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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1 
 
java 명령을 잘 다루자. 

 

java 명령은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 툴이다. javac 명령으로 원시 파일로부터 컴파일한 클래스 
파일은 모두 이 java 명령으로 실행된다.  

 
 클래스 파일이라는 것은 컴퓨터 고유의 환경(CPU 등)과는 완전하게 독립한 가상적인 컴퓨터 

Java Virtual Machine(Java VM) 위의 실행 파일의 것이다. java 명령은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Java VM를 기동한다. 기동한 Java VM은 java 명령에 지정된 클래스 
파일을 읽어들여, 그 실행을 시작한다. 이하에서는, 이 java 명령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덧붙여 java 명령은 기본적으로, DOS prompt 또는 명령 prompt상에서 실행한다.  

 

 

  기본적인 java 명령의 사용법  
 

■ 클래스의 실행 

 

 java로 클래스를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DOS prompt 또는 명령 prompt상에서 실행하는 
클래스 파일명을 지정해 java 명령을 실행뿐이다. 예를 들면 현재 디렉토리중에 클래스 파일 
WordProcessor.class와 그 실행에 필요한 클래스 파일이 모두 존재 할 경우에 클래스 
WordProcessor를 실행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java WordProcessor  

 

 하면 Java VM이 기동해 그 Java VM가 클래스 파일 WordProcessor.class를 읽어들여 
실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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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패스의 지정 

 

 클래스 패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클래스 파일을 Java VM이 
어느"장소"로부터 읽어들이면 좋은가를 지정하는 것이다.  

 
 Java VM에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기에는 java 명령으로 클래스 파일을 실행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java -classpath <클래스 패스> <실행하는 클래스명>  

 

 클래스 패스는 기호“;”(세미콜론)로 단락지어진 복수의 “장소”의 지정으로 구성된다. 
“장소”에는 구체적으로는 우선 디렉토리를 지정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ZIP 파일과 JAR 
파일이라고 하는 복수의 클래스 파일을 하나에 정리한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 대체로의 
Java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JAR 파일로 배포되므로, “장소”에 이 종류의 파일을 지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디렉토리중의 클래스 WordProcessor가, 그 내부에서 
디렉토리 C:\lib중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SpellChecker.jar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여기서, 
SpellChecker.jar는 JAR 파일, 즉 복수의 클래스 파일을 하나의 파일에 묶은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클래스 WordProcessor를 실행하기에는, 

 

java -classpath . ;C:\lib\SpellChecker.jar WordProcessor  

 

와 같이 입력해 Java VM이 클래스 라이브러리 SpellChecker.jar의 내용을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낸다) 없으면, Java VM은 실행에 필요한 
클래스 파일을 찾아낼 수가 없고,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lang.NoClassDefFoundError: 
<클래스명>  

 

과 같은 에러 메세지를 표시해 종료해 버린다. 클래스 패스의 지정으로 잘못하기 십상인 것이 
현재 디렉토리의 지정이다. 예를 들면, 위의 예로, 다음과 같이 현재 디렉토리를 클래스 패스로 
지정하는 것을 잊었다고 하자.  

 

java -classpath C:\lib\SpellChecker.jar WordProcessor  

 

 이 경우에, Java VM는 현재 디렉토리를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 WordProcessor를 
찾아낼 수가 없고, 역시 에러 메세지를 표시해 종료해 버린다.  

 
 덧붙여 이 -classpath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java 명령을 실행할 경우에는,  Java VM은 

자동적으로 클래스패스를 현재 디렉토리로 지정한다. 클래스 패스에 대한 자세한 것은, 
「클래스 패스(class path)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를 참조하자.  

 
 덧붙여 표준 시스템 클래스 라이브러리나 extension 메카니즘으로 인스톨 한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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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클래스에의 클래스 패스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 
자세하것은, 「클래스 패스(class path)를 올바르게 사용하자」, 「클래스 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자」를 참조하자.  

 

 

  실행을 지정 할 수 있는 클래스, 할 수 없는 클래스  

 

 Java VM은 실행을 시작하면, 우선 최초로 java 명령으로 직접 지정된 클래스의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는 java 명령에 직접 지정할 

수 없다. 만약 실행하려고 하는 클래스에 public s tatic void main(String[])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Java VM는,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lang.NoSuchMethodException: main  

 

 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에러 메세지를 표시해 종료한다.  

 

 

  java 명령의 옵션을 활용한다  

 

 이하에서는 java 명령 로 지정할 수 있는 명령 라인 옵션에 대해서 설명한다.  
 
 매우 많은 옵션이 있지만, 모든 옵션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보통으로 클래스 

파일을 실행할 뿐이라면, -classpath 옵션의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충분한다.  

 

■ 표준 옵션 

 

? java 명령의 사용법을 표시한다  

“-? ”또는“-help”  

이러한 옵션을 지정하면, java 명령은, java 명령의 간단한 사용법을 표시하고 종료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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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도 클래스 파일명도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java 명령을 실행했을 때와 같다  

 

? 클래스 패스를  지정한다  

-classpath <기호";"로 단락지어진  복수의 디렉토리 , JAR, ZIP 
파일 > 

이 옵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Java VM의 클래스 패스를 지정할 수가 있다. 클래스 패스에 
대해서는, 「클래스 패스(class path)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를 참조하자 

 

? Java VM의 버젼을  표시  시킨다(종료시) 

-version  

이 옵션을 지정하면(자), java 명령은 Java VM의 버젼을 표시해 종료한다. 

 

 

? Java VM의 버젼을  표시  시킨다(실행전) 

-showversion 

이 옵션을 지정하면(자), 클래스 파일의 실행전에, java 명령은 Java VM의 버젼을 표시합니다.  

 

? 실행중에  읽어들이는 클래스  파일을 표시  시킨다  

“-verbose”또는“ -verbose:class” 

이러한 옵션을 지정하면, Java VM는 실행중에 클래스 파일을 읽어들일 때마다, 메세지를 
표시한다 

 

?  가베지 콜렉션의 실행을 알리는 메세지를 표시 시킨다 

-verbose:gc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 VM은 가베지 콜렉션을 할 때마다, 메세지를 표시한다. 가베지 
콜렉션이라는 것은, 이용되지 않게 된 오브젝트를 heap로부터 없애는 것이다  

 

?  JNI의 사용시에 메세지를 표시 시킨다  

-verbose:jni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 VM은 Java Native Interface(JNI)가 사용될 때마다, 메세지를 
표시한다. JNI라는 것은, CPU 또는 operating system에 고유의 실행 코드, native code를 
Java VM로부터 액세스, 실행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반대로, JNI에 의해, native 
code로부터 Java VM에 액세스 하거나 실행할 수가 있다 

 

? 비표준 옵션의  내용을 표시 시킨다  

-X 

이 옵션을 지정하면(자), 비표준 옵션에 대한 설명이 표시된다. 비표준 옵션에 대해서는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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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 옵션"의 설명을 참조하자  

 

?JAR 파일의 실행을  지정한다   

-jar 

이 옵션을 이용해, java 명령에 클래스 파일은 아니고 JAR 파일을 지정하면, Java VM는 그 JAR 
파일로부터 직접 실행하는 클래스를 읽어들여, 실행할 수가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JAR 파일에 어느 클래스를 최초로 Java VM로 실행하면 좋은가의 정보를 추가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는다 

 

■비표준 옵션 

 

 비표준 옵션은, Sun 이외(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의 Java VM의 설치에서는 지정 할 수 있는 
보증이 없는 옵션이다. 또, 다음 버젼의 설치에서는, 이러한 옵션이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실행  효율을 최적으로 한다(JIT를  유효하게 한다)  

-Xmixed 

이 옵션을 이용하면, Java VM는 바이트 코드 interpreter과 native code compiler 의 양쪽 
모두를 사용해, 가장 실행 효율이 좋아지도록, 클래스 파일을 실행한다. Java VM는 통상 이와 
같이 동작하므로, 특히 이 옵션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바이트 코드 interpreter라는 것은, 클래스 파일에 쓰여져 있는 Java VM의 명령을 1 명령씩 

읽어들여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native code compiler 라는 것은 클래스 파일에 쓰여져 있는 Java VM의 명령을 읽어들여 

거기에 대응하는 CPU의 기계 명령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  

 

? interpreter로  실행한다   

-Xint 

이 옵션을 이용하면, Java VM는 바이트 코드 interpreter만을 이용해 클래스 파일을 실행한다.   

 

? 외부의 데박카로부터의  debug를  유효하게  한다  

-Xdebug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 VM는, 외부의 디버거로부터 디버그를 할 수 있게 된다.  

 

? 부트  클래스 패스를  지정한 것에  변경   

-Xbootclasspath:<부트 클래스 패스> 



Java Foundation  Issued by: <이용원> 
Revision: <1.0>  <2001/08/19> 

JSTORM  <9/9> 

부트 클래스 패스를 지정한 것에 변경합니다. 부트 클래스 패스에 대해서는, 「클래스 
패스(class path)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를 참조하자.  

 

? 부트  클래스 패스를  추가(마지막에)  

-Xbootclasspath/a:<추가하는 부트 클래스  패스  >  

부트 클래스 패스의 마지막에, 지정한 부트 클래스 패스를 추가한다.  

 

? 부트  클래스 패스를  추가한다(선두에) 

-Xbootclasspath/p:<추가하는 부트 클래스  패스> 

부트 클래스 패스의 선두에, 지정한 부트 클래스 패스를 추가한다. 

 

? 보다  엄밀한 클래스  파일의 체크를 한다 

-Xfuture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 VM는 클래스 파일의 체크를 올바른 클래스 파일 포맷의 사양을 따라 
엄밀하게 한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Java VM는 이전 Java VM(버젼 1.1시대)의 클래스 
파일 체크를 한다.  

 
클래스 파일의 체크의 방법은, Java VM의 버젼이 1.1에서 1.2에 올랐을 때에 보다 엄밀하게 

하기로 일단 정해졌다. 그런데 실제로 엄하게 체크해 보면 그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Java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방침을 전환해 표준에서는 
클래스 파일의 체크는 사양에 엄밀하게 해 -Xfuture 옵션을 지정했을 때 엄밀하게 체크 하도록 
되었다. 앞으로 Java VM에서는 이 엄밀한 체크가 표준이 된다고 한다. 

 

? 가베지 콜렉션을 무효로  한다   

-Xnoclassgc 

이 옵션을 지정하면(자), Java VM는, 클래스의 가베지 콜렉션을 하지 않는다.  

 

? 가베지 콜렉션의 프로그램 실행에의 영향을 작게 한다  

-Xincgc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 VM는“인크리멘탈가비지컬렉션”이라고 하는 방법의 , 가베지 
콜렉션을 한다. 이 방법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중에, 가베지 콜렉션이 발생해 프로그램의 
실행이 방해되는 것이 않게 된다. 다만, 가베지 콜렉션 그것의 성능은 약 10%저하한다고 한다.  

 

?Java VM의  heap의  초기  사이즈를  지정한다 

-Xms<heap 사이즈(바이트)> 

이 옵션으로, Java VM의 heap의 초기 사이즈를 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옵션으로 
지정하는 heap의 사이즈는, 1024의 배수로 한편, 1메가바이트 이상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이 
옵션에서는, 킬로바이트를 표현하는데 기호“k”를,메가바이트를 표현하는데 기호“m”를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이용하면(자) 1024의 배수를 계산하는 일 없이 heap의 사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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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heap의 초기 사이즈를 1024킬로바이트 로 지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java -Xms1024k 

 

? Java VM의 heap의  초기  사이즈를 지정한다 

-Xmx<heap 사이즈(바이트) > 

이 옵션으로, Java VM의 heap의 최대 사이즈를 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옵션으로 
지정하는 heap의 사이즈는, 1024의 배수로 한편, 2메가바이트 이상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이 옵션에서는, 킬로바이트를 표현하는데 기호“k”를, 메가바이트를 표현하는데 기호“m”를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이용하면 1024의 배수를 계산하는 일 없이 heap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heap의 최대 사이즈를 256메가바이트로 지정할때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java -Xmx256m 

 

? 프로그램  종료시에  CPU의 간단한  프로 filing 결과를 표시  

-Xprof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 VM은 실행 종료시에 매우 간단한 CPU의 프로 filing 결과를 표시한다.  

 

? 프로그램  종료시에  CPU의 상세한  프로 filing 결과를 표시 

-Xrunhprof 

이 옵션을 지정하면(자), Java VM의 실행을 상세하게 프로 filing 할 수가 있다. 이 옵션의 자세한 
사용법은, 

 
java -Xrunhprof:help 
 
라고 입력하면 표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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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2 
 
javac 명령을 잘 다루자. 

 

javac 명령는 Java 프로그램이 쓰여져 있는 원시 파일(.java 
파일)을 읽어들여 클래스 파일(.class 파일)을 생성하는 툴이다. 원시 
파일로부터 클래스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컴파일 한다고 한다. 즉, 
javac 명령는 Java 프로그램의 원시 파일을 컴파일 하는 툴이다. 
이러한 툴을 일반적으로 compiler라고 부른다. Java 언어의 
Compiler이므로, javac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원시 파일은 우리가 읽거나 쓰거나 하는 것이고 클래스 파일은 
Java Virtual Machine(Java VM)이 내용을 이해해 실행하는 것이다. 
즉, javac 명령는 프로그래머와 Java VM의 사이의 중개자이고, 
Java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툴의 
하나이다.  

 

 

  기본적인 javac 명령의 사용법  

 

 javac 명령는 기본적으로 DOS prompt 또는 명령 prompt상에서 실행한다. javac 명령를 
실행하기에는, DOS prompt 또는 명령 prompt로,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javac 

 

 위와 같게, 다만 javac만 입력하면 javac 명령의 간단한 사용법이 표시된다. 

 

 만약 간단한 사용법이 표시되지 않고 , javac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에러 메세지가 표시될 
경우는, 환경 변수 PATH의 설정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 변수 PATH의 값이 
올바른지 어떤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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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변수 PATH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javac가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 메세지가 
표시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자.  

 

(Java 2 SDK를  인스톨 한  디렉토리)\bin\ javac 

 

 예를 들면, Java 2 SDK를 디렉토리C:\jdk1. 3으로 인스톨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C:\jdk1. 3\bin\javac 

 

 그런데도 javac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에러 메세지가 표시될 때는, 인스톨이 실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javac 명령의 간단한 사용법이 표시될 경우는, 환경 변수 PATH의 
설정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확인하자.  

 

 

  원시 파일을 컴파일 하는 방법 

  

 원시 파일을 컴파일 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그 원시 파일명을 javac 명령에 지정뿐이다. 예를 
들면, 원시 파일 WordProcessor.java를 컴파일 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javac WordProcessor.java 

 

 WordProcessor.java가 올바른 Java 언어로 쓰여져 있으면, javac는 클래스 
파일WordProcessor.class를 생성한다. javac 명령는 복수의 원시 파일을 동시에 컴파일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시 파일WordProcessor.java 와Scheduler.java를 동시에 
컴파일 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원시 파일명을 늘어놓아 입력한다.  

 

javac WordProcessor.java Scheduler.java 

 

 또, javac 명령에서는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 원시 파일을 지정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디렉토리내의 모든 원시 파일을 컴파일 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javac *. java 

 

 javac 명령를 실행해, 원시 파일을 컴파일 하려고 했는데,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지 않고, 에러 
메세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컴파일이 실패하는 이유는 2경우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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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에 생각되는 이유는, 원시 파일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에러 메세지를 참고로 해, 원시 
파일을 다시 읽어, 잘못이 있으면, 올바르게 고쳐 쓴다.  

 
 두번째에 생각되는 이유는, 클래스 패스의 지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원시 파일이 

참조하고 있는 클래스의 클래스 파일이 클래스 패스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클래스 
파일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 때는, 필요한 클래스 파일을 javac를 찾아낼 수 있도록, 클래스 
패스를 지정해 준다. 예를 들면, 컴파일 하려고 하고 있는 원시 파일 
WordProcessor.java중에서, 클래스 라이브러리(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클래스의 
모임의 것) C:\lib\SpellChecker.jar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javac 명령를 실행 할 
경우에, -classpath옵션을 이용해, 

 

javac -classpath . :C:\ lib\SpellChecker.jar 
WordProcessor.java 

 

와 같이 입력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클래스 패스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덧붙여 표준 
시스템 클래스 라이브러리나, extension(확장) 메카니즘으로 인스톨 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클래스에의 클래스 패스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 자세하게는, 
「클래스 패스(class path)를 올바르게 사용하자」, 「extension(확장) 메카니즘」을 
참조한다.  

 

 

  의존관계(dependencies)에 있는 원시 파일의 자동 컴파일의 구조 

 javac는 파일간의 의존관계(dependencies)를 파악해 원시 파일을 자동적으로 컴파일 한다. 
아래에서는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javac는 직접 컴파일 하도록 지정된 원시 파일을 해석해 그 원시 파일중에서,어떤 
클래스가 사용되어 있을까를 조사한다.  

 다음에 javac는 원시 파일중에 사용되고 있는 클래스를 검색한다. javac는 Java VM과 같이, 
부트 클래스 패스, extension(확장) 디렉토리, 클래스 패스의 순서에, 클래스 파일을 
검색하지만 거기에 더하고 소스 패스를 검색해,검색하고 있는 클래스에 대응하는 원시 파일이 
없는지 어떤지 조사한다. 소스 패스에 대해서는, 옵션 -sourcepath 의 설명을 참조하자.  

 검색의 결과 만약, 클래스 파일만 발견되어 원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던 경우는 단지 그 
클래스 파일을 이용한다. 만약, 원시 파일만 발견되어, 클래스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던 경우는, 
발견된 원시 파일을 컴파일한다.  

 만약, 클래스 파일도 원시 파일도 발견될 경우는, 원시 파일을 마지막으로 변경했을 때 시간과 
클래스 파일을 마지막으로 변경했을 때 시간을 비교해, 원시 파일을 마지막으로 변경했을 때 
시간이 클래스 파일을 마지막으로 변경했을 때 시간보다 다음에 있다면, javac는 클래스 
파일이 컴파일 된 후에 원시 파일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해 그 원시 파일을 컴파일 한다. 

 
 반대로, 클래스 파일을 마지막으로 변경했을 때 시간이 원시 파일을 마지막으로 변경했을 때 

시간보다 다음에 있다면, 단지 그 클래스 파일을 이용한다.  
 
 이상과 같이, javac는, 직접 지정된 원시 파일과 의존관계(dependencies)에 있는 원시 

파일을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컴파일 한다. 예를 들면, 아래의 2개의 원시 파일, 
Car.java와Engine.java를 써, 컴파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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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Car { 

 

  public Engine engine; 

 

}   

Car.java:  

 

public class Engine {  

 

}  

Engine.java:   

 

여기서, 

 

javac Car.java 

 

와 javac 명령에 원시 파일 Car.java를 컴파일 하도록 지정하면, javac는 원시 파일 
Engine.java도 컴파일 합니다.  

 
 이 때의 javac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javac는 원시 파일 Car.java를 해석한다. 그러면, 

원시 파일 Car.java 안에서, 클래스 Engine가 이용되어 있는 것을 안다. 다음에, javac는 
클래스 Engine를 검색한다. 구체적으로는, 클래스 파일 Engine.class와 원시 파일 
Engine.java를 찾는다. 이 경우, 클래스 파일은 존재하지 않고, 원시 파일 Engine.java만 
존재하므로, javac는 원시 파일 Engine.java를 컴파일 한다.  

 
 원시 파일 Engine.java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고 하자.  

 

public class Engine {  

public int horsepower; 

}  

Engine.java  

 

 여기서, 

 

javac Car.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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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입력하면, 역시 원시 파일 Engine.java도 컴파일 된다.  
 
 이 때의 javac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javac는 원시 파일 Car.java를 해석한다. 그러면, 

원시 파일 Car.java 안에서, 클래스 Engine가 이용되어 있는 것을 안다. 다음에, javac는 
클래스 Engine를 검색한다. 구체적으로는, 클래스 파일 Engine.class와 원시 파일 
Engine.java를 찾는다. 이번은, 클래스 파일 Engine.class도 원시 파일 Engine.java도 
존재하기 때문에, javac는 그러한 최종 변경 시각을 비교한다. 이 경우는, 원시 파일 
Engine.java의 최종 변경 시각의 분이후이므로, javac는 원시 파일 Engine.java를 컴파일한다. 

 
 이상과 같이, javac는 어느 정도의 의존관계(dependencies)를 고려해, 

의존관계(dependencies)에 있는 원시 파일이 갱신되어 있는 경우에, 그 원시 파일을 
자동적으로 컴파일한다.  

 
 그러나, javac에 의한 갱신된 원시 파일의 자동 컴파일은, 매우 단순한 것이므로, 위와 같게 잘 

되어가는 예는 지극히 당연하다(원시 파일이 3개 이상이 되면, 잘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기능에는 의지하지 않고, 갱신한 원시 파일은 javac로 컴파일 하는 것이 무난하다.  

 

javac 명령의 명령 라인 옵션 

? 클래스 패스를  지정한다   

-classpath <클래스  패스>  

javac가 원시 파일을 컴파일 할 경우에 참조해야할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예를 들면, 제삼자가 작성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것 같은 프로그램을 쓸 경우,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클래스 패스에 대해서는, "클래스 
패스(class path)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참조하자. 덧붙여서,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클래스 패스는 현재 디렉토리에 설정된다  

 

? 클래스 파일의  생성처를  지정한다  

-d <디렉토리명  > 

javac에, 클래스 파일을<디렉토리명>로 지정한 디렉토리에 생성 시키기 위해서 이용한다  

 

? 원시  파일을 검색하는 패스를  지정한다  

-sourcepath <소스 패스> 

javac가 원시 파일을 검색하는 패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javac는 원시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로부터 찾는다. 덧붙여 소스 패스의 지정 방법은, 
클래스 패스의 지정 방법과 같다  

 

? 디버그 정보를  클래스 파일에  추가한다 

-g:<키워드(의 리스트) > 

디버그 정보를 클래스 파일에 추가 하기 위한 옵션이다. -g:source와 지정하면, javac는 원시 
파일의 디버그 정보를 클래스 파일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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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nes와 지정하면, javac는 원시 파일중의 행 번호의 디버그 정보를 클래스 파일에 추가한다.  
-g:vars와 지정하면, javac는 로컬 변수의 디버그 정보를 클래스 파일에 추가한다.  
 
복수 종류의 디버그 정보를 javac에 생성 시키기 위해서는, -g:의 뒤의 키워드를“, ”로 

단락짓는다. 예를 들면, 원시 파일의 정보와 로컬 변수의 정보를 생성 시키기 위해서는, -
g:source, vars와 같이 지정한다. 단지-g와 지정하면, 모든 디버그 정보가 클래스 파일에 
추가된다.  

 
-g:none와 지정하면, javac는 디버그 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g옵션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javac는 원시 파일의 정보와 그 원시 파일의 행 번호의 정보를 

클래스 파일에 추가한다. 즉, -g:lines, source와 지정한 것과 같은 동작을 한다. 

 

? 클래스 파일의  최적화(현재는 무효)  

– O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c는 클래스 파일을 최적화 즉 보다 효율 좋게 실행 할 수 있도록 클래스 
파일을 생성한다… 라고 하게 되어 있지다만, 현재는, -O옵션은 무효이다. 즉, -O옵션을 
지정해도, javac의 생성하는 클래스 파일은 변화하지 않는다. 

 

? 경고를 출력 하지 않는다  

-nowarn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c는 경고(Warning) 메세지를 출력 하지 않게 된다  

 

? 컴파일 정보를  표시한다  

-verbose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c가 실제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까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원시 파일을 컴파일 하고 있을까, 어느 클래스 파일을 읽어들였는지,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 추천  되지  않는  멤버나 클래스를  표시한다   

-deprecation 

이 옵션을 지정하면, javac는 원시 파일중에 존재하는 추천 되지 않는 멤버나 클래스에 대해서, 
그 상세를 표시한다. 

 
추천 되지 않는 멤버나 클래스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의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설치되어 서포트되지 않는 것 같은 멤버나 클래스이다. 그 때문에, 추천되지 
않는 멤버나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차후의 Java VM상에서는 실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javac는 추천 되지 않는 멤버나 클래스가, 원시 파일중에 

존재하는 것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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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트  클래스 패스를  지정한다   

-bootclasspath <부트 클래스  패스> 

이 옵션은, 부트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부트 클래스 패스에는 표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의 패스를 지정한다. 부트 클래스 패스에 대해서는, 「클래스 패스(class 
path)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를 참조하자. 통상은 이 옵션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 extension 디렉토리를  지정한다   

-extdirs <extension(확장) 디렉토리> 

이 옵션은, extension 메카니즘의 extension 디렉토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extension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extension(확장) 메카니즘」을 참조하자. 통상은 이 옵션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 실행  할 수  있는  Java의  버젼을 지정한다  

-target <버젼> 

이 옵션은, 클래스 파일이 어느 버젼의 Java VM로 실행 할 수 있도록 할까를 지정한다. 지정 할 
수 있는 버젼은, 1.1, 1.2, 1.3의 3 종류이다.  

 

1.1을 지정하면, 버젼 1.1이후의 모든 Java VM로 실행 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다. -
target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는, javac는-target에 1.1을 지정한 것과 같은 동작을 
한다.  

 
1.2를 지정하면, 버젼 1.2이후의 Java VM로 실행 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다.  
 
1.3을 지정하면, 버젼 1.3이후의 Java VM로 실행 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다.  
 
통상은 이 옵션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 인코딩을  지정한다   

-encoding <인코딩 지정> 

이 옵션은, 원시 파일이 어떠한 종류의 encode로 쓰여져 있을까를,  javac에 알리기 위해서 
이용한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javac는, operating system의 표준의 문자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시 파일을 컴파일 한다. 통상은 이 옵션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보충 설명) 

  -bootclasspath/ -extdirs/ -target 등의 옵션은, 다른 버젼이나 다른 사양의 Java 
VM상에서 실행하는 클래스 파일을 생성 할 경우에 이용한다. 예를 들면, JDK1. 1 등의 낡은 
Java VM상이나, 휴대전화상에서 동작 할 것 같은 Java VM로 실행하는 클래스 파일을 
생성하고 싶은 경우 등에 이 옵션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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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3 
 
클래스 패스(class path)를 올바르게 사용하자 
. 

 

클래스 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 라이브
러리를 이용하자 

extension(확장) 메카니즘- 

 extension(확장) 메카니즘이라는 것은, 클래스 라이브러리(어느 특정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의 모임의 것)를, 클래스 패스로 지정하지 않고 이용하기 위한 메카니즘이다.  

 extension 메카니즘이 등장하기 전은,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미리, 
어느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할까를 조사해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조사해 그러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클래스 패스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작업은,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적은 곳은 좋지만, 이용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많으면 매우 귀찮은 것이다. 
extension 메카니즘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귀찮은 클래스 패스의 설정을 회피할 수가 있다.  

 

  extension 메카니즘의 종류  

  extension 메카니즘에는 인스톨 확장과 다운로드 확장의 2 종류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인스톨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 다음에 다운로드 확장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인스톨 확장 
 
 인스톨 확장이라는 것은, Java의 실행 환경에, 새롭게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기능이다. 추가된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흡사 표준 클래스 라이브러리인 것 같게,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javac등으로도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지 않고 이용 할 수 있다. Java VM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클래스를 
찾아낼까에 대해서는, 「클래스 패스(class path)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를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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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톨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JAR 파일이라고 해 정리해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어느 

특정의 디렉토리”에 둔다. 이만큼으로,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지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용할 수가 있다. 이하에서는, 그“어느 특정의 디렉토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어느 특정의 디렉토리라는 것은, Java 2 SDK가 인스톨 되어 있는 디렉토리하의 디렉토리 

jre\lib\ext를 가리킵니다. 만일 Java 2 SDK를 디렉토리 C:\jdk1. 3으로 인스톨 했다고 
하면, 디렉토리 C:\jdk1. 3\jre\lib\ext가 된다.  

 
 이 디렉토리에 JAR 파일을 두면 좋지만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실은, Java 2 SDK 

Standard Edition를 인스톨 하면, 동시에 Java 2 Runtime Environment Standard 
Edition(JRE)라고 하는 Java의 실행 환경이 디렉토리 C:\Program 
Files\JavaSoft\JRE\<버젼 번호>\아래에 인스톨 된다. 이 JRE의 인스톨 확장을 위한 
디렉토리는, C:\Program Files\JavaSoft\JRE\<버젼 번호>\lib\ext가 된다. 이 때문에, 
이쪽의 디렉토리에도 JAR 파일을 둘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java 커멘드를 실행하면, 통상 
그것은 JRE의 java 커멘드를 실행한 것이 된다. 그 때문에, extension 메카니즘에 의해 
검색되는 디렉토리는 C:\Program Files \JavaSoft\JRE\<버젼 번호>\lib\ext가 된다. 
한편, javac 커멘드를 실행하면, 그것은 Java 2 SDK의 java 커멘드를 내부에서 실행한다. 그 
때문에, extension 메카니즘에 의해 검색되는 디렉토리는, 만일 Java 2 SDK를 디렉토리 
C:\jdk1. 3으로 인스톨 했다고 하면, C:\jdk1. 3Yjre\lib\ext가 된다. 이 때문에, 만약 어느 
쪽인가의 디렉토리에 밖에 JAR 파일을 두지 않으면 「실행 할 수 있지만 컴파일 할 수 
없다」나 「컴파일 할 수 있지만 실행할 수 없다」등의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하자.  

 
(2) 다운로드 확장 
 
 다운로드 확장이라는 것은, 있는 JAR 파일중의 클래스로 사용되고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자동적으로 클래스 패스에 추가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구체적으로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작성자는, 작성하는 JAR 파일중에, 그 JAR 파일중의 클래스로 이용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클래스 패스를 기술한다. Java VM은 그 JAR 파일중의 클래스를 읽어들일 때, 그 JAR 파일 로 
지정해 있는 클래스 패스를 자동적으로 클래스의 검색 장소에 추가한다. 이 때문에,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쓸데없는 클래스 패스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운로드 확장은, 애플릿을 복수의 JAR 파일로 구현할 때 이용한다. 또,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유저에 의한 클래스 패스의 설정의 수고를 생략하기 위해서도 이용한다.  
 
 인스톨 확장과 비교해, 다운로드 확장은 너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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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4 

 

Package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자 
 

패키지의 용도 

 패키지는 몇개의 클래스를 묶는 것이다. 주로 3개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1. 클래스의 분류 

2. 클래스명의 충돌을 막는다 

3. 액세스 제어를 한다  

 

(1) 클래스의 분류 
 클래스가 대량으로 존재하면, 프로그래머는 필요한 클래스를 찾아내기 어려워진다. 거기서, 

서로 관련하는 클래스끼리를 패키지라고 해 정리하는 것에 따라, 필요한 클래스를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Java의 표준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는, 파일의 읽기 쓰기 
등을 위한 클래스는 패키지 java.io에, 네트워크 관련의 클래스는 패키지 java.net에 와 같이 
기능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있다.  

 
(2) 클래스명의 충돌을 막는다 
 Java VM는 이름을 기초로 해 클래스를 읽어들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복수 

존재하면, 잘못된 클래스를 읽어들여 버려, 에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작성하는 클래스의 이름이 다른 클래스의 이름과 같게 안 되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클래스의 이름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클래스의 이름을 길게 하면, 

충돌을 막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대신 코딩 작업이 귀찮게 된다. 거기서, 프로그래머 
특히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는 클래스를 패키지라고 해 정리한다. 그리고 
패키지의 이름이 다른 패키지의 이름과 다르도록 한다. 결국, 이름이 충돌하지 않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패키지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에 비하면 프로그램중에 나타나는 회수는 
적기 때문에, 패키지명을 길게 해도 프로그래머의 부담은 무거워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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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세스 제어를 한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같은 패키지중의 클래스로부터는 액세스 할 수 있지만, 다른 

패키지중의 클래스로부터는 액세스 할 수 없는 것 같은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정의 하거나 
다른 패키지로부터 액세스 할 수 없는 것 같은 클래스를 작성하거나 할 수가 있다.  

 

 

  패키지의 제작방법, 사용법 

  클래스를 패키지에 넣기에는, 그 클래스의 원시 파일의 선두에서, 키워드 package를 이용해 
패키지를 지정한다. 예를 들면, 클래스Car를 패키지 kr.pe.jstorm.vehicle에 넣는다면, 원시 
파일 Car.java의 선두에서 이하와 같이 쓴다.  

 

package kr.pe.jstorm.vehicle;  

 

 다른 패키지중의 클래스로부터 이 클래스Car를 참조하기에는, 패키지명을 포함해 클래스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른 패키지중의 클래스로 클래스 Car의 오브젝트를 
생성하기에는 이하와 같이 한다.  

 

kr.pe.jstorm.vehicle.Car car = new kr.pe.jstorm.vehicle.Car();  

 

 그러나, 위와 같게 패키지명을 지정해 클래스를 참조하는 것은 귀찮다. 거기서, 
키워드import를 이용하면, 패키지명의 지정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키지명kr.pe.jstorm.vehicler를 생략 하고 싶으면, 그 클래스를 참조하려고 하고 있는 
클래스의 원시 파일의 선두에서 이하와 같이 쓴다.  

 

import kr.pe.jstorm.vehicle.Car;  

 

 하면, 그 원시 파일내에서는 이하와 같이 패키지명을 생략해 클래스Car를 참조할 수가 있다.  

 

Car car = new Car();  

 

 덧붙여서, 같은 패키지중의 클래스로부터 참조하는 경우에는, import문장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패키지명을 생략할 수가 있다. 게다가 패키지 java.lang 중의 클래스를 참조하는 
경우도, import로 지정하지 않아도 패키지명을 생략 할 수가 있다.  

 
 위의 예의 import문장에서는, 패키지중의 하나의 클래스를 지정했지만, 패키지중의 모든 

클래스를 정리해 지정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패키지 kr.pe.jstorm.vehicle 안의 모든 
클래스를 패키지명을 생략 해 참조하고 싶을 때는, 이하와 같이 쓴다.  

 

import kr.pe.jstorm.veh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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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import문장은 복수 지정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패키지 kr.pe.jstorm.vehicle 
중의 모든 클래스와 패키지 java.io 중의 모든 클래스를, 패키지명을 생략 해 참조하고 싶을 
때는 이하와 같이 슨다.  

 

import kr.pe.jstorm.vehicle. *; 

import java.io. *;   

 

 덧붙여서 import문장을 지정하면, 클래스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름이 
충돌하고 있는 클래스를 참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패키지 kr.pe.jstorm.vehicle 과 패키지 java.io의 양쪽 모두에, 

클래스NotActiveException가 존재 할 경우에, 이하와 같이 정리해 import문장을 지정하면, 
compiler 는 어느 쪽의 패키지중의 클래스를 참조하고 있는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compile 
error가 된다.  

 

import kr.pe.jstorm.vehicle. *; 

import java.io. *;   

 

 이 때는, 이하와 같이 하나의 클래스만을 지정하는 import문장을 더한다.  

 

import kr.pe.jstorm.vehicle. *; 

import java.io. *; 

import kr.pe.jstorm.vehicle.NotActiveException;   

 

 다만, 이 경우, 패키지명을 생략 할 수 있는 것은, 패키지 kr.pe.jstorm.vehicle 안의 클래스 
NotActiveException 뿐이다. 패키지 java.io 중의 클래스 NotActiveException를 참조하기에는, 
패키지명 java.io를 지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패키지의 구조와 디렉토리 

  패키지의 구조와 디렉토리는 일치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 Java 
VM는 클래스를 찾아낼 수가 있지 않고, 에러가 일어낸다.  

 
 예를 들면, 패키지 kr.pe.jstorm 중에 클래스 Example를 정의 했을 때에는, 패키지명을, 기호 

"."로 단락지어진 디렉토리 계층이면 클래스 패스가 있는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kr\pe\jstorm에 클래스 파일 Example.class를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클래스 패스를 
C:\classes와 지정했다면, 디렉토리 C:\classes \kr\pe\jstorm\안에 클래스 파일 
Example.class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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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Java VM를 실행할 때는, 패키지명을 생략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패키지 kr.pe.jstorm중의 
클래스 Example를 실행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java kr.pe.jstorm.Exa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