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15
부java.util 1 :

콜렉션 프레임워크



ava.util 패키지는 자바의 가장 강력한 서브시스템 중 하나인 콜렉션을(subsystem)

포함하고 있다 콜렉션은 자바 초기 버전에서 처음 추가되었고 자바 버전 에. 2 , 2 1.4

서 강화되었다 콜렉션은 객체들의 모임 이다 콜렉션의 추가는. (group) . java.util에

있는 많은 요소들의 구조와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변경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적용될 수. ,

있는 패키지들로 변경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콜렉션은 모든 자바 프로그래머들의 세심한.

주의를 받을만한 현재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콜렉션에 추가적으로, java.util은 광대한 범위의 기능들을 지원하는 클래스와 인터페이

스들의 폭 넓은 구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들은 프로그래머가 프로.

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핵심 자바 패키지에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의사난수 발생 날짜와 시간 사용 이벤트 관찰 비트 셋 사용 문자열 토(pseudorandom) , , , ,

큰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많은 기능들 때문에. , java.util은 자바에서 가장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다음에 나오는 목록은 java.util에 존재하는 클래스들이다.

AbstractCollection(Java 2) EventObject PropertyResourceBundle

AbstractList(Java 2) GregorianCalendar Random

AbstractMap(Java 2) HashMap(Java 2) ResourceBundle

AbstractSequentialList(Java 2) HashSet(Java 2) SimpleTimeZone

AbstractSet(Java 2) Hashtable Stack

ArrayList(Java 2) IdentityHashMap(Java 2, v1.4) StringTokenizer

Arrays(Java 2) LinkedHashMap(Java 2, v1.4) Timer(Java 2, v1.3)

BitSet LinkedHashSet(Java 2, v1.4) TimerTask(Java 2, v1.3)

Calendar LinkedList(Java 2) TimeZone

Collections(Java 2) ListResourceBundle TreeMap(Java 2)

Currency(Java 2, v1.4) Locale TreeSet(Java 2)

Date Observable Vector

Dictionary Properties WeakHashMap(Java 2)

EventListenerProxy(Java 2, v1.4) PropertyPermission(Java 2)

java.util은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들을 정의한다 대부분이 자바 에서 추가되었다는. 2

사실에 유의하자.



Collection(Java 2) List(Java 2) RandomAccess(Java 2, v1.4)

Comparator(Java 2) ListIterator(Java 2) Set(Java 2)

Enumeration Map(Java 2) SortedMap(Java 2)

EventListener Map.Entry(Java 2) SortedSet(Java 2)

Iterator(Java 2) Observer

ResourceBundle, ListResourceBundle, PropertyResourceBundle 클래스는 여러 특정지역

자원을 가지는 큰 프로그램의 국제화(locale-specific) (internationaliza 에 도움tion)

이 된다 이 클래스들을 여기에서 살펴보지는 않겠다 시스템 프로퍼티에 읽기 쓰기 권. . /

한을 줄 수 있게 해주는 PropertyPermission 클래스 또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EventObject, EventListener, EventListenerProxy 클래스들은 장에서 설명된다 그 이20 .

외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java.util 패키지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두 개의 장으로 나누었,

다 이 장에서는. java.util 패키지에서 콜렉션과 관계 있는 객체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장에서 그 외에 남아있는 다른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16 .

자바 콜렉션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객체들을 그룹화하는 방법을 표준화

한다 자바 이전에 자바는 객체들의 그룹을 저장하고 다루기 위해서. 2 , Dictionary,

Vector, Stack, Properties 같은 임시 클래스들을 제공했다 비록 이런 클래스들(ad hoc) .

이 매우 유용하지만 이 클래스들은 중심이 되고 통합되는 주제가 부족하다 예를 들자, .

면, Vector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Properties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또한 이전의 임시적인 방법은 쉽게 확장되거나 응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콜, .

렉션은 이러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다( ) .

콜렉션 프레임워크는여러가지목적을만족시킬수 있도록설계되었다 첫째 프레임워크. ,

는 높은성능을가져야한다 기본적인콜렉션 동적배열 링크드리스트 트리 해시테이. ( , , ,

블 의 구현은매우능률적이다 이런데이터엔진들중하나를손수직접코딩할필요는좀) .

처럼 발생하지않을것이다 둘째 프레임워크는콜렉션의다른타입을비슷한방법으로작. ,

성할 수 있어야 하고 높은 상호 운용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콜렉션의 확장과 응용이 매, . ,

우 쉬워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전체 콜렉션 프레임워크는 표준 인터페이스. , 들의 집합



에 기초를 두고 설계되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의 여러 표준 구현. (LinkedList,

HashSet, TreeSet 클래스 같은 은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만약 원한다) .

면 자신만의 콜렉션을 구현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 .

황에 맞게 구현되어야 하고 몇몇 부분적인 구현은 자신만의 콜렉션 클래스를 더 쉽게 만,

들 수 있도록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표준 배열을 콜렉션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것을 가. ,

능하게 하는 기술도 추가되었다.

알고리즘은 콜렉션 프레임워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알고리즘은 콜렉션에서 동.

작하고 클래스에 있는 정적 메소드로 정의된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모든Collections . ,

콜렉션에서 사용 가능하다 각각의 콜렉션 클래스가 자신만의 알고리즘 버전을 구현할.

필요가 없다 알고리즘은 콜렉션을 다루는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

콜렉션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또 다른 항목은 Iterator 인터페이스이다. Iterator는 콜렉

션 내부의 요소를 한번에 하나씩 접근하는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

서, iterator는 콜렉션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각각의 콜렉션.

은 Iterator를 구현하기 때문에 모든 콜렉션 클래스의 요소들은, Iterator가 정의한 메소

드를 통해 접근될 수 있다 따라서 소스코드를 조금만 변경하면. , , set을 이용하여 콜렉션

을 순환하는 코드를 list를 이용하여 콜렉션을 순환하는 코드로 변경할 수 있다.

콜렉션에 추가해서 프레임워크는 여러, Map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들을 정의한다. Map은

키와 값을 한 쌍으로 저장한다 비록. map은 단어의 정확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콜

렉션이 아니지만, Map은 콜렉션과 완전하게 통합된다 콜렉션 프레임워크라는 말에서. ,

Map의 콜렉션적인 면 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콜렉션적인 면은 콜렉션에(collection-view) .

저장된 Map의 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원한다면. , Map의 내용을 마치 콜렉션처럼 처리할

수 있다.

콜렉션 기술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java.util에 정의된

몇몇 최초의 클래스들에서 개선되었다 콜렉션의 추가가 많은 원래 유틸리티 클래스의. ,

구조를 바꾸었지만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 (deprecation)

요하다 콜렉션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더 나은 방법을 간단하게 제공.

한다.

마지막 한가지는 다음과 같다. C+ 에 익숙하다면 자바 콜렉션 기술이+ , C+ 에 정의된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의 취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Standard Template Library)

움이 된다. C+ 가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것이 자바가 콜렉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



콜렉션 프레임워크는 여러 인터페이스들을 정의한다 이 절에서는 각 인터페이스의 개요.

를 제공한다. Collection 인터페이스가 콜렉션 클래스의 기본적인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

에, Collection 인터페이스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클래스들은 표준 인터페이.

스의 다른 구현을 간단하게 제공한다 콜렉션의 토대가 되는 인터페이스들은 다음에 나.

오는 테이블과 같이 요약된다.

인터페이스 설 명

Collection 객체들의 집합을 사용하는 것들 가능하게 한다 콜렉션 계층도의 맨 위에존.

재한다.

List 시퀀스 객체들의 리스트 를 다루기 위해서 을 확장한다( ) Collection .

Set 유일한 요소만포함해야하는집합을다루기위해서 을확장한다Collection .

SortedSet 정렬된 집합을 다루기 위해서 을 확장한다Set .

콜렉션 인터페이스에 추가로 콜렉션은 또한 이 장의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되는, Com-

parator, Iterator, ListIterator, RandomAccess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간단하게 비교자 는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Comparator) , Iterator와

ListIterator는 콜렉션 안에 있는 객체들을 하나하나 열거한다. RandomAccess를 구현하

면 리스트는 리스트의 요소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무작위의 접근을 지원하게 된다, .

콜렉션의 사용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콜렉션 인터페이스는 추가적,

으로 몇몇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추가된 메소드들은 콜렉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

메소드들을 제공하는 콜렉션을 변경가능 이라고 부른다 내용이 변경되는 것(modifiable) .

을 허용하지 않는 콜렉션을 변경불가능 이라고 부른다 만약 변경이 불가(unmodifiable) .

능한 콜렉션에서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UnsupportedOperation-

Exception 예외가 발생한다 모든 내장된 콜렉션은 변경이 가능하다. .

다음 절에서 콜렉션 인터페이스들을 살펴보자.

Collection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콜렉션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된다 이 인터페이스는Collection .

모든 콜렉션들이 갖고 있는 핵심 메소드를 선언한다 이 메소드들은 표 에 요약되어. 15-1



있다 모든 콜렉션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완전하게. Collection ,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들을 숙지해야 한다 이 메소드들에. 서 Unsupported-

Operation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콜렉션이 변경. ,

될 수 없다면 이 예외가 발생한다 한 객체가 다른 객체와 호환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

콜렉션에 호환되지 않는 객체를 추가하려고 시도할 때, ClassCastException 예외가 발생

한다.

메소드 설 명

boolean add(Object obj) 호출하는 콜렉션에 를 추가한다 만약 가콜렉obj . obj

션에 추가되면 를 반환한다 만약 가 이미 콜true . obj

렉션의멤버이거나만약콜렉션이중복 을(duplicate)

허용하지 않으면 를 반환한다false .

boolean addAll(Collection c) 호출하는 콜렉션에 의 모든 요소를 추가한다 만약c .

요소들이추가되어서동작이성공하면 를반환한true

다 그렇지 않으면 를 반환한다. , false .

void clear() 호출하는 콜렉션에서 모든 요소를 제거한다.

boolean contains(Object obj) 만약 가 호출하는 콜렉션의 요소라면 를반환obj true

한다 그렇지 않으면 를 반환한다. false .

boolean containsAll(Collection c) 만약호출하는콜렉션이 의모든요소를포함하고있c

다면 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를 반환true . false

한다.

boolean equals(Object obj) 만약 호출하는 콜렉션과 가 같으면 를 반환한obj true

다 그렇지 않으면 를 반환한다. , false .

int hashCode() 호출하는 콜렉션의 해시 코드를 반환한다.

boolean isEmpty() 만약 호출하는 콜렉션이 비어있다면 를 반환한true

다 그렇지 않다면 를 반환한다. , false .

Iterator iterator() 호출하는 콜렉션을 위한 를 반환한다iterator .

boolean remove(Object obj) 호출하는 콜렉션에서 인스턴스하나를제거한다obj .

만약 요소가 제거되면 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다true .

면 를 반환한다, false .

boolean removeAll(Collection c) 호출하는 콜렉션에서 의 모든 요소를 제거한다 만c .

약 요소들이 제거되어서 콜렉션이 변화되면 를true

반환한다 그렇지 않다면 를 반환한다. , false .

boolean retainAll(Collection c) 에있는요소들을제외한호출한콜렉션의모든요소c

를 제거한다 만약 요소들이 제거되어서콜렉션이 변.

화되면 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다면 를반true . , false

환한다.



메소드 설 명

int size() 호출하는콜렉션에서유지하고있는요소들의개수를

반환한다.

Object[ ] toArray()
호출하는 콜렉션에 저장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배

열을 반환한다 배열 요소는 콜렉션 요소를 복사한.

다.

Object[ ] toArray

(Object array[ ])
와 일치하는 타입을 가지는 콜렉션 요소만을 포array

함하는배열을반환한다 배열요소는콜렉션요소를.

복사한다 만약 의크기가일치하는요소들의숫. array

자와같으면 가반환된다 만약 의크기가, array . array

일치하는 요소들의 숫자보다 작으면 필요한 크기의,

새로운배열이할당되고반환된다 만약 의크기. array

가 일치하는 요소들의 숫자보다 크면 콜렉션의 마지,

막요소다음에나오는배열요소는 로설정된다null .

만약 콜렉션의 어떤 요소가 의 서브타입이 아닌array

다른 타입이라면 이 발생한다, ArrayStoreException .

표 에 정의된 메소드[ 15-1] Collection

add() 메소드를 호출해서 콜렉션에 객체들을 추가할 수 있다. add() 메소드는 Object 타

입의 인자를 가진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Object는 모든 클래스의 상위클래스이기 때문

에 어떤 타입의 객체도 콜렉션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원시 타입은 그렇, . , (primitive)

지 않다 예를 들어 콜렉션은. , int, char, double 같은 여러 원시 타입의 값을 직접 저장

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원시 타입의 객체들을 저장하기 원한다면 장에서 설명되는 원. , , 14

시 타입의 포장 클래스들을 사용하면 된다(wrapper) . addAll() 메소드를 호출하면 다른

콜렉션의 모든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여 객체를 제거할 수도 있다 객체의 그룹을 제거하기 위해서.

는, removeAll()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retainAll() 메소드를 호출하면 명시된 그룹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 콜렉션을 비우기 원한.

다면, clear()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contains() 메소드를 호출하면 명시된 객체가 콜렉션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나의 콜렉션이 다른 콜렉션의 모든 멤버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

해서는 containsAll()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isEmpty() 메소드를 호출하면 콜렉션이

비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 콜렉션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요소들의 개수는. size() 메소드

를 호출하면 알 수 있다.



toArray() 메소드는 호출하는 콜렉션에 저장된 요소들을 포함하는 배열을 반환한다 이.

메소드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 배열과 비슷한 구문을 사용해서 콜렉션의.

내용물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자주 있다 콜렉션과 배열 사이에 통로를 제공함.

으로써 콜렉션과 배열 각각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

equals() 메소드를 호출하면 두 개의 콜렉션이 같은지 비교할 수 있다 같다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콜렉션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콜렉션에 저장된 요소들의 값이 같은지 비. ,

교하기 위해서 equals() 메소드를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 equals() 메소드가 콜렉션에

저장된 요소들의 참조가 같은지 비교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소드는 콜렉션의 반복자 를 반환하는(iterator) iterator() 메소드이

다 알다시피 반복자는 콜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할 때 매우 중요한 부. ,

분을 차지한다.

List 인터페이스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확장한 List 인터페이스는 요소들의 순서를 저장하는 콜렉션의

동작을 선언한다 부터 시작하는 색인 을 사용하여 특정 위치에 요소를 삽입하거. 0 (index)

나 특정 위치에 있는 요소에 접근할 수 있다 리스트는 중복되는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

다.

Collection에 정의된 메소드에 추가적으로, List는 표 에 요약된 자신만의 몇몇 메소15-2

드를 정의한다 만약 콜렉션이 변경될 수 없다면 다음에 나오는 여러 메소드들에서. ,

UnsupportedOperationException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자 그리고 콜. ,

렉션에 호환되지 않는 객체를 추가하려는 시도하려고 할 때 같이 한 객체가 다른 객체와,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 ClassCastException 예외가 발생한다.

Collection에 정의된 add() 메소드와 addAll() 메소드를 위해서, List는 add(int, Object)

메소드와 메소드를추가했다 이메소드들은명시된위치에 요소addAll(int, Collection) .

들을 삽입한다 또한 리스트의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에. , , Collection 정의된

add(Object) 메소드와 addAll(Collection) 메소드의 의미가 List에 의해 변경되었다.

특정 위치에 저장된 객체를 얻기 위해서는 객체의 위치를 넘겨주면서, get() 메소드를 호

출하면 된다 리스트에 있는 요소에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 변경될 객체의 위치를 지정하. ,

면서 se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객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 indexOf() 메소드나

lastIndexOf()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메소드 설 명

void add(int index, Object obj) 호출하는 리스트의 로 전달된 위치에 를 삽입index obj

한다 삽입위치나그이후에이미존재하는모든요소.

들은한칸씩밀려난다 따라서 어떤요소를덮어쓰지. ,

는 않는다(overwrite) .

boolean addAll(int index,

Collection c)

호출하는리스트의 로전달된위치에 의모든요index c

소를 삽입한다 삽입 위치나 그 이후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요소들은한칸씩밀려난다 따라서 어떤요소를. ,

덮어쓰지 는 않는다 만약 호출하는 리스트(overwrite) .

가 변경되었다면 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true ,

를 반환한다false .

Object get(int index) 호출하는 콜렉션의 명시된 위치에 저장된 객체를 반환

한다.

int indexOf(Object obj) 호출하는 리스트에서 의 첫번째 인스턴스의 위치를obj

반환한다 만약 가리스트의요소가아니라면 을. obj , -1

반환한다.

int lastIndexOf(Object obj) 호출하는 리스트에서 의 마지막 인스턴스의 위치를obj

반환한다 만약 가리스트의요소가아니라면 을. obj , -1

반환한다.

ListIterator listIterator() 처음부터 시작하는 호출하는 리스트의 반복자를 반환

한다.

ListIterator listIterator(int

index)

명시된 위치에서 시작하는 호출하는 리스트의 반복자

를 반환한다.

Object remove(int index) 호출하는리스트에서 위치에있는요소를제거하index

고 삭제된 요소를 반환한다 남은 리스트는 꽉 채워진.

다 즉 삭제된위치이후에존재하는요소들은위치가. ,

씩 감소한다1 .

Object set(int index,

Object obj)

호출하는 리스트의 로 명시된 위치에 를 할당index obj

한다.

List subList(int start, int end) 호출하는 리스트의 위치에서 위치까지의start end-1

요소들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반환한다 반환된 리스트.

에 존재하는 요소들은 호출한 객체에 의해서도 참조될

수 있다.

표 에 정의된 메소드[ 15-2] List

부분리스트 의 시작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명시하면서(sublist) , subList() 메소드를 호

출하면 리스트의 부분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다시피. , subList() 메소드는 리스트

의 처리를 매우 편리하게 해준다.



인터페이스Set

Set 인터페이스는 집합을 정의한다. Set 인터페이스는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확장하

고 요소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콜렉션의 동작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만약 중복되는 요. ,

소를 집합에 추가하려고 시도한다면, add() 메소드는 를 반환한다false . Set 인터페이스

는 자신만의 어떤 추가적인 메소드도 정의하지 않는다.

인터페이스SortedSet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확장하고오름차순으로정렬된집합의동작을선SortedSet Set

언한다 인터페이스에정의된메소드에추가적으로 인터페이스는표 에. Set , SortedSet 15-3

요약된 메소드들을선언한다 호출하는집합에 포함된항목이아닐경우에 여러메소드들. ,

에서 예외가 발생한다 객체가집합에있는요소와호환되지 않을NoSuchElementException .

때 예외가발생한다 만약집합에서허용되지않는 과 객체를ClassCastException . null null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예외가 발생한다, NullPointerException .

SortedSet은 집합의 처리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메소드들을 정의한다 집합에.

서 첫 번째 객체를 얻고 싶다면 firs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마지막 객체를 얻기 원.

한다면, last() 메소드를 사용하자 집합에서 첫 번째 객체와 마지막 객체를 명시하면서.

subSet() 메소드를 호출하면 정렬된 집합의 부분집합 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집합(subset) .

의 첫 번째 요소로 시작하는 부분집합이 필요하다면, headSet() 메소드를 사용하자. 만약

집합의 마지막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원한다면 메소드를 사용하자, tailSet() .

메소드 설 명

Comparator comparator() 호출하는 정렬된 집합의 비교자 를 반환한(comparator)

다 만약 자연적인 순서가 이 집합에서 사용된다면. ,

을 반환한다null .

Object first() 호출하는 정렬된 집합의 첫번째 요소를 반환한다.

SortedSet headSet(Object

end)

호출하는 정렬된 집합에 포함된 보다 순서가 빠른end

요소들을 포함하는 을 반환한다 반환된 정SortedSet .

렬된집합에있는요소들은호출하는정렬된집합에의

해서도 참조될 수 있다.

Object last() 호출하는 정렬된 집합에서 마지막 요소를 반환한다.

SortedSet subSet(Object start,

Object end)

와 사이에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는start end-1

을 반환한다 반환된 콜렉션에 있는 요소들SortedSet .

은 호출하는 객체에 의해서도 참조될 수 있다.



메소드 설 명

SortedSet tailSet(Object start) 정렬된 집합에 포함된 와 순서가 같거나 보start start

다 순서가 더 느린 요소들을 포함하는 메소SortedSet

드를반환한다 반환된집합에있는요소들은호출하는.

객체에 의해서도 참조될 수 있다.

표 에 정의된 메소드[ 15-3] SortedSet

Collection

이제 콜렉션 인터페이스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인터페이스들을 구현,

한 표준 클래스들에 대해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몇몇 클래스들은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구현되어서 제공된다 다른 클래스들은 실제 콜렉션을 만들기 시.

작하는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골격의 구현을 제공하는 추상 클래스들이다 동기화를 제.

공하는 콜렉션 클래스들은 제공되지 않지만 이 장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기,

화된 버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표준 콜렉션 클래스들은 다음에 나오는 표처럼 요약된다.

클래스 설 명

AbstractCollection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을 구현한다Collection .

AbstractList 을 확장하고 인터페이스의대부분을구AbstractCollection List

현한다.

AbstractSequentialList
요소들에 무작위 접근보다는 순차적인 접근을 사용하는 콜렉션

을 사용하기 위해서 를 확장한다AbstractList .

LinkedList 를 확장함으로써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AbstractSequentialList

한다.

ArrayList 를 확장함으로써 동적 배열을 구현한다AbstractList .

AbstractSet 을 확장하고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을 구AbstractCollection Set

현한다.

HashSet 해시 테이블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을 확장한다AbstractSet .

LinkedHashSet 삽입 순서가 있는 반복을 허용하기 위해 을 확장한다HashSet .

TreeSet 트리에 저장된 집합을 구현한다 을 확장한다. AbstractSet .



콜렉션 클래스에 추가적으로 과 같은 여러 기존, Vector, Stack, Hashtable

의 클래스들은 콜렉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졌다 이 클(legacy) .

래스들에 대해서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살펴보겠다.

다음 절에서는 실제 콜렉션 클래스들을 살펴보고 이 클래스들의 사용을 설명한다.

클래스ArrayList

ArrayList 클래스는 AbstractList를 확장하고 Lis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ArrayList 클

래스는 필요할 때 길이가 늘어나는 동적인 배열을 지원한다 자바에서 표준 배열은 길이.

가 고정되어 있다 배열이 생성된 후에는 배열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불가. ,

능하다 즉 배열이 몇 개의 요소를 수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그. , .

러나 때때로 필요한 배열의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실행 시간 때까지 알지 못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콜렉션 프레임워크는. , ArrayList를 정의한다 사.

실, ArrayList는 객체 참조의 가변 길이 배열이다 즉(variable-length) . , ArrayList는 동

적으로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배열 리스트는 초기 크기와 함께 만들어진다. .

크기가 초과되면 콜렉션은 자동으로 확장된다 객체들이 삭제되면 배열은 줄어들 것이, . ,

다.

동적 배열은 또한 이 장의 후반부에서 설명되는 기존 클래스인 에서Vector

도 지원된다.

ArrayList는 다음과 같은 생성자를 가진다.

ArrayList()

ArrayList(Collection c)

ArrayList(int capacity)

첫 번째 생성자는 비어 있는 배열 리스트를 만든다 두 번째 생성자는 콜렉션. c의 요소들

로 초기화되는 배열 리스트를 만든다 세 번째 생성자는 명시된 초기 용량. (capacity 를)

가지는 배열 리스트를 만든다 용량은 요소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배열.

의 크기이다 용량은 배열 리스트에 추가되는 요소들처럼 자동으로 늘어난다. .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의 간단한 사용을 보여준다 배열 리스트가 만들어지ArrayList .



고 타입의 객체들이 배열 리스트에 추가된다 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열은String .( String

객체로 변환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런 후에 리스트가 출력된다 몇몇 요소들이 삭제되.) .

고 리스트는 다시 출력된다.

를 설명한다// ArrayList .

import java.util.*;

class ArrayList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배열 리스트를 만든다// .

ArrayList al = new ArrayList();

System.out.println("Initial size of al: " + al.size());

배열 리스트에 요소들을 추가한다// .

al.add("C");

al.add("A");

al.add("E");

al.add("B");

al.add("D");

al.add("F");

al.add(1, "A2");

System.out.println("Size of al after additions: " + al.size());

배열 리스트를 출력한다// .

System.out.println("Contents of al: " + al);

배열 리스트에서 요소들을 삭제한다// .

al.remove("F");

al.remove(2);

System.out.println("Size of al after deletions: " + al.size());

System.out.println("Contents of al: " + al);

}

}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Initial size of al: 0

Size of al after additions: 7



Contents of al: [C, A2, A, E, B, D, F]

Size of al after deletions: 5

Contents of al: [C, A2, E, B, D]

a1은 비어 있는 배열 리스트로 시작해서 요소들이 a1에 추가될 때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

목하자 요소들이 삭제되면. , a1의 크기는 감소한다 앞에 나오는 예제에서 콜렉션의 내. ,

용물은 AbstractCollection에서 상속받은 toString() 메소드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변환

을 사용하여 출력된다 비록 이 방법은 짧은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충분하지만 실제 프로. ,

그래밍에서 콜렉션의 내용물을 출력할 때에는 이 메소드를 좀처럼 사용하지는 않는다.

보통 자신만의 출력 처리순서 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몇(routine) . ,

개의 예제에서는, toString() 메소드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출력이 계속 사용될 것

이다.

비록 ArrayList 객체의 용량은 저장되는 객체에 따라서 자동으로 증가하지만, ensure-

Capacity()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직접 ArrayList 객체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만.

약 현재 사용하는 콜렉션에 얼마나 더 많은 항목들이 저장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원할 수도 있다 시작할 때 한번 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후에 여러 번 재. ,

할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할당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요없. ,

는 재할당을 막는 것은 성능을 향상시킨다. ensureCapacity() 메소드의 시그너처

는 다음과 같다(signature) .

void ensureCapacity(int cap)

여기에서, cap은 새로운 용량을 나타낸다.

반대로 만약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항목의 개수가 확실하게 충분히 커서, ArrayList 객체의

기반이 되는 배열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원한다면 다음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trim-

ToSize() 메소드를 호출하자.

void trimToSize()

에서 얻기ArrayList Array·

ArrayList를 사용할 때 때때로 리스트의 내용물을 포함하는 실제 배열을 얻기 원할 때가,

있다 이미 설명된 것처럼. , toArray() 메소드를 호출하면 실제 배열을 얻을 수 있다 다.

음과 같이 콜렉션을 배열로 변환하려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한다.



■ 몇몇 연산에서 더 빠른 처리 시간을 얻기 위해서

■ 메소드에 배열을 전달함으로써 콜렉션을 받아들이는 과부하를 없애기 위해서

■ 새로운콜렉션 기반의 코드와콜렉션을 이해하지못하는 기존의코드를 통합하기위-

해서

무슨 이유든 간에, ArrayList를 array로 변환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를 배열로 변환한다// ArrayList .

import java.util.*;

class ArrayListToArray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배열 리스트를 만든다// .

ArrayList al = new ArrayList();

배열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한다// .

al.add(new Integer(1));

al.add(new Integer(2));

al.add(new Integer(3));

al.add(new Integer(4));

System.out.println("Contents of al: " + al);

배열을 얻는다// .

Object ia[] = al.toArray();

int sum = 0;

배열 요소들의 합계를 구한다// .

for(int i=0; i<ia.length; i++)

sum += ((Integer) ia[i]).intValue();

System.out.println("Sum is: " + sum);

}

}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ntents of al: [1, 2, 3, 4]

Sum is: 10



이 프로그램은정수들의콜렉션을만들면서시작된다 설명된것처럼 콜렉션에 원시타입. ,

을 저장할 수 없으므로 타입의 객체를 만들고 저장하였다 다음으로, Integer . , toArray()

메소드를호출함으로써 의배열을얻을수있다 이 배열의내Object . Object 용물을 Integer

클래스로 변환한 후 배열의 모든 값의 합계를 구한다, .

LinkedList 클래스

LinkedList 클래스는 AbstractSequentialList를 확장하고 Lis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이 클래스는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를 제공한다 이 클래스는 다음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

두 개의 생성자를 가진다.

LinkedList()

LinkedList(Collection c)

첫 번째 생성자는 비어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든다 두 번째 생성자는 콜렉션. c의 요소

들로 초기화되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든다.

LinkedList 클래스는 상속 받는 메소드에 추가적으로 리스트를 다루고 리스트에 접근하

는 약간의 자신만의 유용한 메소드들을 정의한다 리스트의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하기 위.

해서는 addFirs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리스트의 맨 뒤에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Las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음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 메소드들의 시그너처다. .

void addFirst(Object obj)

void addLast(Object obj)

여기에서, obj는 추가될 항목이다.

첫 번째 요소를 얻기 위해서는, getFirs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마지막 요소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getLas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이 메소드들의 시그너처는 다음과 같.

다.

Object getFirst()

Object getLast()

첫 번째 요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removeFirs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마지막 요소.

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removeLas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다음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 메소드들의 시그너처다.



Object removeFirst()

Object removeLast()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LinkedList에서 제공되는 여러 메소드들을 설명한다.

클래스를 실제로 사용하여 설명한다// LinkedList .

import java.util.*;

class LinkedList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링크드 리스트를 만든다// .

LinkedList ll = new LinkedList();

링크드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한다// .

ll.add("F");

ll.add("B");

ll.add("D");

ll.add("E");

ll.add("C");

ll.addLast("Z");

ll.addFirst("A");

ll.add(1, "A2");

System.out.println("Original contents of ll: " + ll);

링크드 리스트에서 요소를 삭제한다// .

ll.remove("F");

ll.remove(2);

System.out.println("Contents of ll after deletion: " + ll);

첫 번째와 마지막 요소를 삭제한다// .

ll.removeFirst();

ll.removeLast();

System.out.println("ll after deleting first and last: " + ll);

값을 가져오고 값을 설정한다// .

Object val = ll.get(2);

ll.set(2, (String) val + " Changed");



System.out.println("ll after change: " + ll);

}

}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에 보여지는 것과 같다.

Original contents of ll: [A, A2, F, B, D, E, C, Z]

Contents of ll after deletion: [A, A2, D, E, C, Z]

ll after deleting first and last: [A2, D, E, C]

ll after change: [A2, D, E Changed, C]

LinkedList는 Lis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add(Object) 메소드를 호출하면

addLast()와 같이 리스트의 마지막에 항목을 추가한다 특정 위치에 항목을 삽입하기 위.

해서는 예제에서, add(1, A2)를 호출함으로써 설명된 것처럼, add() 메소드의 다른 형태

인 add(int, Objec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ll의 세 번째 요소가 get()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어떻게 변경되는지 주

목하자 요소의 현재 값을 얻기 위해서는 저장된 요소의 위치를 전달하면서. , get() 메소

드를 호출하면 된다 특정 위치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새로운 값을. ,

전달하면서 se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클래스HashSet

HashSet은 AbstractSet을 확장하고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HashSet은 기억장소로 해

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콜렉션을 만든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해. ,

시 테이블을 해싱 이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해서 정보를 저장한다 해싱에서는(hashing) . ,

키의 정보적인 내용이 해시 코드라 불리는 오직 하나뿐인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

런 후 해시 코드는 키와 연관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는 색인으로 사용된다 키.

를 해시 코드를 변형하는 것은 자동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해시 코드 자체는 결코 볼 수.

없다 또한 코드에서 해시 테이블의 어떤 위치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해싱의 이. , .

점은, add(), contains(), remove(), size() 메소드 같은 기본적인 동작의 실행 시간이 아

주 큰 집합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생성자는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된다.

HashSet()



HashSet(Collection c)

HashSet(int capacity)

HashSet(int capacity, float fillRatio)

첫 번째형태는기본적인해시집합을생성한다 두번째형태는. c의 요소들을사용해서해

시 집합을초기화한다 세 번째형태는 해시집합의 용량을. capacity로 초기화한다 네 번.

째 형태는인자를이용해서용량과채움비율 또는부하용량 이(fill ratio (load capacity)

라고도불림 두가지모두를초기화한다 채움비율은 과 사이의값) . 0.0 1.0 이어야만 하고,

이 값은 해시 집합이 얼마나 채워졌을 때 해시 집합의 크기를 늘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소들의 개수가 해시 집합의 용량과 채움 비율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 해시 집합이 확장된다 채움 비율을 가지지 않는 생성자의 경우에는 가 사용, . 0.75

된다.

HashSet은 상위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들을 제외한 어떤 추가적인 메

소드도 정의하지 않는다 해싱하는 과정이 보통 정렬된 집합을 생성하는데 알맞지 않기.

때문에 해시 집합이 요소들의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만약 정렬해, .

서 저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TreeSet 같은 다른 콜렉션이 더 좋은 선택이다.

다음은 HashSet을 설명하는 예제이다.

을 설명한다// HashSet .

import java.util.*;

class HashSet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해시 집합을 생성한다// .

HashSet hs = new HashSet();

해시 집합에 요소를 추가한다// .

hs.add("B");

hs.add("A");

hs.add("D");

hs.add("E");

hs.add("C");

hs.add("F");

System.out.println(hs);

}

}



다음은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이다.

[A, F, E, D, C, B]

설명된 것처럼 요소들은 순서없이 저장되었고 정확한 출력결과는 매번 바뀔 것이다, , .

LinkedHashSet 클래스

자바 버전 에서는 클래스가 추가되었다 이 클래스는 을 확장2 1.4 LinkedHashSet . HashSet

했지만 자신만의멤버는하나도추가되지않았다 은삽입된순서를가지는, . LinkedHashSet

집합에 있는 엔트리의 링크드 리스트를 유지한다 그래서 집합에 있는 요소들을 삽입된 순.

서대로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반복자를 사용하여 을 반복하면 요소. , LinkedHashSet ,

들이 삽입된 순서대로 반환된다 또한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 LinkedHashSet toString()

면 반환되는 문자열에서도 삽입된 순서대로 나타난다 의 효과를 보기 위해. LinkedHashSet

서 앞에 나오는 예제에서 을 으로 대체해 보자 출력결과는 요소들, HashSet LinkedHashSet .

이 삽입된 순서대로 나타날 것이다.

[B, A, D, E, C, F]

TreeSet 클래스

TreeSet은 기억장소로 트리를 사용하는 Set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제공한다 객체들은 오.

름차순 순서로 정렬되어 저장된다. TreeSet은 빠르게 검색되어야 하는 많은 양의 정렬된

정보를 저장할 때 훌륭한 선택이 될 만큼 접근 속도와 검색 속도가 매우 빠르다, .

다음과 같은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다.

TreeSet()

TreeSet(Collection c)

TreeSet(Comparator comp)

TreeSet(SortedSet ss)

첫 번째 형태는 요소들의 자연적인 순서에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빈 트리 집합을생

성한다 두 번째 형태는. c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트리 집합을 만든다 세 번째 형태는. comp

에 명시된 비교자 비교자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설명된다 에 따라 정렬되는(comparator, .)

빈 트리 집합을 생성한다 네 번째 형태는. ss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트리 집합을 만든다.



다음은 TreeSet을 설명하는 예제이다.

을 설명한다// TreeSet .

import java.util.*;

class TreeSet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트리 집합을 만든다// .

TreeSet ts = new TreeSet();

트리 집합에 요소들을 추가한다// .

ts.add("C");

ts.add("A");

ts.add("B");

ts.add("E");

ts.add("F");

ts.add("D");

System.out.println(ts);

}

}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B, C, D, E, F]

설명된 것처럼, TreeSet은 자기의 요소들을 트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출력결과에서 확인,

하는 것처럼 정렬된 순서로 자동으로 정해진다.

종종콜렉션의요소들을반복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 각각의요소들을출력하기원할. ,

수도있다 이렇게하는가장쉬운방법은 나 인터페이스를구현한객. Iterator ListIterator

체인 를사용하는것이다 는콜렉션의요소들을얻거나삭제하면서콜렉션iterator . Iterator

을 반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를 확장하는 는 양방향 순회. Iterator ListIterator (bi-

와 요소의 변경을 허용한다 인터페이스는 표 에서 보directional traversal) . Iterator 15-4

여지는 메소드들을 선언한다 에 선언된 메소드들은 표 에서 볼 수 있다. ListIterator 15-5 .



반복자 사용

반복자에 의해서 콜렉션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반복자를 얻어야만 한다 각각의 콜렉션, .

클래스들은 콜렉션의 처음에서 시작하는 반복자를 반환하는 iterator() 메소드를 제공한

다 이 반복자 객체를 사용하면 콜렉션에 있는 각 요소에 한번에 하나씩 접근할 수 있. ,

다.

메소드 설 명

boolean hasNext() 만약 요소가 더 존재하면 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true .

를 반환한다false .

Object next() 다음 요소를 반환한다 만약 다음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를 던진다NoSuchElementException .

void remove() 현재 요소를 삭제한다 만약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 next()

에 메소드의 호출이 시도된다면remove() IllegalState-

예외를 던진다Exception .

표 에 선언된 메소드[ 15-4] Iterator

메소드 설 명

void add(Object obj) 리스트에서 다음의 메소드 호출이 반환할 요소 앞에next() obj

를 삽입한다.

boolean hasNext() 만약 다음 요소가 존재하면 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true .

를 반환한다false .

boolean hasPrevious() 만약 이전 요소가 존재하면 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true .

를 반환한다false .

Object next() 다음 요소를 반환한다 만약 다음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를 던진다NoSuchElementException .

int nextIndex() 다음 요소의 위치를 반환한다 만약 다음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

면 리스트의 크기를 반환한다, .

Object previous() 이전 요소를 반환한다 만약 이전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를 던진다NoSuchElementException .

int previousIndex() 이전 요소의 위치를 반환한다 만약 이전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

면 을 반환한다, -1 .

void remove() 리스트에서현재요소를삭제한다 만약 나 메. next() previous()

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메소드가 호출되면remove() Illegal-

예외를 던진다StateException .

void set(Object obj) 현재 요소에 를 할당한다 할당된 는 나obj . obj next() previ-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마지막으로 반환되는 요소이다ous() .



표 에 선언된 메소드[ 15-5] ListIterator



일반적으로 콜렉션의 내용물을 반복하기 위해서 반복자를 사용하고 싶다면 다음에 나오,

는 단계를 따라야 한다.

콜렉션의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콜렉션의 처음에서 시작하는 반복자를1. iterator()

얻는다.

메소드를 호출해서 루프를 셋업한다 메소드가 를 반환하2. hasNext() . hasNext() true

는동안 루프를 반복한다.

루프 내부에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각 요소를 얻는다3. , next() .

List를 구현하는 콜렉션에서는 또한, ListIterator를 호출함으로써 반복자를 얻을 수 있

다 설명된 것처럼 리스트 반복자는 콜렉션에서 앞쪽 또는 뒤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 ,

력을 주고 요소를 변경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점에서는. , ListIterator도 마치 Iterator처

럼 사용된다.

다음은 Iterator와 ListIterator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하면서 이러한 단계를 구현하는 예

제이다 이 예제에서는. ArrayList 객체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콜렉션의 어떤 타,

입에서도 적용된다 물론. , ListIterator는 Lis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콜렉션에서만 이

용 가능하다.

반복자를 설명한다// .

import java.util.*;

class Iterator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배열 리스트를 만든다// .

ArrayList al = new ArrayList();

배열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한다// .

al.add("C");

al.add("A");

al.add("E");

al.add("B");

al.add("D");

al.add("F");

의 내용물을 출력하기 위해서 반복자를 사용한다// al .

System.out.print("Original contents of al: ");

Iterator itr = al.iterator();



while(itr.hasNext()) {

Object element = itr.next();

System.out.print(element + " ");

}

System.out.println();

반복자 객체에 들어 있는 객체를 변경한다// .

ListIterator litr = al.listIterator();

while(litr.hasNext()) {

Object element = litr.next();

litr.set(element + "+");

}

System.out.print("Modified contents of al: ");

itr = al.iterator();

while(itr.hasNext()) {

Object element = itr.next();

System.out.print(element + " ");

}

System.out.println();

이제 리스트를 거꾸로 출력한다// , .

System.out.print("Modified list backwards: ");

while(litr.hasPrevious()) {

Object element = litr.previous();

System.out.print(element + " ");

}

System.out.println();

}

}

출력결과는 다음과 같다.

Original contents of al: C A E B D F

Modified contents of al: C+ A+ E+ B+ D+ F+

Modified list backwards: F+ D+ B+ E+ A+ C+

리스트가 거꾸로 출력되는 방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리스트가 변경된 후에. , litr

은 리스트의 끝을 가리킨다.(litr.hasNext() 메소드는 리스트에 끝에 도착했을 때 false

를 반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거꾸로 리스트를 순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

litr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이전 요소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한다 검사가. .



성공하는 동안 요소를 얻을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다, .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예제들은 콜렉션에, String이나 Integer같은 내장 객

체들을 저장하였다 물론 콜렉션이 내장 객체들의 기억 장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 ,

다 도리어 정 반대다 콜렉션의 강력함은 사용자가 직접 만든 클래스의 객체들을 포함해. .

서 어떤 타입의 객체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편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 ,

서 LinkedList를 사용하는 다음 예제를 생각해보자.

간단한 우편 주소 리스트 예제//

import java.util.*;

class Address {

private String name;

private String street;

private String city;

private String state;

private String code;

Address(String n, String s, String c,

String st, String cd) {

name = n;

street = s;

city = c;

state = st;

code = cd;

}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name + "\n" + street + "\n" +

city + " " + state + " " + code;

}

}

class MailList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LinkedList ml = new LinkedList();



링크드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한다//

ml.add(new Address("J.W. West", "11 Oak Ave",

"Urbana", "IL", "61801"));

ml.add(new Address("Ralph Baker", "1142 Maple Lane",

"Mahomet", "IL", "61853"));

ml.add(new Address("Tom Carlton", "867 Elm St",

"Champaign", "IL", "61820"));

Iterator itr = ml.iterator();

while(itr.hasNext()) {

Object element = itr.next();

System.out.println(element + "\n");

}

System.out.println();

}

}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J.W. West

11 Oak Ave

Urbana IL 61801

Ralph Baker

1142 Maple Lane

Mahomet IL 61853

Tom Carlton

867 Elm St

Champaign IL 61820

콜렉션에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앞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줄의 코드로 우편 주소를 저장하고 가져. 50 ,

오고 처리할 수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콜렉션 프레임, ,

워크의 강력함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

만약 이런 모든 기능들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면 프로그램은 몇 배 더 길어질 것이다 콜, .

렉션은 많은 종류의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해서 별 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한다(off-the-shelf) .



Random Access

자바 버전 에서는2 1.4 RandomAccess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었다 이 인터페이스는 멤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콜렉션이 요소들에 대한 효율. , ,

적인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콜렉션은 임의 접근을 지원하고 있.

지만 매우 효율적이지는 않다, . RandomAccess 인터페이스를 검사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코드는 콜렉션이 임의 접근 동작의 정해진 형식에 적합한지를 실행 시간에 결정할 수 있

다 특히 아주 큰 콜렉션에 자주 적용된다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지 알고 싶. .(

다면 instanceof를 사용하면 된다.) ArrayList 클래스와 레거시 Vector 클래스는

RandomAccess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M ap

맵은 키 와 값 또는 키 값 쌍들 사이의 연관을 저장하는 객체이다 키가 주어지면(key) , / . ,

그 키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다 키와 값도 모두 객체이다 키는 유일해야 하지만 값은. . ,

중복될 수 있다 어떤 맵들은 널 키와 널 값을 허용하지만 허용하지 않는 맵도 존재한. ,

다.

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들Map

맵 인터페이스는 맵의 특성과 성질을 정의하기 때문에 맵에 대한 얘기는 이것들로 시작,

한다 다음에 나오는 인터페이스들은 맵을 지원한다. .

인터페이스 설 명

Map 유일한 키와 값을 연결 한다(map) .

Map.Entry 맵에 있는 요소 키 값 쌍 을 표현한다 인터페이스의 내부 클래스이다( / ) . Map .

SortedMap 키를 오름차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확장한다Map .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인터페이스Map·



Map 인터페이스는 유일한 키와 값을 연결한다 키는 나중에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되.

는 객체이다 키와 값이 주어지면. , Map 객체에 값을 저장할 수 있다 값이 저장된 후에는. ,

키를 사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Map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들은 표 에 요약15-6

되어 있다 여러 메소드들은 호출하는 맵에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NoSuch-

ElementException을 던진다 객체가 맵에 있는 요소와 호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을 던진다 만약 널이 허용되지 않는 맵에서 널 객체를 사용하려고 시ClassCastException .

도하면, NullPointerException을 던진다 변경할 수 없는 맵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면.

UnsupportedOperationException을 던진다.

메소드 설 명

void clear() 호출하는 맵의 모든 키 값 쌍을 삭제한다/ .

boolean containsKey

(Object k)

만약 호출하는 맵이 키로 를 포함하고 있다면 를 반환k true

한다 그렇지 않다면 를 반환한다. , false .

boolean containsValue

(Object v)

만약맵이값으로 를포함하고있다면 를반환한다 그v true .

렇지 않다면 를 반환한다, false .

Set entrySet() 맵에있는엔트리를포함하는 을반환한다 반환되는Set . Set

은 타입의객체들을포함한다Map.Entry . 이메소드는호출하

는 맵에 대한 집합 뷰를 제공한다- .

boolean equals(Object

obj)

만약 가 이고 똑같은 엔트리를 포함하고 있다면obj Map true

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다면 를 반환한다. , false .

Object get(Object k) 키 와 연결된 값을 반환한다k .

int hashCode() 호출하는 맵에 대한 해시 코드를 반환한다.

boolean isEmpty() 만약호출하는맵이비어있다면 를반환한다 그렇지않true .

다면 를 반환한다, false .

Set keySet() 호출하는 맵에 있는 키들을 포함하는 을 반환한다 이 메Set .

소드는호출하는맵에있는키들에대한집합 뷰를제공한다- .

Object put(Object k,

Object v)

키와연결된이전값을덮어쓰면서 호출하는맵에엔트리를,

넣는다 키와 값은 각각 와 이다 만약 키가 아직 존재하. k v .

지 않는다면 을 반환한다 그렇지 않다면 키와 연결된null . ,

이전 값이 반환된다.

void putAll(Map m) 에 있는 모든 엔트리를 이 맵에 넣는다m .

Object remove(Object k) 키가 인 엔트리를 삭제한다k .

int size() 맵에 있는 키 값 쌍의 개수를 반환한다/ .

Collection values() 맵에 있는 값을 포함하는 콜렉션을 반환한다 이 메. 소드는

맵에 있는 값들에 대한 콜렉션 뷰를제공한다- .



표 에 정의된 메소드[ 15-6] Map



맵은 get()과 put()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동작을 반복한다 맵에 값을 넣기 위해서는. ,

키와 값을 명시하면서 pu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인자로 키를. ,

전달하면서 ge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그러면 값이 반환된다. .

맵은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콜렉션이 아니다 그러나 맵의 콜. ,

렉션 뷰를 얻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 , entrySe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 메소드는 맵에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Set을 반환한다 키에 대한 콜렉션 뷰를 얻기. -

위해서는, keySe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값에 대한 콜렉션 뷰를 얻기 위해서는. - ,

values()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콜렉션 뷰는 맵이 콜렉션 프레임워크로 통합되는 것. -

을 의미한다.

인터페이스SortedMap·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확장한다 이인터페이스는엔트리가키의오름SortedMap Map .

차순으로 유지되도록 해 준다 에 선언된 메소드들은 표 에 요약되어 있다. SortedMap 15-7 .

여러 메소드들이 호출하는 맵에 항목이 없으면 을 던진다 객체가NoSuchElementException .

맵에 있는 요소와 호환되지 않으면 을 던진다 만약 널이 허용되지 않ClassCastException .

는 맵에서 널 객체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면 을 던진다NullPointerException .

정렬된 맵은 부분맵 다시 말해서 맵의 부분집합 을 매우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 , )

준다 부분맵을 얻기 위해서는. headMap(), tailMap(), subMap()을 사용하면 된다 집합에.

서 첫 번째 키를 얻기 위해서는, firstKey()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마지막 키를 얻기.

위해서는, lastKey()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메소드 설 명

Comparator comparator() 호출하는정렬된맵의비교자를반환한다 만약호출하.

는맵이원래의순서 를사용하고있(natural ordering)

다면 널이 반환된다, .

Object firstKey() 호출하는 맵에 있는 첫 번째 키가 반환된다.

SortedMap headMap(Object

end)

보다작은키를가지는엔트리만을포함하는정렬된end

맵을 반환한다.

Object lastKey() 호출하는 맵에 있는 마지막 키를 반환한다.

SortedMap subMap(Object

start, Object end)

보다크거나같고 보다작은키를가지는엔트start end

리만을 포함하는 맵을 반환한다.



메소드 설 명

SortedMap tailMap(Object

start)

보다 크거나 같은 키를 가지는 엔트리만을 포함start

하는 맵을 반환한다.

표 에 정의된 메소드[ 15-7] SortedMap

인터페이스Map.Entry·

Map.Entry 인터페이스는 맵 엔트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Map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entrySet() 메소드는 맵 엔트리를 포함하는 Set을 반환한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반환되.

는 집합의 각 요소들이 Map.Entry 객체이다 표 은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들. 15-8

을 요약한 것이다.

메소드 설 명

boolean equals(Object obj) 만약 가 호출하는 객체와 같은 키와 값을 가지는obj Map.

라면 를 반환한다Entry true .

Object getKey() 현재 맵 엔트리의 키를 반환한다.

Object getValue() 현재 맵 엔트리의 값을 반환한다.

int hashCode() 현재 맵 엔트리의 해시 코드를 반환한다.

Object setValue(Object v) 현재 맵 엔트리의 값을 로 설정한다 만약 가 맵에서의v . v

올바른 타입이 아니라면 을 던진다ClassCastException .

만약 v에 문제가 있다면 을 던IllegalArgumentException

진다 만약 가 널이고 맵이 널 키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v

을 던진다 만약 맵이 변경될 수 없NullPointerException .

다면 을 던진다UnsupportedOperationException .

표 에 정의된 메소드[ 15-8] Map.Entry

맵 과 관련된 클래스들(Map)

맵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한 여러 클래스들이 제공된다 맵과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는 클래스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진다.

클래스 설 명

AbstractMap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을 구현한다Map .



클래스 설 명

HashMap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을 확장한다AbstractMap .

TreeMap 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을 확장한다AbstractMap .

WeakHashMap 취약 키 를 갖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weak key)

을 확장한다AbstractMap .

LinkedHashMap 삽입-순서 반복을 허용하기 위해서 을 확장한다HashMap .

IdentityHashMap 을 확장하고 요소 를 비교할 때 참조가AbstractMap (document)

같은지 비교한다.

AbstractMap이 모든 실제 맵 구현의 상위클래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WeakHashMap은 맵에

있는 요소가 자신의 키가 사용되지 않을 때 가비지 콜렉션 되는 취약(garbage-collected)

키를 사용하는 맵을 구현한다 여기에서 이 클래스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나. .

머지는 다음에 설명된다.

클래스HashMap·

HashMap 클래스는 Map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get()과 put() 메소드 같은 기본적인 동작의 실행 시간을 집합이 커지더라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준다.

다음과 같은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다.

HashMap()

HashMap(Map m)

HashMap(int capacity)

HashMap(int capacity, float fillRatio)

첫 번째 형태는 기본적인 해시 맵을 생성한다 두 번째 형태는. m의 요소들을 사용하여 해

시 맵을 초기화한다 세 번째 형태는 해시 맵의 용량을. capacity로 초기화한다 네 번째.

형태는 인자를 사용해서 해시 맵의 용량과 채움 비율 두 개 모두를 초기화한다 용량과.

채움 비율의 의미는 이전에 HashSet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다.

HashMap은 Map을 구현하고 AbstractMap을 확장한다 이 클래스에는 자신을 위한 어떤 메.

소드도 추가되지 않았다 해시 맵은 자기가 가진 요소들의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을 명심하자 그러므로 해시 맵에 추가된 요소들의 순서가 반드시 반복자를 사용해 가져. ,

오는 순서는 아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HashMap을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름과 계좌 잔고를 연결한다 집합. .

뷰를 얻고 사용하는 방법에 주목하자- .

import java.util.*;

class HashMap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해시 맵을 만든다// .

HashMap hm = new HashMap();

맵에 요소들을 넣는다// .

hm.put("John Doe", new Double(3434.34));

hm.put("Tom Smith", new Double(123.22));

hm.put("Jane Baker", new Double(1378.00));

hm.put("Todd Hall", new Double(99.22));

hm.put("Ralph Smith", new Double(-19.08));

엔트리의 집합을 가져온다// .

Set set = hm.entrySet();

반복자를 얻는다// .

Iterator i = set.iterator();

요소들을 출력한다// .

while(i.hasNext()) {

Map.Entry me = (Map.Entry)i.next();

System.out.print(me.getKey() + ": ");

System.out.println(me.getValue());

}

System.out.println();

의 계좌에 을 예금한다// John Doe 1000 .

double balance = ((Double)hm.get("John Doe")).doubleValue();

hm.put("John Doe", new Double(balance + 1000));

System.out.println("John Doe's new balance: " +

hm.get("John Doe"));

}

}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순서는 다를 수도 있다( ).



Todd Hall: 99.22

Ralph Smith: -19.08

John Doe: 3434.34

Jane Baker: 1378.0

Tom Smith: 123.22

John Doe's current balance: 4434.34

프로그램은 해시 맵을 생성하고 이름과 잔고의 매핑 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맵(mapping) . ,

의 내용물을 entrySet() 메소드를 호출해서 얻을 수 있는 집합-뷰를 사용해서 출력한다.

키와 값은 Map.Entry에 정의된 getKey()와 getValue() 메소드를 호출해서 출력한다. John

의 계좌에 예금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라Doe . put() 메소드는 명시된 키와 연결된 이

미 존재하는 값을 새로운 값으로 자동으로 대치한다 따라서 의 계좌가 변경된. , John Doe

후에도 해시 맵은 여전히 단 하나의 계좌를 포함할 것이다, John Doe .

클래스TreeMap·

TreeMap 클래스는 트리를 사용하여 Map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TreeMap은 정렬된 순서로

키 값 쌍을 저장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빠른 검색 을 가능하게 한다/ (retrieval) .

해시 맵과는 달리 트리 맵은 요소들이 키의 오름차순으로 저장되는 것을 보증한다, .

다음과 같은 TreeMap 생성자들이 정의된다.

TreeMap()

TreeMap(Comparator comp)

TreeMap(Map m)

TreeMap(SortedMap sm)

첫 번째 형태는 키의 자연적 순서를 사용하여 정렬되는 빈 트리 맵을 생성한다 두 번째.

형태는 인Comparator comp를 사용하여 정렬되는 빈 트리 기반의 맵을 생성한다 세 번째- .

형태는 m에 있는 엔트리로 트리 맵을 초기화하고 키의 자연적 순서를 사용하여 정렬된다.

네 번째 형태는 sm에 있는 엔트리로 트리 맵을 초기화하고 sm과 같은 순서로 정렬된다.

TreeMap은 을SortedMap 구현하고 AbstractMap을 확장한다 이 클래스는 자신만의 어떤 추.

가적인 메소드도 정의하지 않는다.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을 사용하여 앞에 나오는 예제를 다시 작성한 것이다TreeMap .



import java.util.*;

class TreeMap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트리 맵을 생성한다// .

TreeMap tm = new TreeMap();

맵에 요소를 넣는다// .

tm.put("John Doe", new Double(3434.34));

tm.put("Tom Smith", new Double(123.22));

tm.put("Jane Baker", new Double(1378.00));

tm.put("Todd Hall", new Double(99.22));

tm.put("Ralph Smith", new Double(-19.08));

엔트리의 집합을 얻는다// .

Set set = tm.entrySet();

반복자를 얻는다// .

Iterator i = set.iterator();

요소들을 출력한다// .

while(i.hasNext()) {

Map.Entry me = (Map.Entry)i.next();

System.out.print(me.getKey() + ": ");

System.out.println(me.getValue());

}

System.out.println();

의 계좌에 을 예금한다// John Doe 100 .

double balance = ((Double)tm.get("John Doe")).doubleValue();

tm.put("John Doe", new Double(balance + 1000));

System.out.println("John Doe's new balance: " + tm.get("John Doe"));

}

}

다음은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이다.

Jane Baker: 1378.0

John Doe: 3434.34

Ralph Smith: -19.08

Todd Hall: 99.22



Tom Smith: 123.22

John Doe's current balance: 4434.34

TreeMap은 키를 정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성 대신에. , (last name)

이름 으로 정렬되었다 맵이 만들어질 때 잠시 뒤에 다룰 비교자를 명시함으(first name) .

로써 이 동작을 바꿀 수 있다.

클래스LinkedHashMap·

자바 버전 에서2 1.4 LinkedHashMap 클래스가 추가되었다 이 클래스는. HashMap을 확장한

다. LinkedHashMap은 엔트리들이 삽입된 순서로 맵에 있는 엔트리들의 링크드 리스트를,

유지한다 이것은 맵에서 삽입 순서로 반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 . , LinkedHashMap

을 반복할 때 요소들은 삽입된 순서대로 반환될 것이다 또한 마지막에 접근된 순서로, .

요소들을 반환하는 LinkedHashMap을 만들 수도 있다.

LinkedHashMap은 다음과 같은 생성자를 정의한다.

LinkedHashMap()

LinkedHashMap(Map m)

LinkedHashMap(int capacity)

LinkedHashMap(int capacity, float fillRatio)

LinkedHashMap(int capacity, float fillRatio, boolean Order)

첫 번째 형태는 기본적인 LinkedHashMap을 생성한다 두 번째 형태는. m에 있는 요소들로

LinkedHashMap을 초기화한다 세 번째 형태는 용량을 초기화한다 네 번째 형태는 용량과. .

채움 비율 두 가지 모두를 초기화한다 용량과 채움 비율의 의미는. HashMap에서와 동일하

다 마지막 형태는 요소들이 삽입 순서로 링크드 리스트에 저장될 것인지 또는 마지막으.

로 접근된 순서로 저장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만약. Order가 라면 접true ,

근 순서가 사용된다 만약. Order가 라면 삽입 순서가 사용된다false , .

LinkedHashMap은 HashMap에 정의된 메소드들에 하나의 메소드만을 추가한다 이 메소드.

는 다음에 보여지는 removeEldestEntry() 메소드이다.

protected boolean removeEldestEntry(Map.Entry e)

이 메소드는 put()과 putAll() 메소드에 의해 호출된다 가장 오래된 엔트리가. e로 전달

된다 기본적으로 이 메소드는. , false를 반환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



이 메소드를재정의하기원한다면 맵에서가장오래된엔트리를삭제하는, LinkedHash- Map

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 true를 반환하도록 재정의하면 된다 가장 오.

래된 엔트리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false를 반환하면 된다.

클래스IdntityHashMap·

자바 버전 에는2 1.4 IdentityHashMap 클래스가 추가되었다 이 클래스는. Abstract- Map

을 구현한다 이 클래스는 요소들을 비교할 때 참조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을 제외하면.

HashMap과 비슷하다 자바 문서는. 2 IdentityHashMap이 일반적인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다.

TreeSet과 TreeMap 모두 정렬된 순서로 요소들을 저장한다 그러나 정렬된 순서가 정확. ,

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것이 비교자다 기본적으로 이런 클래스들은 자바가. ,

참조하는 자연적 순서를 사용해서 자신의 요소들을 저장한다 자연적 순서는 예상하는.

것처럼 보통 흔히 사용하는 순서이다 가 이전이고 은 이전이고 등등 만약 다른, .(A B , 1 2 )

방법으로 요소들을 정렬하기 원한다면 집합이나 맵을 생성할 때, Comparator 객체를 명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요소들이 정렬된 콜렉션과 맵에 저장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Comparator 인터페이스는 compare()와 equals()라는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한다 다음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compare() 메소드는 두 요소의 순서를 비교한다.

int compare(Object obj1, Object obj2)

obj1과 obj2는 비교되는 개체들이다 이 메소드는 만약 객체가 같다면 을 반환한다 만. 0 .

약 obj1이 obj2보다 크다면 양수 값을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수 값이 반환된다. , .

만약 객체의 타입이 비교되는 것에 있어 호환되지 않는다면 이 메소드는, ClassCast-

Exception을 던진다. compare() 메소드를 재정의함으로써 객체들이 정렬되는 방법을 바,

꿀 수 있다 예를 들어 거꾸로 된 순서로 정렬하고 싶다면 비교의 결과가 거꾸로 나오. , ,

는 비교자를 만들면 가능하다.

다음의 equals() 메소드는 객체와 호출하는 비교자가 같은지 아닌지를 검사한다.



boolean equals(Object obj)

obj는 동일한지 테스트될 객체이다 만약. obj와 호출하는 객체가 모두 Comparator 객체

이고 같은 정렬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 메소드는, true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 false

를 반환한다.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간단한.

비교자는 재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비교자 사용

다음은 자신만의 비교자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예제이다 이 예제는 보통의 경우와 반대.

로 동작하기 위해서 compare 메소드를 구현한다 따라서 반대로 정렬되어서 저장되는 트. ,

리 집합을 만든다.

사용자 정의 비교자 사용하기// .

import java.util.*;

문자열을 반대로 비교하는 비교자//

class MyComp implements Comparator {

public int compare(Object a, Object b) {

String aStr, bStr;

aStr = (String) a;

bStr = (String) b;

거꾸로 비교하기//

return bStr.compareTo(aStr);

}

메소드를 재정의할 필요가 없다// equals .

}

class Comp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트리 집합을 만든다// .

TreeSet ts = new TreeSet(new MyComp());

트리 집합에 요소들을 추가한다// .

ts.add("C");

ts.add("A");

ts.add("B");



ts.add("E");

ts.add("F");

ts.add("D");

반복자를 얻는다// .

Iterator i = ts.iterator();

요소들을 출력한다// .

while(i.hasNext()) {

Object element = i.next();

System.out.print(element + " ");

}

System.out.println();

}

}

다음의 출력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트리는 역순서로 저장된다, .

F E D C B A

Comparator를 구현하고 compare() 메소드를 재정의한 MyComp 클래스를 자세하게 살펴보

자 이미 설명한 것처럼.( ,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다.) compare() 메소드 안에서, String 클래스의 compareTo() 메소드는 두 개의 문자열

을 비교한다 그러나. , aStr이 아닌 bStr 객체가 compareTo()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것이.

비교의 결과가 거꾸로 나오게 한다.

더 실제적인 예제로 다음 프로그램은 계좌 잔고를 저장하는 이전에 보여진, TreeMap 프로

그램의 최신 버전이다 이전 버전에서는 계좌가 이름 에 의해서 정렬되었. , (first name)

다 다음 프로그램은 계좌를 성 에 의해 정렬시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last name) . ,

계좌의 성 을 비교하는 비교자를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로 맵은 성(last name) . (last name)

으로 정렬된다.

성으로 계좌를 정렬하려고 비교자를 사용한다// .

import java.util.*;

두 문자열에서 마지막 전체 문자를 비교한다// .

class TComp implements Comparator {

public int compare(Object a, Object b) {

int i, j, k;



String aStr, bStr;

aStr = (String) a;

bStr = (String) b;

성의 시작 위치를 찾는다// .

i = aStr.lastIndexOf(' ');

j = bStr.lastIndexOf(' ');

k = aStr.substring(i).compareTo(bStr.substring(j));

성이 일치하면 전체 이름을 검사한다if(k==0) // , .

return aStr.compareTo(bStr);

else

return k;

}

오버라이드할 필요가 없다// .

}

class TreeMapDemo2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트리 맵을 생성// .

TreeMap tm = new TreeMap(new TComp());

맵에 요소를 넣는다// .

tm.put("John Doe", new Double(3434.34));

tm.put("Tom Smith", new Double(123.22));

tm.put("Jane Baker", new Double(1378.00));

tm.put("Todd Hall", new Double(99.22));

tm.put("Ralph Smith", new Double(-19.08));

엔트리 집합을 얻는다// .

Set set = tm.entrySet();

반복자를 얻는다// .

Iterator itr = set.iterator();

요소를 출력한다// .

while(itr.hasNext()) {

Map.Entry me = (Map.Entry)itr.next();

System.out.print(me.getKey() + ": ");

System.out.println(me.getValue());

}



System.out.println();

의 계좌에 을 예치한다// John Doe 1000 .

double balance = ((Double)tm.get("John Doe")).doubleValue();

tm.put("John Doe", new Double(balance + 1000));

System.out.println("John Doe's new balance: " +

tm.get("John Doe"));

}

}

다음은 출력 결과이다 계좌가 성 으로 정렬된다는 것을 주목하자. (last name) .

Jane Baker: 1378.0

John Doe: 3434.34

Todd Hall: 99.22

Ralph Smith: -19.08

Tom Smith: 123.22

John Doe's new balance: 4434.34

비교자 클래스 는 성 과 이름을 가지는 두 문자열을 비교한다 이 클래스Tcomp (last name) .

는 성 을 처음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문자열에서 마지막으(last name) . ,

로 나타나는 공백의 위치를 찾고 난 후에 그 위치에서 시작하는 각 요소의 부분문자열을

비교한다 성 이 같은 경우에는 이름 이 비교된다 이렇게 함으. (last name) , (first name) .

로써 성 으로 정렬되고 성 이 같을 경우 이름 으로 정렬(last name) (last name) (first name)

되는 트리 맵이 만들어진다 출력결과에서 이전에 가 나오기 때문, . Tom Smith Ralph Smith

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콜렉션 프레임워크는 콜렉션과 맵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알고리즘을 정의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Collections 클래스에 정적 메소드 로 정의되어 있다 이 알고(static method) .

리즘들은 표 에 요약되어 있다 여러 메소드들은 호환되지 않는 타입을 비교하려고15-9 .

시도할 때 ClassCastException을 던진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콜렉션을 변경하려고 시.

도하면 UnsupportedOperationException을 던진다.



synchronizedList()와 synchronizedSet() 메소드 같은 여러 메소드들은 여러 가지 콜렉션

의 동기화 쓰레드에 안전한 를 제공하는 복사본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하( )

자 설명된 것처럼 동기화를 제공하는 표준 콜렉션 구현은 없다 동기화를 제공하기 위. , .

해서는 동기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동기화된 콜렉션의 반복자.

는 synchronized 블록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unmodifiable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의 집합은 변경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콜렉션들의 뷰를

반환한다 이것들은 몇몇 프로세스에 콜렉션에 대한 읽기 쓰기가 아닌 권한을 주어야. ( )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메소드 설 명

static int binarySearch(List list,

Object value, Comparator c)

에 따라 정렬된 에서 을 검색한다 에c list value . list

서 의 위치를반환하거나 또는 를찾을수value , value

없으면 을 반환한다1 .

static int binarySearch(List list,

Object value)

에서 를 검색한다 리스트는 정렬되어야 한list value .

다 에서 의위치를반환하거나 또는. list value , value

를 찾을 수 없으면 을 반환한다1 .

static void copy(List list1, List

list2)

의 요소들을 에 복사한다list2 list1 .

static Enumeration

enumeration(Collection c)

에 대한 열거형을 반환한다 이 장의 후반부에 나오c .(

는 인터페이스를 참고하자Enumeration .)

static void fill(List list, Object

obj)

의 각 요소에 를 할당한다list obj .

static int indexOfSubList(List

list, List subList)

가 처음나오는곳을 에서검색한다 처음subList list .

일치하는 곳의 위치를 반환하거나 일치하는 곳을 찾,

을 수 없으면 을 반환한다1 .

자바 버전 에서 추가되었다( 2 1.4 .)

static int

lastIndexOfSubList(List list,

List subList)

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을 에서 검색한subList list

다 마지막으로일치하는곳의위치를반환하거나 일. ,

치하는 곳을 찾을 수 없으면 을 반환한다1 .

자바 버전 에서 추가되었다( 2 1.4 .)

static ArrayList

list(Enumeration enum)

의요소들을포함하는 를반환한다 자enum ArrayList . (

바 버전 에서 추가되었다2 1.4 .)

static Object max(Collection c,

Comparator comp)

에 의해서결정되는 에서가장큰요소를반환한comp c

다.

static Object max(Collection c) 자연적순서에의해결정되는 에서가장큰요소를반c

환한다 콜렉션이 정렬될 필요는 없다. .



메소드 설 명

static Object min(Collection c,

Comparator comp)

에 의해 결정되는 에서가장작은요소를반환한comp c

다 콜렉션이 정렬될 필요는 없다. .

static Object min(Collection c) 자연적 순서에의해결정되는 에서가장작은요소를c

반환한다.

static List nCopies(int num,

Object obj)

변경할수없는리스트에포함된 의 만큼의복사obj num

본을 반환한다 은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num 0 .

static boolean replaceAll(List

list, Object old, Object new)

에 나타나는 모든 를 로 대치한다 적어도list old new .

한번의 대치가 발생하면 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true .

으면 를반환한다 자바 버전 에서추가되, false .( 2 1.4

었다.)

static void reverse(List list) 의 순서를 거꾸로 한다list .

static Comparator

reverseOrder()

거꾸로 된 비교자를 반환한다 두 요소 사이의 비교.(

결과가 거꾸로 나오는 비교자)

static void rotate(List list, int n) 를 오른쪽으로 위치만큼회전한다 왼쪽으로회list n .

전하기위해서는 에음수값을사용하면된다 자바, n .(

버전 에서 추가되었다2 1.4 .)

static void shuffle(List list,

Random r)

임의 숫자의출처로 을사용하여 에있는요소들r list

을 뒤섞는다.(i.e., randomizes)

static void shuffle(List list) 에 있는 요소들을 뒤섞는다list .(i.e., randomizes)

static Set singleton(Object obj) 를 변경할 수 없는 집합으로 반환한다 이것이 하obj .

나의 객체를 집합으로 변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static List singletonList(Object

obj)

를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로 반환한다 이것이 하obj .

나의 객체를 리스트로 변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자바 버전 에서 추가되었다( 2 1.3 .)

static Map singletonMap

(Object k, Object v)

키 값쌍인 를변경할수없는맵으로반환한다 이/ k/v .

것이 하나의키 값쌍으로맵으로변환하는가장쉬운/

방법이다 자바 버전 에서 추가되었다.( 2 1.3 .)

static void sort(List list,

Comparator comp)

에 의해결정되는방법으로 의요소들을정렬comp list

한다.

static void sort(List list) 자연적순서에의해결정되는방법으로 의요소들list

을 정렬한다.

static void swap(List list, int

idx1, int idx2)

에서 과 로명시된위치에있는요소들을list idx1 idx2

교환한다 자바 버전 에서 추가되었다.( 2 1.4 .)

static Collection

synchronizedCollection

(Collection c)

에서 쓰레드에서 안전한 콜렉션을 반환한다c .



메소드 설 명

static List

synchronizedList(List list)

에서 쓰레드에서 안전한 리스트를 반환한다list .

static Map

synchronizedMap(Map m)

에서 쓰레드에서 안전한 맵을 반환한다m .

static Set synchronizedSet

(Set s)

에서 쓰레드에서 안전한 집합을 반환한다s .

static SortedMap

synchronizedSortedMap

(SortedMap sm)

에서 쓰레드에서 안전한 정렬된 집합을 반환한다sm .

static SortedSet

synchronizedSortedSet

(SortedSet ss)

에서 쓰레드에서 안전한 집합을 반환한다ss .

static Collection

unmodifiableCollection

(Collection c)

에서 변경할 수 없는 콜렉션을 반환한다c .

static List

unmodifiableList(List list)

에서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를 반환한다list .

static Map

unmodifiableMap(Map m)

에서 변경할 수 없는 맵을 반환한다m .

static Set unmodifiableSet

(Set s)

에서 변경할 수 없는 집합을 반환한다s .

static SortedMap

unmodifiableSortedMap

(SortedMap sm)

에서 변경할 수 없는 정렬된 맵을 반환한다sm .

static SortedSet

unmodifiableSortedSet

(SortedSet ss)

에서 변경할 수 없는 정렬된 집합을 반환한다ss .

표 에 정의된 알고리즘[ 15-9] Collections

Collections는 EMPTY_SET, EMPTY_LIST, EMPTY_MAP 이렇게 세 개의 정적 변수(static

들을 정의한다 모든 변수들은 변경할 수 없다variable) . . EMPTY_MAP은 자바 버전 에2 1.3

서 추가되었다.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몇몇 알고리즘을 실제로 사용하여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은.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고 초기화한다. reverseOrder() 메소드는 Integer 객체의 비교 결과

가 거꾸로 나오는 Comparator를 반환한다 리스트 요소들은 이 비교자에 따라서 정렬되고.



출력된다 다음으로 리스트는. , shuffle()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임의로 섞이게 되고,

리스트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이 출력된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시연한다// .

import java.util.*;

class Algorithms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고 초기화한다// .

LinkedList ll = new LinkedList();

ll.add(new Integer(-8));

ll.add(new Integer(20));

ll.add(new Integer(-20));

ll.add(new Integer(8));

역순의 비교자를 생성// .

Comparator r = Collections.reverseOrder();

비교자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정렬한다// .

Collections.sort(ll, r);

반복자를 얻는다// .

Iterator li = ll.iterator();

System.out.print("List sorted in reverse: ");

while(li.hasNext())

System.out.print(li.next() + " ");

System.out.println();

Collections.shuffle(ll);

임의의 리스트를 표시한다// .

li = ll.iterator();

System.out.print("List shuffled: ");

while(li.hasNext())

System.out.print(li.next() + " ");

System.out.println();

System.out.println("Minimum: " + Collections.min(ll));

System.out.println("Maximum: " + Collections.max(ll));

}

}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List sorted in reverse: 20 8 -8 -20

List shuffled: 20 -20 8 -8

Minimum: -20

Maximum: 20

리스트가 섞이고 난 후에 min()과 max() 메소드가 동작하는 사실에 주목하자 이 메소드.

들의 동작에 있어 정렬된 리스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Arrays 클래스는 배열을 사용할 때 유용한 여러 메소드들을 제공한다 비록 이 메소드들.

은 기술적으로 콜렉션 프레임워크의 일부는 아니지만 콜렉션과 배열 사이의 차이를 연,

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Arrays는 자바에서 추가되었다. Arrays에 정의된 각 메소드들은

이 절에서 설명된다.

asList() 메소드는 명시된 배열에서 복사되는 List를 반환한다 다시 말해 리스트와 배. ,

열은 모두 같은 위치를 참조한다 이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시그너처를 가진다. .

static List asList(Object[ ] array)

array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배열이다. binarySearch() 메소드는 특정 값을 찾기 위해서

이진 검색을 사용한다 이 메소드는 정렬된 배열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메소드는 다음과. .

같은 형태를 가진다.

static int binarySearch(byte[ ] array, byte value)

static int binarySearch(char[ ] array, char value)

static int binarySearch(double[ ] array, double value)

static int binarySearch(float[ ] array, float value)

static int binarySearch(int[ ] array, int value)

static int binarySearch(long[ ] array, long value)

static int binarySearch(short[ ] array, short value)

static int binarySearch(Object[ ] array, Object value)

static int binarySearch(Object[ ] array, Object value, Comparator c)

여기에서, array는 검색될 배열이고 value는 배열에서 찾는 값이다 마지막 두 가지 형.



태는 array가 비교될 수 없는 요소 예를 들어( , Double과 StringBuffer 를 포함하고 있거)

나 value가 array에 있는 타입과 호환되지 않을 때 ClassCastException을 던진다 마지.

막 형태에서는, Comparator c가 array에 있는 요소들의 순서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모든.

경우에 만약, value가 array에 존재한다면 요소의 위치가 반환된다 그렇지 않으면 음, . ,

수 값이 반환된다. equals() 메소드는 만약 두 개의 배열이 동일하다면 true를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한다. equals()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static boolean equals(boolean array1[ ], boolean array2[ ])

static boolean equals(byte array1[ ], byte array2[ ])

static boolean equals(char array1[ ], char array2[ ])

static boolean equals(double array1[ ], double array2[ ])

static boolean equals(float array1[ ], float array2[ ])

static boolean equals(int array1[ ], int array2[ ])

static boolean equals(long array1[ ], long array2[ ])

static boolean equals(short array1[ ], short array2[ ])

static boolean equals(Object array1[ ], Object array2[ ])

여기에서, array1과 array2는 동일한지 비교되는 두 개의 배열이다.

fill() 메소드는 배열의 모든 요소에 값을 할당한다 다시 말해서 배열을 명시된 값으로. ,

채운다. fill() 메소드는 두 가지 버전을 가진다 첫 번째 버전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

고 전체 배열을 채운다, .

static void fill(boolean array[ ], boolean value)

static void fill(byte array[ ], byte value)

static void fill(char array[ ], char value)

static void fill(double array[ ], double value)

static void fill(float array[ ], float value)

static void fill(int array[ ], int value)

static void fill(long array[ ], long value)

static void fill(short array[ ], short value)

static void fill(Object array[ ], Object value)

value는 array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할당된다. fill() 메소드의 두 번째 버전은 배열의

부분집합에 값을 할당한다 이 메소드의 형태는 다음에 보여진다. .

static void fill(boolean array[ ], int start, int end, boolean value)

static void fill(byte array[ ], int start, int end, byte value)



static void fill(char array[ ], int start, int end, char value)

static void fill(double array[ ], int start, int end, double value)

static void fill(float array[ ], int start, int end, float value)

static void fill(int array[ ], int start, int end, int value)

static void fill(long array[ ], int start, int end, long value)

static void fill(short array[ ], int start, int end, short value)

static void fill(Object array[ ], int start, int end, Object value)

여기에서, value는 array의 start 위치에서 end-1 위치까지의 요소에 할당된다 이 메소.

드들은 만약 start가 end보다 크다면 모두 IllegalArgumentException을 던질 것이다 또.

는 만약, start나 end가 범위 밖이라면(bound)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를 던질 것

이다. sort() 메소드는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열을 정렬한다.

sort() 메소드는 두 가지 버전을 가진다 다음에 보여지는 첫 번째 버전은 전체 배열을. ,

정렬한다.

static void sort(byte array[ ])

static void sort(char array[ ])

static void sort(double array[ ])

static void sort(float array[ ])

static void sort(int array[ ])

static void sort(long array[ ])

static void sort(short array[ ])

static void sort(Object array[ ])

static void sort(Object array[ ], Comparator c)

여기에서, array는 정렬될 배열이다 마지막 형태에서. , c는 array의 요소를 정렬하기 위

해 사용되는 Comparator이다 만약 정렬되는 배열의 요소들을 비교할 수 없다면. , Object

의 배열을 정렬하는 형태의 메소드들은 ClassCastException을 던질 수도 있다.

sort() 메소드의 두 번째 버전은 정렬하기 원하는 배열의 범위를 명시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메소드들의 형태는 다음에 보여진다.

static void sort(byte array[ ], int start, int end)

static void sort(char array[ ], int start, int end)

static void sort(double array[ ], int start, int end)

static void sort(float array[ ], int start, int end)

static void sort(int array[ ], int start, int end)

static void sort(long array[ ], int start, int end)

static void sort(short array[ ], int start, int end)

static void sort(Object array[ ], int start, int end)



static void sort(Object array[ ], int start, int end, Comparator c)

여기서는, start로 시작해서 end-1까지의 범위에 있는 array의 모든 요소들이 정렬될

것이다 마지막 형태에서. , c는 array의 요소들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Comparator이다.

이런모든메소드들은만약 start가 end보다 크면 을던질수있IllegalArgumentException

다 또는 만약. start나 end가 범위 밖이라면 을던질수,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

도 있다.

다음 프로그램은 Arrays 클래스의 몇몇 메소드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배열을 시연한다// .

import java.util.*;

class Arrays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배열을 할당하고 초기화한다// .

int array[] = new int[10];

for(int i = 0; i < 10; i++)

array[i] = -3 * i;

출력 정렬 출력// , ,

System.out.print("Original contents: ");

display(array);

Arrays.sort(array);

System.out.print("Sorted: ");

display(array);

채우고 출력한다// .

Arrays.fill(array, 2, 6, -1);

System.out.print("After fill(): ");

display(array);

정렬하고 출력한다// .

Arrays.sort(array);

System.out.print("After sorting again: ");

display(array);

에 대해 이진 검색을 한다// -9 .



System.out.print("The value -9 is at location ");

int index =

Arrays.binarySearch(array, -9);

System.out.println(index);

}

static void display(int array[]) {

for(int i = 0; i < array.length; i++)

System.out.print(array[i] + " ");

System.out.println("");

}

}

다음은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이다.

Original contents: 0 -3 -6 -9 -12 -15 -18 -21 -24 -27

Sorted: -27 -24 -21 -18 -15 -12 -9 -6 -3 0

After fill(): -27 -24 -1 -1 -1 -1 -9 -6 -3 0

After sorting again: -27 -24 -9 -6 -3 -1 -1 -1 -1 0

The value -9 is at location 2

(legacy)

시작 부분에서 설명된 것처럼, java.util의 원래 버전은 콜렉션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 변통의 메소드들을 제공하는 여러. , (ad hoc)

클래스들과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었다 자바 에서 콜렉션이 추가됨에 따라 원래의 여러. 2 ,

클래스들은 콜렉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작성되었다 따라서 그 클래스. ,

들은 프레임워크와 완전하게 호환 가능하다 실제로 사장된 클래스들은 없는 반면에 어. ,

떤 것들은 쓸모 없어지기도 했다 물론 콜렉션이 레거시 클래스 기능들의 중복이지만. , ,

보통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콜렉션을 사용하기 원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레. ,

거시 클래스를 사용하는 코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레거시 클래스들도 지원된다, .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동기화를 지원하는 콜렉션 클래스는 없지만 모든 레거시 클래스,

들은 동기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몇몇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중요해진다 물론. . ,

Collections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콜렉션을 쉽게 동기화시킬 수

도 있다.



java.util에 정의된 레거시 클래스들은 다음에 보여지는 것과 같다.

Dictionary Hashtable Properties Stack Vector

레거시 인터페이스는 Enumeration이라 불리는 하나만 존재한다 다음 절에서는. Enu-

meration과 레거시 클래스들 각각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Enumeration 인터페이스

Enumeration 인터페이스는 객체들의 콜렉션에서 요소들을 열거 한번에 하나씩 얻는다 할( )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정의한다 이 기존 인터페이스는. Iterator로 대체되었다 비록 사장.

되지는 않았지만, Enumeration은 새로운 코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 인터페이스는 기존 클래스 와 같은 에 정의된 여러 메소드들, (Vector Properties )

과 여러 다른 클래스들과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PI , .

Enumeration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한다.

boolean hasMoreElements()

Object nextElement()

구현되면, hasMoreElements() 메소드는 꺼낼 요소가 아직 더 남아있다면 를 반환하true

고 모든 요소가 열거되었다면 를 반환한다, false . nextElement() 메소드는 enu- meration

에 있는 다음 객체를 일반적인 Object 참조로 반환한다 즉. , nextElement() 메소드를 호

출할 때마다 enumeration에 있는 다음 객체를 얻을 수 있다 호출 처리 순서는 객체를.

enumeration에서 유지하는 객체 타입으로 변환 해야 한다(cast) .

벡터(Vector)

Vector는 동적 배열을 구현한다. Vector는 ArrayList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점을 가진다. Vector는 동기화를 지원하고 콜렉션 프레임워크의 일부가 아닌 많은,

레거시 메소드들을 포함한다 자바 버전에서는. 2 , Vector가 AbstractList를 확장하고

Lis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재작성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콜렉션과 완전하게 호환이.

가능하다 다음은. Vector 클래스의 생성자들이다.

Vector()

Vector(int size)



Vector(int size, int incr)

Vector(Collection c)

첫 번째 형태는 초기 크기로 을 가지는 기본적인 벡터를 만든다 두 번째 형태는10 . size

에 명시된 초기 용량을 가지는 벡터를 만든다 세 번째 형태는. size에 명시된 초기 용량

과 incr에 명시된 증가치를 가지는 벡터를 만든다 증가치는 벡터가 더 크게 크기를 변경.

하는 경우마다 할당되는 요소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네 번째 형태는 콜렉션. c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벡터를 만든다 이 생성자는 자바 에서 추가되었다. 2 .

모든 벡터는 초기 용량으로 시작한다 이 초기 용량이 모두 채워진 후에 벡터에 객체를. ,

저장하려고 시도하면 벡터는 자동으로 벡터에 추가되는 객체를 위한 여분의 공간을 더하

여 공간을 할당한다 현재 필요한 메모리보다 더 많이 할당함으로써 벡터는 발생해야만. ,

하는 할당의 횟수를 감소시킨다 할당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

러한 감소는 중요하다 각 재할당이 실행되는 동안에 할당되는 여분의 공간 양은 벡터를. ,

만들 때 명시한 증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증가치를 명시하지 않으면 매번 재할당될. ,

때마다 벡터의 크기는 두 배가 된다.

Vector는 다음과 같은 protected 데이터 멤버를 정의한다.

int capacityIncrement;

int elementCount;

Object elementData[ ];

증가치는 에 저장된다 벡터에 존재하는 현재 요소들의 개수는capacityIncrement .

elementCount에 저장된다 벡터를 수용하는 배열은. elementData에 저장된다.

List에 정의된 콜렉션 메소드에 추가적으로, Vector는 표 에 보여지는 여러 레거시15-10

메소드를 정의한다.

메소드 설 명

void addElement(Object

element)

로 명시된 객체는 벡터에 추가된다element .

int capacity() 벡터의 용량을 반환한다.

Object clone() 호출하는 벡터의 복사본을 반환한다.

boolean contains(Object

element)

만약 가벡터에포함되어있다면 를반환하element true

고 만약 포함되지 있지 않다면 를 반환한다, false .



메소드 설 명

void copyInto(Object array[ ]) 호출하는벡터에포함되어있는요소들이 로명시array

된 배열로 복사된다.

Object elementAt(int index) 로 명시된 위치에 있는 요소를 반환한다index .

Enumeration elements() 벡터에 있는 요소들의 을 반환한다enumeration .

void ensureCapacity(int size) 벡터의 최소 용량을 로 설정한다size .

Object firstElement() 벡터에 있는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한다.

int indexOf(Object element) 가 처음 나오는 위치를 반환한다 만약 벡터에element .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반환된다, -1 .

int indexOf(Object element,

int start)

가 이후에처음나오는위치를반환한다element start .

만약 벡터의 그 부분에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

이 반환된다.

void insertElementAt(Object

element, int index)

벡터의 로 명시된 위치에 를 추가한다index element .

boolean isEmpty()
만약 벡터가 비어 있다면 를 반환하고 만약 하나true ,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를 반환한다true .

Object lastElement() 벡터에 있는 마지막 요소를 반환한다.

int lastIndexOf(Object

element)

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위치를 반환한다 만약element .

객체가 벡터에 존재하지 않으면 을 반환한다, -1 .

int lastIndexOf(Object

element, int start)

이전에 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위치를 반start element

환한다 만약 벡터의 그 부분에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을 반환한다, -1 .

void removeAllElements() 벡터를비운다 이메소드가실행된후에는 벡터의크. ,

기가 이 된다0 .

boolean removeElement

(Object element)

벡터에서 를 삭제한다 만약 벡터에 존재하는element .

특정객체의인스턴스가하나이상이라면 첫번째것이,

삭제된다 만약성공적이면 를반환하고객체를찾. true

을 수 없으면 를 반환한다false .

void removeElementAt(int

index)

로 명시된 위치에 있는 요소를 삭제한다index .

void setElementAt(Object

element, int index)

로 명시된 위치에 의 값을 할당한다index element .

void setSize(int size) 벡터가가지는요소들의개수를 로설정한다 만약size .

새로운크기가예전크기보다작다면 요소들을잃어버,

린다 만약새로운크기가예전크기보다크다면. , null

요소가 값에 추가된다.



메소드 설 명

int size() 벡터가 현재 갖고 있는 요소들의 개수를 반환한다.

String toString() 벡터와 동일한 문자열을 반환한다.

void trimToSize() 벡터의용량을현재유지되고있는요소들의개수와동

일하게 설정한다.

표 에 정의된 메소드[ 15-10] Vector

Vector는 List를 구현하기 때문에, ArrayList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벡터를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레거시 메소드를 사용해서 조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벡터의 인. . ,

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addElement() 메소드를 호출해서 벡터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특정 위치에 있는 요소를 얻기 위해서는, elementA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벡터에.

있는 첫 번째 요소를 얻기 위해서는, firstElemen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마지막 요.

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lastElemen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indexOf() 메소드와

lastIndexOf() 메소드를 사용하면 요소의 위치를 얻을 수 있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는, removeElement() 메소드나 removeElementAt()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다음 프로그램은 여러 숫자 타입의 객체를 저장하는 벡터를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에 정의된여러레거시메소드를실제로사용하여설명한다 또한Vector . , Enumeration 인터

페이스도 설명한다.

다양한 벡터 연산을 시연한다// .

import java.util.*;

class Vector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초기 크기는 이고 증가치는// 3 2

Vector v = new Vector(3, 2);

System.out.println("Initial size: " + v.size());

System.out.println("Initial capacity: " + v.capacity());

v.addElement(new Integer(1));

v.addElement(new Integer(2));

v.addElement(new Integer(3));

v.addElement(new Integer(4));



System.out.println("Capacity after four additions: " + v.capacity());

v.addElement(new Double(5.45));

System.out.println("Current capacity: " + v.capacity());

v.addElement(new Double(6.08));

v.addElement(new Integer(7));

System.out.println("Current capacity: " + v.capacity());

v.addElement(new Float(9.4));

v.addElement(new Integer(10));

System.out.println("Current capacity: " + v.capacity());

v.addElement(new Integer(11));

v.addElement(new Integer(12));

System.out.println("First element: " + (Integer)v.firstElement());

System.out.println("Last element: " + (Integer)v.lastElement());

if(v.contains(new Integer(3)))

System.out.println("Vector contains 3.");

벡터에 요소를 열거한다// .

Enumeration vEnum = v.elements();

System.out.println("\nElements in vector:");

while(vEnum.hasMoreElements())

System.out.print(vEnum.nextElement() + " ");

System.out.println();

}

}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Initial size: 0

Initial capacity: 3

Capacity after four additions: 5

Current capacity: 5

Current capacity: 7

Current capacity: 9

First element: 1

Last element: 12

Vector contains 3.



Elements in vector:

1 2 3 4 5.45 6.08 7 9.4 10 11 12

자바 버전에서2 , Vector에 반복자를 위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객체들을 순환하기 위해서.

enumeration에 의지 앞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는 것처럼 하는 대신에 이제 반복자를( ) ,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나오는 반복자 기반의 코드는 위에 나오는 프로그램. ,

에서 enumeration을 사용하는 부분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내용을 출력하려고 반복자를 사용한다// .

Iterator vItr = v.iterator();

System.out.println("\nElements in vector:");

while(vItr.hasNext())

System.out.print(vItr.next() + " ");

System.out.println();

새로 작성되는 코드에서 을사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으므로 보통의 경우 벡enumeration ,

터의 내용을하나하나보기위해서반복자를사용하게될것이다 물론. , enumeration을 사

용하는 많은 기존 코드들이 존재한다 다행히도. , enumeration과 반복자는 거의 동일한 방

법으로 동작한다.

스택(Stack)

Stack은 표준 후입선출 스택을 구현한(last-in, first-out) Vector의 하위클래스이다.

Stack은 비어있는 스택을 만드는 기본 생성자만을 정의한다. Stack은 표 에서 보여15-11

지는 것과 같이, Vector에 정의된 모든 메소드를 포함하고 자신만을 위한 여러 메소드들,

을 추가했다 스택의 맨 위에 객체를 넣기 위해서는. , push()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맨.

위에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반환하기 위해서는, pop()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 만약 비.

어있는 스택에서 pop() 메소드를 호출하면 EmptyStackException을 던진다 맨 위에 있는.

객체를 반환만 하고 제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peek()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스택에 아.

무 것도 없으면, empty() 메소드는 true를 반환한다. search() 메소드는 스택에 객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그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스택의 맨 위부터 시작해서,

pop() 메소드가 호출되어져야 하는 횟수를 반환한다.



메소드 설 명

boolean empty() 만약 스택이 비어 있으면 를 반환하고 스택이 요소true ,

를 포함하고 있으면 를 반환한다false .

Object peek() 스택의맨위에있는요소를반환한다 그러나그요소를.

삭제하지는 않는다.

Object pop() 스택의맨위에있는요소를반환하고 그요소를삭제한다, .

Object push(Object element) 스택에 를 넣는다 또한 가 반환된다element . element .

int search(Object element) 스택에서 를 검색한다 만약 찾으면 스택의 맨element . ,

위로부터의 변위 가 반환된다 그렇지 않으면(offset) . -1

이 반환된다.

표 에 정의된 메소드[ 15-11] Stack

다음은 스택을 만들고 여러, Integer 객체를 만든 스택에 넣고 다시 그것들을 꺼내는 예

제이다.

스택 클래스를 시연한다// .

import java.util.*;

class StackDemo {

static void showpush(Stack st, int a) {

st.push(new Integer(a));

System.out.println("push(" + a + ")");

System.out.println("stack: " + st);

}

static void showpop(Stack st) {

System.out.print("pop -> ");

Integer a = (Integer) st.pop();

System.out.println(a);

System.out.println("stack: " + st);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tack st = new Stack();

System.out.println("stack: " + st);

showpush(st, 42);

showpush(st, 66);



showpush(st, 99);

showpop(st);

showpop(st);

showpop(st);

try {

showpop(st);

} catch (EmptyStackException e) {

System.out.println("empty stack");

}

}

}

다음은이프로그램의출력결과이다 스택언더플로우 를멋있게다루기위해서. (underflow)

을 위한 예외 처리자가 예외를 잡는 방법을 주의해서 살펴봐라EmptyStackException .

stack: [ ]

push(42)

stack: [42]

push(66)

stack: [42, 66]

push(99)

stack: [42, 66, 99]

pop -> 99

stack: [42, 66]

pop -> 66

stack: [42]

pop -> 42

stack: [ ]

pop -> empty stack

사전(Dictionary)

Dictionary는 키 값 기억 장소를 표현하고 마치/ Map 같이 동작하는 추상 클래(abstract)

스이다 키와 값이 주어지면. , Dictionary 객체에 값을 저장할 수 있다 값이 한번 저장되.

면 키를 사용하여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마치 맵과 같이, . , dictionary를 키 값/

쌍의 리스트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자바 에서 실제로 사장되지는 않았지만. 2 ,

dictionary는 Map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클래스로 분류된다 그러나, . ,

Dictionary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Dictionary에 정의된 추상 메소드는 표 와 같다 키와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는15-12 . ,



pu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주어진 키에 대한 값을 꺼내오기 위해서는. get() 메소드

를 사용하면 된다. keys() 메소드와 elements() 메소드를 사용하면 각각 키와 값을

Enumeration으로 반환한다. size() 메소드는 dictionary에 저장된 키 값 쌍의 개수를 반/

환한다. isEmpty() 메소드는 dictionary가 비어 있으면 true를 반환한다 키 값 쌍을 삭. /

제하기 원한다면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메소드 설 명

Enumeration elements()
에 포함된 값들의 을 반환한다dictionary enumeration .

Object get(Object key) 와 연결된 값을 가지는 객체를 반환한다 만약key .

에 가 없으면 널 객체가 반환된다dictionary key , .

boolean isEmpty() 만약 가비어있다면 를반환하고 적어dictionary true ,

도 하나의 키를 갖고 있다면 를 반환한다false .

Enumeration keys()
에 포함된 키들의 을 반환한다dictionary enumeration .

Object put(Object key,

Object value)

에 키와 키에 연결된 값을 삽입한다 만약dictionary .

에 아직 가 없으면 널을 반환하고dictionary key ,

에 이미 가있으면 와연결된이전값dictionary key key

을 반환한다.

Object remove(Object key) 키와 키에연결된값을삭제한다 키와연결된값을반.

환한다 만약 에 가없으면 널이반환된. dictionary key ,

다.

int size() 에 있는 엔트리의 개수를 반환한다dictionary .

표 에 정의된 추상 메소드[ 15-12] Dictionary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키 값을 저장하는 기Dictionary . /

능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한다Map .

해시 테이블

은원래 의일부분이고 의실제 구현이다 그러나 자바Hashtable java.util Dictionary . , 2에

서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재작성되었다 따라서Map Hashtable . , Hash- table

은 이제 콜렉션 프레임워크로 통합되었다. Hashtable은 HashMap과 비슷하지만 동기화를,

제공한다.



HashMap과 같이, Hashtable도 해시 테이블에 키 값 쌍을 저장한다/ . Hashtable을 사용하

면 키로 사용되는 객체를 지정하고 원하는 값을 그 키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 , . 러면 키가

해시되고 그 결과로 나오는 해시 코드가 테이블에 저장된 값의 위치로 사용된다, .

해시 테이블은 Object에 정의된 hashCode()와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객체들만 저

장할 수 있다. hashCode() 메소드는 객체를 위한 해시 코드를 계산하고 반환해야 한다.

물론, equals() 메소드는 두 객체를 비교한다 다행히도 많은 자바의 내장 클래스들은. ,

이미 hashCode() 메소드를 구현했다 예를 들어. , Hashtable이 키로 사용하는 가장 흔한

타입은 String이다. String은 hashCode() 메소드와 equals() 메소드 두 개 모두를 구현했

다.

Hashtable의 생성자는 다음과 같다.

Hashtable()

Hashtable(int size)

Hashtable(int size, float fillRatio)

Hashtable(Map m)

첫 번째 버전은 기본 생성자이다 두 번째 버전은. size에 명시된 초기 값을 가지는 해시

테이블을 만든다 세 번째 버전은. size에 명시된 초기값과 fillRatio에 명시된 채움 비율

을 가지는 해시 테이블을 만든다 이 비율은 과 사이의 값이어야만 하고 이 값은. 0.0 1.0 ,

해시 테이블이 얼마나 채워졌을 때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늘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요소들의 개수가 해시 테이블의 용량과 채움 비율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 해시 테이블이 확장된다 만약 채움 비율을 명시되지 않으면 가 사용된다, . , 0.75 .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버전은, m에 있는 요소들로 초기화되는 해시 테이블을 만든다 해시.

테이블의 용량은 m에 있는 요소들의 개수의 배로 설정된다 기본 부하 인자인 가 사2 . 0.75

용된다 네 번째 생성자는 자바 에서 추가되었다. 2 . 이제 이구현하는 인터페Hashtable Map

이스에 정의된 메소드에 추가적으로, Hashtable은 표 에 나오는 레거시 메소드들을15-13

정의한다.

메소드 설 명

void clear() 해시 테이블을 재설정 하고 비운다(reset) .

Object clone() 호출하는 객체의 복사본을 반환한다.

boolean contains(Object value) 만약 해시 테이블에 와 일치하는 값이 존재하면value

를 반환한다 같은 값을 찾을 수 없으면 를true . false

반환한다.



메소드 설 명

boolean containsKey(Object

key)

만약 해시 테이블에 와 일치하는 키가 존재하면key

를 반환한다 같은 키를 찾을 수 없으면 를true . false

반환한다.

boolean containsValue(Object

value)

만약 해시 테이블에 와 일치하는 값이 존재하면value

를 반환한다 같은 값을 찾을 수 없으면 를true . false

반환한다 인터페이스에있는메소드는아니지만. (Map

일관성을 위해서 자바 에서 추가된 메소드이다2 .)

Enumeration elements() 해시 테이블에 포함된 값들의 을 반환한enumeration

다.

Object get(Object key) 와 연결된 값을 가지는 객체를 반환한다 만약 해key .

시 테이블에 가 없으면 널 객체가 반환된다key , .

boolean isEmpty() 만약 해시테이블이비어있다면 를반환하고 적true ,

어도 하나의키를포함하고있다면 를반환한다false .

Enumeration keys() 해시 테이블에 포함된 키들의 을 반환한enumeration

다.

Object put(Object key, Object

value)

해시 테이블에키와값을삽입한다 만약해시테이블.

에아직키가존재하지않으면널을반환하고 만약해,

시 테이블에 이미 키가 존재하면 키와 연결된이전값

을 반환한다.

void rehash() 해시테이블의크기를늘리고모든키를다시해시한다.

Object remove(Object key) 키와키에연결된값을삭제한다 키와연결된값을반.

환한다 만약 해시 테이블에 키가 없으면 널 객체가. ,

반환된다.

int size() 해시 테이블에 있는 엔트리의 개수를 반환한다.

String toString() 해시 테이블과 같은 문자열을 반환한다.

표 에 정의된 레거시 메소드[ 15-13] Hashtable

다음은 은행 예금자의 이름과 그들의 현재 잔고를 저장하는데 Hashtable을 사용하기 위

해 이전에 사용된 은행 계좌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한 예제이다, .

해시 테이블을 시연한다// .

import java.util.*;

class HT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Hashtable balance = new Hashtable();

Enumeration names;



String str;

double bal;

balance.put("John Doe", new Double(3434.34));

balance.put("Tom Smith", new Double(123.22));

balance.put("Jane Baker", new Double(1378.00));

balance.put("Todd Hall", new Double(99.22));

balance.put("Ralph Smith", new Double(-19.08));

해시 테이블에 모든 잔고를 보인다// .

names = balance.keys();

while(names.hasMoreElements()) {

str = (String) names.nextElement();

System.out.println(str + ": " + balance.get(str));

}

System.out.println();

의 계좌에 을 예금한다// John Doe 1000 .

bal = ((Double)balance.get("John Doe")).doubleValue();

balance.put("John Doe", new Double(bal+1000));

System.out.println("John Doe's new balance: " + balance.get("John Doe"));

}

}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에 보여지는 것과 같다.

Todd Hall: 99.22

Ralph Smith: -19.08

John Doe: 3434.34

Jane Baker: 1378.0

Tom Smith: 123.22

John Doe's new balance: 4434.34

한 가지중요한사항은 맵클래스와같이해시테이블도반복자를직접제공하지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잔고의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 enumeration을

사용한다 그러나 반복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시 테이블의 집합 뷰를 얻을 수. , -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 entrySet()이나 keySet() 메소드 같은 Map에 정의된 콜렉션

-뷰 메소드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키들의 집합 뷰를 얻을 수 있고. , -



이 집합-뷰를 순환할 수 있다 다음은 이 기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한 버전.

이다.

해시테이블로 반복자를 사용한다// .

import java.util.*;

class HTDemo2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Hashtable balance = new Hashtable();

String str;

double bal;

balance.put("John Doe", new Double(3434.34));

balance.put("Tom Smith", new Double(123.22));

balance.put("Jane Baker", new Double(1378.00));

balance.put("Todd Hall", new Double(99.22));

balance.put("Ralph Smith", new Double(-19.08));

해시테이블에 있는 모든 잔고를 보여준다// .

키의 집합 뷰를 얻는다Set set = balance.keySet(); // -

반복자를 얻는다// .

Iterator itr = set.iterator();

while(itr.hasNext()) {

str = (String) itr.next();

System.out.println(str + ": " + balance.get(str));

}

System.out.println();

의 계좌에 을 예금한다// John Doe 1000 .

bal = ((Double)balance.get("John Doe")).doubleValue();

balance.put("John Doe", new Double(bal+1000));

System.out.println("John Doe's new balance: " + balance.get("John Doe"));

}

}

Properties

Properties는 Hashtable의 하위클래스이다. Properties는 키가 String이고 값도, String

인 값들의 리스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Properties 클래스는 많은 다른 자바 클래



스들에 의해 사용된다 예를 들면. , Properties는 환경과 관련된 값들을 얻을 때 사용하는

System.getProperties() 메소드가 반환하는 객체의 타입이다.

Properties는 다음에 나오는 인스턴스 변수를 정의한다.

Properties defaults;

이 변수는 Properties 객체와 연관된 기본적인 프로퍼티 리스트를 가진다. Properties는

다음과 같은 생성자를 정의한다.

Properties()

Properties(Properties propDefault)

첫 번째 버전은 기본값이 없는 Properties 객체를 만든다 두 번째는 자신의 기본 값으로.

propDefault를 사용하는 객체를 만든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프로퍼티 리스트는 비어 있. ,

다.

Properties는 Hashtable로부터 상속받는 메소드들에 추가적으로 표 와 같은 메소, 15-14

드들을 정의한다. Properties는 또한 사장된 메소드인 save()를 포함한다. save() 메소드

는 에러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store() 메소드로 대치되었다.

메소드 설 명

String getProperty(String key) 와 연결된 값을 반환한다 만약 가 리스트에도key . key

없고 기본 프로퍼티 리스트에도 없으면 널 객체가 반

환된다.

String getProperty(String key,

String defaultProperty)

와 연결된 값을 반환한다 만약 가 리스트에도Key . key

없고 기본 프로퍼티 리스트에도 없으면 default-

가 반환된다Property .

void list(PrintStream

streamOut)

과연결된출력스트림으로프로퍼티리스트streamOut

를 전송한다.

void list(PrintWriter streamOut) 과연결된출력스트림으로프로퍼티리스트streamOut

를 전송한다.

void load(InputStream

streamIn) throws IOException

과 연결된 입력 스트림에서 프로퍼티 리스트streamIn

를 읽어 온다.

Enumeration propertyNames() 키들의 을 반환한다 이 은 기enumeration . enumeration

본 프로퍼티 리스트에 있는 키도 포함한다.



메소드 설 명

Object setProperty(String key,

String value)
를 와 연결한다 와 연결된 이전 값을 반value key . key

환하거나 에대한연결이존재하지않는다면널을, key

반환한다 일관성을위해서 자바 에서추가되었다.( , 2 .)

void store(OutputStream

streamOut, String description)

과 연결된 출력 스트림에 에 명streamOut description

시된 문자열을 기록한 후 프로퍼티 리스트를 기록한,

다 자바 에서 추가되었다.( 2 .)

표 에 정의된 레거시 메소드[ 15-14] Properties

클래스의한가지유용한기능은 어떤키에연결된값이없는경우에반환되는Properties ,

기본 프로퍼티를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etProperty(name, default value)

메소드처럼 메소드에키와함께기본값을명시할수, getProperty() 있다 만약. name 연결

된 값을 찾지 못하면, default value가 반환된다. Properties 객체를 생성할 때 새로운,

인스턴스의 기본 프로퍼티로 사용되는 Properties의 또 다른 인스턴스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주어진, Properties 객체에서 getProperty(foo)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foo라는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바는 기본, Properties 객체에서 foo라는 키를 찾는다.

따라서 기본 프로퍼티의 단계를 자유롭게 중첩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예제는 Properties 클래스를 시연한다 이 예제는 주의 이름을 가지는 키와 그 주의.

수도 이름을 가지는 값을 포함하는 프로퍼티 리스트를 만든다 기본 값을 갖고 의. Florida

주도 주의 수도 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 .

프로퍼티 리스트 시연하기//

import java.util.*;

class Prop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Properties capitals = new Properties();

Set states;

String str;

capitals.put("Illinois", "Springfield");

capitals.put("Missouri", "Jefferson City");

capitals.put("Washington", "Olympia");

capitals.put("California", "Sacramento");

capitals.put("Indiana", "Indianapolis");



해시테이블에 있는 모든 주와 주도 주의 수도 보여주기// ( )

키의 집합 뷰를 얻는다states = capitals.keySet(); // -

Iterator itr = states.iterator();

while(itr.hasNext()) {

str = (String) itr.next();

System.out.println("The capital of " +

str + " is " +

capitals.getProperty(str)

+ ".");

}

System.out.println();

리스트에 없는 주를 찾을 경우 사용하는 기본값을 명시한다// .

str = capitals.getProperty("Florida", "Not Found");

System.out.println("The capital of Florida is " + str + ".");

}

}

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다.

The capital of Missouri is Jefferson City.

The capital of Illinois is Springfield.

The capital of Indiana is Indianapolis.

The capital of California is Sacramento.

The capital of Washington is Olympia.

The capital of Florida is Not Found.

는 리스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값이 출력된다 비록 앞에 나오는 예제에서Florida , .

보여지는 것처럼 getProperty() 메소드를 호출할 때 기본 값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한 방

법이지만 프로퍼티 리스트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본 값을 처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더 큰 유연성을 위해서. , Properties 객체를 생성할 때 기본 프로터

피 리스트를 명시해라 만약 원하는 키를 메인 리스트에서 찾지 못하면 기본 리스트가. ,

검색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은 주의 기본 리스트를 가지는 앞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 ,

서 약간만 다시 작성된 버전이다 이제 를 찾는 경우에 기본 리스트에서. Florida , Florida

를 찾을 수 있다.



기본 프로퍼티 리스트를 사용한다//

import java.util.*;

class PropDemoDef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Properties defList = new Properties();

defList.put("Florida", "Tallahassee");

defList.put("Wisconsin", "Madison");

Properties capitals = new Properties(defList);

Set states;

String str;

capitals.put("Illinois", "Springfield");

capitals.put("Missouri", "Jefferson City");

capitals.put("Washington", "Olympia");

capitals.put("California", "Sacramento");

capitals.put("Indiana", "Indianapolis");

해시테이블에 있는 모든 주와 주도를 보여준다// .

키의 집합 뷰를 얻는다states = capitals.keySet(); // -

Iterator itr = states.iterator();

while(itr.hasNext()) {

str = (String) itr.next();

System.out.println("The capital of " + str + " is " +

capitals.getProperty(str) + ".");

}

System.out.println();

이제 를 기본 리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 Florida .

str = capitals.getProperty("Florida");

System.out.println("The capital of Florida is " + str + ".");

}

}

store 메소드와() load 메소드 사용하기()

클래스의 가장 유용한 기능중의 하나는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Properties Properties

를 와 메소드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쉽게 저장하고 디스크에서 쉽게 읽어 올store() load()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스트림에 객체를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읽을 수. , Properties

있다 이런 이유로 프로퍼티 리스트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

예를들어 다음프로그램은이름과전화번호를저장하는간단히컴퓨터에서사용되는전화,

번호부를만드는데프로퍼티리스트를사용한다 원하는사람의전화번호를찾기위해서는. ,

그 사람의이름을입력하면된다 프로그램은리스트를저장하고꺼내오. 기 위해서 store()

와 load() 메소드를 사용한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먼저. , phonebook.dat라는 이름을 가

지는 파일에서 리스트를 읽어 오려고 시도한다 만약 이 파일이 존재한다면 리스트를 읽. ,

어 온다 그 후에 리스트에 추가할 수도 있다 만약 추가가 되었다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 ,

때 새로운 리스트가 저장된다 적은 양의 코드가 어떻게 작지만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실.

용적인 전화번호부를 구현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라.

프로퍼티 리스트를 사용하는 간단한 전화 번호 데이터베이스/* */

import java.io.*;

import java.util.*;

class Phonebook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OException

{

Properties ht = new Properties();

BufferedReader br =

new BufferedReader(new InputStreamReader(System.in));

String name, number;

FileInputStream fin = null;

boolean changed = false;

파일을 연다// phonebook.dat .

try {

fin = new FileInputStream("phonebook.dat");

} catch(FileNotFoundException e) {

파일을 찾지 못하면 무시한다//

}

만약 전화번호부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 ,

존재하는 전화 번호를 읽는다. */

try {

if(fin != null) {

ht.load(fin);

fin.close();

}



} catch(IOException e) {

System.out.println("Error reading file.");

}

새로운 이름과 전화 번호를 입력한다// .

do {

System.out.println("Enter new name" + " ('quit' to stop): ");

name = br.readLine();

if(name.equals("quit")) continue;

System.out.println("Enter number: ");

number = br.readLine();

ht.put(name, number);

changed = true;

} while(!name.equals("quit"));

만약 전화번호부 데이터가 변경되었으면 저장한다// , .

if(changed) {

FileOutputStream fout = new FileOutputStream("phonebook.dat");

ht.store(fout, "Telephone Book");

fout.close();

}

주어진 이름의 전화번호를 찾는다// .

do {

System.out.println("Enter name to find" + " ('quit' to quit): ");

name = br.readLine();

if(name.equals("quit")) continue;

number = (String) ht.get(name);

System.out.println(number);

} while(!name.equals("quit"));

}

}

콜렉션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래머에게 프로그래밍의 가장 흔한 몇몇 작업에 있어 잘 만들



어진 해결책의 강력한 집합을 제공한다 다음에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오는 기능이 필요.

한 경우가 있으면 콜렉션의 사용을 고려해라 콜렉션이 회사 데이터베이스 메일링 리스. ,

트 재고 시스템 같은 큰 작업에서만 사용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또한 더 작, .

은 작업에 적용될 때에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 TreeMap은 파일 집합의 디렉토리 구조

를 가지는 훌륭한 콜렉션을 만들 수 있다. TreeSet은 프로젝트 관리 정보를 저장하는데

꽤 유용할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콜렉션 기반의 해결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문제. , -

의 형태는 개인 창의력 의 부족으로 제한된다(imagin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