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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자바의 세계에 잘 오셨습니다!  

지니 선생님 유진 선생님 



◀ 학습목차 ▶ 

1. 자바란 무엇인가? 

2.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해해 보자. 

3.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4. 실행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해 보자. 

지니 선생님 유진 선생님 



자바(Java)는 

* 처음부터 객체 지향을 목표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 

* 자바 가상 머신(JVM)을 사용하여 어느 운영체제에서나 같은 형태로 실행될 수 있는 언어 

* 배우기가 쉬우며, 다른 언어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언어 

1. 자바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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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Java)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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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의 상태나 행동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프로그래밍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2.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해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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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컴파일러 

자바 소스 코드 (.java)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 파일 

자바 바이트 코드 (.class) 

컴파일 타임 환경 

클래스 로더 

자바 인터프리터 JIT 컴파일러 

런타임 시스템 

운영체제 

하드웨어 

런타임 환경 

자바 
가상 머신 

(J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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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가상 머신 (JVM) 

2.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해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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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프로그램 > < 자바 프로그램 > 

하드웨어 

윈도우 운영체제 

윈도우용 JVM 

자바 프로그램 

하드웨어 

리눅스 운영체제 

리눅스용 JVM 

자바 프로그램 

하드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램 

자바 가상 머신 (JVM)은 운영체제에 종속적! 

하지만 자바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 독립적! 

 

유진 선생님 

한 번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모든 운영체제에서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실행 속도가 느리다. 



강의 예제를 실습하는 두 가지 방법 

 

❶ 티씨피스쿨 사이트의 [코딩 연습] 사용하기 

-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여 따라 하기가 쉬우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 기능이 적고 단순하여 실습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합함. 

❷ 자바 통합개발환경(IDE)인 이클립스(Eclipse) 사용하기 

- 통합개발환경(IDE)이란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개발 환경임. 

- 실제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움. 

3.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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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씨피스쿨의 [코딩 연습] 

3.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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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자바 프로그램 작성해 보기 

3.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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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메소드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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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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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메소드 

* 모든 자바 프로그램의 시작점! 

* 자바 프로그램마다 반드시 하나는 존재함. 

주석(comment) 

* 프로그램 상의 메모 

* 프로그램 실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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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표준 입출력 클래스 

* System.in 

* System.out 

* System.err 

4. 실행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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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결과 

System.out.print()를 활용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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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lass 



◀ 오늘 배운 내용정리 ▶ 

1. 자바란 무엇인가? : 자바의 개요 

2.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해해 보자 :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자바 가상 머신(JVM) 

3.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 main() 메소드, 주석 

4. 실행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해 보자  

    : 자바 표준 입출력 클래스, System.out.println() 

지니 선생님 유진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