract PageFormat
validatePage(PageFormat page)

이 메소드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PageFormat 을
확인한다.(valicate) 만 약 프린터가 전달된 PageFormat 를
사용할 수 없다면 , 프린터가 받아들일 수 있 는 새로운
PageFormat이 리턴된다.

Book 클래스
7개의 메소드가 Book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다.

Method name

Description

void append(Printable painter,
PageFormat page)

Book 에 page를 추가하는 메소드이다. painter와
PageFormat이 파라미터로 전달된다.

이 메소드는 페이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을
void append(Printable painter,
제외하면 void append(Printable painter, PageFormat
PageFormat page, int numPages)
page)와 동일하다 .
int getNumberOfPages()

Book 내 의 현 제 페이지 번호를 리턴한다.

PageFormat getPageFormat(int
pageIndex)

주어진 인덱스 페이지의 PageFormat 객체를 리턴한다 .

Printable getPrintable(int
pageIndex)

주어진 인덱스 페이지의 Painter를 리턴한다 .

void setPage(int pageIndex,
Printable painter, PageFormat
page)

이 미 book 내 에 있 는 페이지의 Painter와 PageFormat 을
설정한다.

프린팅 절차
프린팅 절차는 매우 간단한다. 먼저 PrinterJob 객체를 만든다.
PrinterJob printJob = PrinterJob.getPrinterJ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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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PrinterJob의 setPrintable() 메소드를 사용하여 PrinterJob에 Painter 객체를 할당한
다. Painter 객체는 Print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중 하나임을 확실히 알아두자.
printJob.setPrintable (Painter);
또는 Painter와 같이 PageFormat도 설정할 수 있다.
printJob.setPrintable (Painter, pageFormat);
마지막으로 Painter 객체는 반드시 print() 메소드를 구현하여야 한다.
public int print (Graphics g, PageFormat pageFormat, int page)
첫번째 파라피터는 페이지를 런더링하기 위해 사용할 그래픽 핸들이고 pageFormat은 현
재 페이지에 쓰일 포멧이다. 마지막 파라미터는 렌더링 되어야 하는 페이지의 번호이다.
간단히 프린팅 할때는 이게 다이다.

프레임웍 소개
5회의 연재에 걸쳐서 구현해 볼 프린터 프래임웍은 자바 프린팅 API와 완전히 독립적으
로 존재하게 된다. 서로 다른 출력을 만들 때 좀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며 그 구조는 문
서, 페이지, 프린팅 오브젝트들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문서에 페이지에
첨가될 때 페이지에 프린팅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구조를 이용하게 되
면 PDF나 HTML로 출력하거나 프린트 API를 이용하여 직접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Ex
port하는 기능을 쉽게 만들수 있을 것이다. 자바 프린팅 API를 사용할 때는 단지 그래픽
캔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문단이나 이미지, 드로잉, 그래픽, 표, 머리말, 꼬리
말 등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 반드시 (x, y) 기준과 출력가능한 영역의 넓이 높이를 계산
해야 했기 떄문에 여백을 셑이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따분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만들어질 프레임웍에서든 이런 모든 약점을 보완할 것이다.

결론
첫번째 연재에서는 많은 것을 커버하였다. 우리는 측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2개
의 렌더링 모델과 Book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프린팅 API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
으로 마무리 지었다. 다음 달에서는 이 모든 개념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코딩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부 부터는 프레임웍의 설계 및 구현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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