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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바 9의 특징

람다식과 스트림 API를 통해 성공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자바로 이식시킨 자

바 8 이후 장장 4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처 자바 9를 거쳐 2018년 자바 10이 발표되었다.

부록에서는 자바의 최신 버전에 어떤 특징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본다. 하지만, 처음 밝혔

듯이 새로운 버전의 기능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4~5년 정도의 시간

이 걸린다. 따라서 처음 자바를 접하는 개발자의 경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정도로만 

참조하는 것이 좋다.

1.1 프로젝트 직소(Jigsaw)의 모듈 시스템

(1) 모듈 시스템

자바 9의 가장 큰 특징은 직소(jigsaw) 프로젝트를 이용한 모듈 시스템의 도입이다. 직소

는 의존성 지옥(JAR Hell) 탈출과 성능 최적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의존성 지옥이란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참조하는 외부 라이

브러리가 많아질 때 외부 라이브러리 간에 요구하는 버전이 달라지면서 버전 간 충돌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 17.1]의 상황을 가정해 본

다. Project A에서는 Lib A 1.0 버전을 사용하고 Lib A 1.0은 다시 Lib B 1.0과 Lib C 

1.0을 사용한다. Lib B와 Lib C는 다시 Common을 사용하는데 Lib B 1.0은 2.0 버전의 

Common을, Lib C 1.0은 1.0 버전의 Common을 요구하고 있어서 버전 충돌이 발생한다.

[그림 17.1] 의존성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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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는 이렇게 복잡해지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편하고 효율적

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직소에서는 모듈 지정 및 모듈별 

버전 관리가 가능해서 필요한 모듈만 구동하기 때문에 크기와 성능의 최적화가 가능하

다. 특히 임베디드 환경처럼 열악한 메모리 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듈만 탑재시켜서 효율

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직소 이전의 자바는 라이브러리 참조의 단위가 jar였다. 이때는 jar 파일을 클래스 패스

에 등록하면 클래스의 접근 제한자에 따라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즉 public으로 작

성된 클래스는 어디서든 객체의 생성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소 이후에는 라이브러리 참조 단위로 모듈이 추가되었다. 모듈에는 exports 속

성이 있어서 외부로 노출하려는 패키지를 등록해줄 수 있다. 즉 public이라도 exports로 

외부로 노출시키면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조할 수 없다.

(2) System library의 모듈화

직소(jigsaw)는 이미 자바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적용되어 있는데 자바 8에서의 System 

library와 자바 9와 자바 10에서의 System library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

다. 자바 8에서는 System library들이 jar 파일 형태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자바 9와 자

바 10의 경우 jrt-fs.jar의 내용이 쪼개서 등록돼 있는데 이것들의 정체가 바로 모듈이다. 

[그림 17.2] 자바 8과 자바 9의 System Library 구성 비교

다음은 자바 9와 자바 10의 System Library를 구성하고 있는 모듈 간의 참조를 그래프

로 나타낸 것이다. java.base는 java.lang, java.util, java.math 등 가장 기본적으로 사

용되는 패키지들을 외부로 노출(export)하는 모듈이다. 이 모듈은 외부 참조가 없는 유

일한 모듈로 모든 모듈은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java.base를 참조한다. 마치 Object 클

래스가 모든 클래스의 조상인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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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 모듈화된 JDK (자료 출처: https://www.javacodegeeks.com)

(3) 모듈

모듈은 프로젝트 소스 폴더의 디폴트 패키지에 module-info.java 파일로 생성한다.

각각의 모듈은 모듈 이름과 exports, requires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 모듈 이름은 모듈을 나타내는 유일한 값으로 일반적인 패키지 작명법에 근거해서 작성한다.

• export는 현재의 모듈을 다른 외부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패키지를 의미한

다. 클래스가 public이라고 할지라도 export에 등록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이 클래스에 접

근할 수 없다.

• requires는 현재의 모듈과 의존 관계가 있는 다른 모듈의 이름들이다.

(4) 간단한 모듈 테스트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모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프로젝트는 jigsaw_module이다. git을 사용한다면 https://github.com/

itsmeyjc/jigsaw_module.gi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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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cme.calculator.api.close.MinusModule.java]

1 package com.acme.calculator.api.close;

2  

3 public class MinusModule {

4     public double minus(double num1, double num2) {

5         return num1 - num2;

6     }

7 }

[com.acme.calculator.api.open.PlusModule.java]

1 package com.acme.calculator.api.open;

2  

3 public class PlusModule {

4     public double add(double num1, double num2) {

5         return num1 + num2;

6     }

7 }

[com.acme.calculator.internal.AddModuleInternalClient.java]

1 package com.acme.calculator.internal;

2 // 내부에서의 접근은 문제없음

3 import com.acme.calculator.api.open.PlusMudule;

4 import com.acme.calculator.api.close.MinusModule;

5  

6 public class AddModuleInternalClient {

7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8         PlusMudule pModule = new PlusMudule();

9         System.out.println(pModule.add(100, 100));

10         

11         MinusModule mMosule = new MinusModule();

12         System.out.println(mMosule.minus(100, 100));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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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info.java]

1 module com.acme.calculator {

2     exports com.acme.calculator.api.open;

3 }

1행 모듈의 이름이 com.acme.calculator인 모듈을 선언한다.

2행 com.acme.calculator.api.open 패키지를 exports에 등록한다. 따라서 

PlusModule은 외부로 노출된다.

3개의 클래스는 매우 평이해서 별도로 설명할 부분이 없다. MinusModule이나 

PlusModule은 public 접근 제한자를 갖는 클래스이다. 차이점은 PlusModule이 속한 

com.acme.calculator.api.open 패키지는 module-info의 exports 항목에 등록되어 있

고 MinusModule을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한 프로젝트 내부의 다른 패키지 클래스인 AddModule 

InternalClient에서 문제없이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jigsaw_module_user이다. 이 프로젝트는 https://github.com/

itsmeyjc/jigsaw_module_user.git에서 제공한다.

[module-info.java]

1 module com.acme.jigsawuser {

2     exports com.acme.jigsawuser;

3     requires com.acme.calculator;

4 }

1행 모듈의 이름이 com.acme.jigsawuser인 모듈을 생성한다.

2행 com.acme.jigsawuser 패키지를 exports 해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행 requires에 com.acme.calculator 모듈을 등록한다. 이 모듈은 앞서 생성한 

jigsaw_module의 모듈 이름이다.

3행 때문에 jigsaw_module_user는 com.acme.calculator 모듈을 빌드 패스에 등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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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Project]-[Properties]-[Java Build Path]의 Libraries 탭에서 JAR 또는 클래

스 폴더 형식으로 빌드 패스를 등록할 수 있다. 

여기서는 클래스 폴더 형태로 등록해보자. [Java Build Path] 대화상자에는 

[Modulepath]와 [Classpath] 두 가지를 등록할 수 있다. [Modulepath]에 등록하면 모듈

로써 동작하고 [Classpath]에 등록하면 자바 8 버전처럼 모듈 설정과 무관하게 동작하게 

된다. [Modulepath]를 선택 후 [Add External Class Folder]를 클릭하고 [External Class 

Folder Selection] 다이얼로그에서 jigsaw_module 프로젝트의 bin 폴더를 선택한다. 

[Apply and Close]를 클릭하면 설정이 완료된다.

[com.acme.jigsawuser. JigSawClient .java]

1 package com.acme.jigsawuser;

2  

3 //import com.acme.calculator.api.close.MinusModule;

4 import com.acme.calculator.api.open.PlusModule;

5  

6 public class JigSawClient {

7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8         PlusModule pModule = new PlusModule();

9         System.out.println(pModule.add(100, 100));

10         

11         //MinusModule mModule = new MinusModule();

12     }

13 }

8-9행 모듈 참조를 통해 jigsaw_module에 있는 PlusModule을 참조하고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11행 MinusModule는 jigsaw_module의 public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exports 항목

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참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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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로 추가된 개발 도구

(1) jshell 등장 

자바 9에는 jshel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발 도구가 추가되었다. 이 도구는 REPL(Read 

Evaluate Print Loop)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읽고(Read), 계산하고(Evaluate), 결과

를 출력하는(Print) 일을 반복한다. jshell을 이용해서 자바 클래스, 인터페이스, 객체 등

을 파일 생성 없이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 

(2) HTML5 기반의 Javadoc 생성

자바 8 버전까지는 Javadoc 생성 시 HTML 4.01을 사용했지만, 자바 9 버전부터는 

HTML 5를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javadoc 생

성 시 -html5 옵션을 추가하면 된다.

• html4: HTML 4.01 형식의 Javadoc 생성

• html5: HTML 5 형식의 Javadoc 생성

javadoc -html5 -encoding utf-8 -sourcepath ./src -subpackages ch02 -d ./doc

그리고 생성된 Javadoc에는 내부 요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1.3 프로그래밍 방식 변경

(1) try ~ with ~ resource 문의 개선

자바 7에서 등장한 try ~ with ~ resource 문은 Closeable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자동으

로 close() 메서드를 호출해 자원 관리의 자동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반드시 try()의 파라

미터로 선언된 객체에 대해서만 동작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번거로운 코드가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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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tryWithResourcesByJava7() throws IOException {

   //try() 외부에서 생성된 객체

   BufferedReader reader1 = new BufferedReader(new FileReader("test.txt"));

   // try()에 별도의 객체 선언 후 할당해야 자동 close 처리

   try (BufferedReader reader2 = reader1) {

      // do something

   }

}

하지만 자바 9에서는 외부에서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final에 준하여 처리해서 바로 참조

할 수 있게 수정되었다.

void tryWithResourcesByJava9() throws IOException {

   BufferedReader reader = new BufferedReader(new FileReader("test.txt"));

   try (reader) {

   // do something

   }

}

(2) 인터페이스에 private 메서드 추가 가능

자바 8이전까지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모든 메서드는 public이었다. 자바 8 버전부터 인

터페이스에 default 메서드와 static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메서드들이 

사용하는 공통 메서드들 역시 public만 가능했다. 따라서 공개하기 싫은 내부 공통 메서

드들도 공개될 수밖에 없었다. 

자바 9에서는 private 메서드가 추가되어 숨기고 싶은 공통 메서드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private 메서드의 사용법은 다른 클래스의 사용법과 동일하다.

[etc.privateMethod.PrivateMethodTest.java]

1 package etc.privateMethod;

2  

3 interface SomeInterface {

4     static void methodA() {

5         internalCommonMethod();

6     }

7  

8     static void methodB() {

9         internalCommonMethod();

10     }

11  

12     private static void internalCommonMethod() {

13         // 공통 처리

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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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public class PrivateMethodTest {

18  

19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20         SomeInterface.methodA();

21         SomeInterface.methodB();

22     }

23 }

(3) Diamond Operator의 개선

자바 7에서 추가된 다이아몬드 연산자(<>)는 타입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함으로써 코드

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익명의 내부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List<String> strs = new ArrayList<>();

Comparable<String> comp = new Comparable<String>() {

   @Override

   public int compareTo(String o) {

     return 0;

   }

};

자바 9에서는 익명의 내부 클래스에서도 다이아몬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

었다.

Comparable<String> comp = new Comparable<>() {

   @Override

   public int compareTo(String o) {

      return 0;

   }

};

1.4 새로 추가된 코어 라이브러리

(1) 불변의 List, Set, Map, Map.Entry를 만들기 위한 팩토리 메서드 제공

불변의 컬렉션은 한번 내용이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는 컬렉션을 말한다. 자바 8까지 불

변의 컬렉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Collections.unmodifiableXXX() 메서드가 제공되었지

만, 사용법이 복잡하고 코드가 지저분한 면이 있었다.

다음은 리스트 계열에서 불변 컬렉션을 생성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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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Character> list = new ArrayList<Character>();

list.add('X');

// 리스트를 수정 불가하게 만듬

List<Character> immutablelist = Collections.unmodifiableList(list);

immutablelist.add('Z');// java.lang.UnsupportedOperationException

일단 편집 가능한 List를 만든 후 Collections.unmodifiableList()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새로운 불변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만약 이 리스트의 요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는 예외가 발생한다.

자바 9에서는 새롭게 각 컬렉션이 가지는 of()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어 있거나 비어 있지 

않은 컬렉션을 생성할 수 있다.

[etc.immutablecollection.ImmutableCollectionTest.java]

1 package etc.immutablecollection;

2  

3 import java.util.List;

4 import java.util.Map;

5  

6 public class ImmutableCollectionTest {

7  

8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9         List<Object> emptyImmutableList = List.of();

10         // UnsupportedOperationException

11         // emptyImmutableList.add("Hello"); 

12           System.out.println(emptyImmutableList);

13         

14         List<String> notEmptyImmutableList = List.of("Hello Immutable List");

15         System.out.println(notEmptyImmutableList);

16         

17         Map<Object, Object> emptyImmutableMap = Map.of();

18         System.out.println(emptyImmutableMap);

19         Map<Integer, String> notEmptyImmutableMap = 

20                                       Map.of(1, "one", 2, "two", 3, "three");

21         System.out.println(notEmptyImmutableMap);

22     }

23 }

실행 결과

[]

[Hello Immutable List]

{}

{2=two, 3=three, 1=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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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ess 관련 API의 개선

자바 9에서는 OS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API가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추

가된 인터페이스는 java.lang.ProcessHandle과 java.lang.ProcessHandle.Info이다. 

이 API들을 이용해서 모든 프로세스, 현재 프로세스, 하위 프로세스 및 종료된 프로세스

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tc.processapi.ProcessAPITest.java]

1 package etc.processapi;

2  

3 import java.util.Optional;

4  

5 public class ProcessAPITest {

6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7         ProcessHandle currentProcess = ProcessHandle.current();

8         System.out.println("Current Process Id: = " + currentProcess.pid());

9         Optional<String> user = currentProcess.info().user();

10         user.ifPresent(System.out::println);

11     }

12 }

(3) CompletableFuture API의 개선

Java의 Future는 자바 5부터 시작된 API로 자바 7, 자바 8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개선되

고 있다. CompletableFuture API는 자바 8에서 추가되었으며 나중에 처리할 작업이다. 

작업 결과가 완료되었을 때 값을 리턴하거나, 다른 작업이 실행되도록 트리거 시키는 작

업을 정의할 수 있다. 자바 9에서는 지연(delay)과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

었다. 

delayedExecutor() 메서드는 주어진 시간을 대기 이후에 새로운 Executor를 반환한다.

[API]

public static Executor delayedExecutor(long delay, TimeUnit unit)

[활용 예]

Executor exe = CompletableFuture.delayedExecutor(50L, TimeUnit.SECONDS);

orTimeout( ) 메서드는 현재 작업이 주어진 timeout 이내에 끝나지 않으면 

TimeoutException을 발생시켜서 현재의 CompletableFuture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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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public CompletableFuture<T> orTimeout(long timeout, TimeUnit unit) 

[활용 예]

int TIMEOUT = 3;

CompletableFuture<String> future = fiveMinuteWork("5분 정도 걸립니다.")

  .orTimeout(TIMEOUT, TimeUnit.SECONDS)

  .whenComplete((result, error) -> {

   if (error == null) {

     System.out.println("The result is: " + result);

   } else {

     System.out.println(TIMEOUT + " 이 지났습니다.");

   }

   });

completeOnTimeout()은 timeout 이전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전달된 value 값

을 이용해 현재의 CompletableFuture를 완료시킨다.

[API]

public CompletableFuture<T> completeOnTimeout(T value, long timeout, TimeUnit unit) 

[활용 예]

int TIMEOUT = 3;

CompletableFuture<String> future = fiveMinuteWork("5분 정도 걸립니다.")

.completeOnTimeout("JavaTechnology", TIMEOUT,

TimeUnit.SECONDS).whenComplete((result, error) -> {

   if (error == null) {

     System.out.println("The result is: " + result);

   } else {

     // 이 문장은 절대 호출되지 않음

     System.out.println(TIMEOUT + " 이 지났습니다.");

   }

  });

(4) ReactiveStream API 추가

리액티브(Reactive) 프로그래밍이란 데이터 항목의 비동기 스트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 스트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 항목으로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해서 발생하는 데이터 항목에 반응해서 동작한다.

자바 9에서 제공되는 ReactiveStream API는 매우 쉽게 병행성, 확장성, 비동기 애플리

케이션을 구현한 Publish/Subscribe(발생 → 구독) 프레임워크이다.

이를 위해 자바 9에서는 다음의 클래스들을 제공한다.

• java.util.concurrent.Flow

• java.util.concurrent.Flow.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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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util.concurrent.Flow.Subscriber

• java.util.concurrent.Flow.Processor

(5) Optional 클래스 강화

Optional 클래스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다. Optional에 Stream<T>를 리턴하

는 stream() 메서드가 추가되었다. 이 메서드는 Optional 중 빈 요소를 자동으로 확인하

고 제거한다.

[API]

public Stream<T> stream() 

[활용 예]

List<Object> list = Stream.of(Optional.empty(), Optional.of("one"),

                                         Optional.of("two"), Optional.of("three"))

   .flatMap(Optional::stream)

   .collect(Collectors.toList());

System.out.println(list);

또한 ifPresent()와 orElse()가 결합된 ifPresentOrElse() 메서드가 추가되어 코드에서 

else 처리에 대한 가독성이 향상되었다.

[API]

public void ifPresentOrElse(Consumer<? super T> action, Runnable emptyAction) 

[활용 예]

Optional<Integer> max = Stream.of(1, 2, 3, 4, 5, 6, 7, 8, 9, 10)

.max(Integer::compare);

 max.ifPresentOrElse(x -> System.out.println("최대값: " + x), 

                                     () -> System.out.println("원하는 값이 없습니다.")

                                     );

(6) 스트림 API 추가

스트림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위해 iterate(), takeWhile(), dropWhile(), 

ofNullable() 메서드가 Stream 인터페이스에 추가되었다. 이 메서드들은 모두 default 

메서드로 구현 완료된 메서드들이다.

iterate() 메서드는 초기 seed 값을 이용해 초기값을 정한 후 hasNext의 판단에 부합되

면 next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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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public static IntStream iterate(int seed, IntPredicate hasNext, IntUnaryOperator next)

[활용 예]

IntStream.iterate(1, i -> i < 20, i -> i * 2).forEach(System.out::println);

//1, 2, 4, 8, 16

takeWhile()은 스트림의 요소를 predicate를 만족할 때까지만 순회해서 새로운 스트림

을 리턴한다.

[API]

default Stream<T> takeWhile(Predicate<? super T> predicate)

[활용 예]

// 순차 스트림의 경우

Stream.of(1, 2, 3, 4, 5, 6).takeWhile(i -> i <= 3).forEach(System.out::println);

// 1, 2, 3

// 비 순차 스트림의 경우

Stream.of(1, 6, 5, 2, 3, 4).takeWhile(i -> i <= 3).forEach(System.out::println);

// 1

dropWhile()은 takeWhile()의 반대로 predicate를 만족할 때까지 버린 후 나머지를 새

로운 스트림으로 리턴한다.

[API]

default Stream<T> dropWhile(Predicate<? super T> predicate)

[활용 예]

// 순차 스트림의 경우

Stream.of(1, 2, 3, 4, 5, 6).dropWhile(i -> i <= 3).forEach(System.out::println);

// 4, 5, 6

// 비 순차 스트림의 경우

Stream.of(1, 6, 5, 2, 3, 4).dropWhile(i -> i <= 3).forEach(System.out::println);

// 6, 5, 2, 3, 4

ofNullable()은 파라미터가 null이 아니면 파라미터를 포함한 스트림을 리턴하고, 그렇

지 않으면 비어 있는 Stream을 리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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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public static<T> Stream<T> ofNullable(T t) 

[활용 예]

Map<Integer, String> mapNumber = new HashMap<>();

mapNumber.put(1, "One");

mapNumber.put(2, "Two");

mapNumber.put(null, null);

     

List<String> newstringNumbers = Stream.of(null, 1, 2, 3)

         .flatMap(s -> Stream.ofNullable(mapNumber.get(s)))

         .collect(Collectors.toList());

System.out.println(newstringNumbers); // [One, Two]

2. Java 10의 특징

책의 편집을 기다리는 동안 Java 10이 발표되었다. 2017년 9월에 9 버전이 나온 지 얼

마 되지 않아 바로 10 버전이 출시된 것은 기존의 주요 업데이트가 2년 ~ 3년 주기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하지만 http://www.oracle.com/technetwork/

java/eol-135779.html의 내용에 따르면 10 버전도 6개월의 짧은 수명을 예상하고, 11 

버전이 LTS(Long Term Spport)로 길게 서비스될 예정이다.

[그림 17.4] JDK release 계획(출처: https://twitter.com/java)

Java 1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clipse 버전이 4.7.3.a 버전 이상이거나 별도의 플러그

인이 설치되어야 한다.

Java 10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눈여겨볼 부분은 로컬 변수에 대한 타

입 추정과 G.C에 대한 개선 사항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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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로컬 변수에 대한 타입 추정 가능

타입 추정이 로컬 변수에까지 가능해졌다. 기존 버전의 타입 추정은 제네릭의 타입 파라

미터를 이용한 객체의 생성 시 주로 사용되었다. 다음의 코드를 살펴보자.

List<String> strList = new ArrayList<>();

strList의 타입은 String을 담는 List로 선언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객체를 만들면서 

ArrayList<String>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법이다. 하지만 타입 추정에 의해 

컴파일러는 당연히 String이 할당될 것으로 간주하고 ArrayList<>와 같이 줄여서 사용

할 수 있다.

Java 10에서는 이런 타입 추정이 일반 로컬 변수의 선언에까지 확장되었다. 이제 변수 

선언 시 타입을 정확히 적지 않아도 할당되는 타입에 따라서 타입이 추정된다. 그럼 선언

할 때는 타입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이를 위해 var 키워드가 추가되었다. 

public class UseVar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var num = 10;

        System.out.println(num); // 10

        

        var str = "Hello";

        System.out.println(str.getClass().getName()); // java.lang.String

        

        var list = new ArrayList<String>();

        System.out.println(list.getClass().getName()); // java.util.ArrayList

    }

}

2.2 가비지 컬렉션 관련 개선 사항

(1) G.C 인터페이스 적용

자바의 가비지 컬렉터(Garbage Collector, 이하 G.C)에 대한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적용

되었다. 기존에는 G.C에 대한 소스 코드가 G1, CMS 등 G.C의 타입에 따라 별도로 조금

씩 존재해서 관리가 쉽지 않았다. Java 10에서는 CollectedHeap을 통해 모든 G.C들이 

공통으로 구현해야 하는 기능들을 정의하고 구현을 강제한다. 이에 따라 JDK에서 기본

적으로 제공되는 G.C를 다른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구현체로 손쉽게 대

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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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1 G.C의 병렬 처리 지원

G1은 Java 9에서의 기본 G.C이다. G.C의 주요 목적은 전체 G.C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수집 동작이 일어나는 경우 메모리의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Java 10에서는 G1의 전체 G.C에 대해 병렬로 동작하게 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기 시간을 개선하도록 처리했다.

2.3 기타

(1) 대안의 메모리 장치에 힙 메모리 할당 가능

HotSpot VM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대안의 메모리 장치에 자바 객체를 위한 힙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잘 응용하면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들은 비휘발성 메모

리 모듈(NVDIMM: Non Volatile Dual In-line Memory Module) 장치에 할당하고 우

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들은 다중 JVM 환경에서의 DRAM에 할당할 수 있다.

(2) 개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JDK Forest(포레스트) 저장소를 하나의 저장소로 통합/강화

Java 9의 경우 코드 베이스가 root, corba, hotspot, jaxp, jaxws, jdk, langtools, 

nashorn의 8개로 나뉘어 관리되었다. 이에 따라 소스코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Java 10의 경우 이들이 하나의 저장소에서 통합 관리된다.

(3) JDK에서 루트 인증서 제공

Java 10에서는 기본 루트 인증 기관 인증서 세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특히 OpenJDK

가 개발자들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Oracle JDK와 

OpenJDK 버전의 빌드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TLS와 같이 중요한 보

안 구성 요소도 기본적으로 OpenJDK에서 잘 동작하게 되었다.

(4) Java 기반의 JIT 컴파일러

리눅스/X64 플랫폼에서 그랄(Graal)이라는 자바 기반의 JIT 컴파일러를 실험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JVM 옵션에 -XX:+UnlockExperimenta

lVMOptions -XX:+UseJVMCICompiler를 추가한다. 하지만 실험적인 기능임을 명심

하자.

이제까지 Java 10의 주요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의 변화

를 가져올 내용은 로컬 변수에 대한 타입 추정 정도이며 나머지는 내부적인 성능 개선 부

분이므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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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클립스 플러그인(Plugin) 설치와 

                  Amateras Modeler 사용

이클립스는 오픈 소스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로 

자체적인 기능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어 그 기능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이클립스에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직접 설치하는 경우 : 플러그인 배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에 사용자가 이클립스에 설치할 수 있다. 

• 플러그인의 update site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 각 플러그인의 location 정보를 URL 형

태로 작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Eclipse Market Place에 등록된 경우 :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방식으로 추가될 플러그인

에 대한 상세 정보와 다른 개발자들의 선호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플러그인이 여러 형태로 배포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플러그인 update site 정보를 이용해서 Amateras Modeler를 설치해보고 이를 

이용해서 Class Diagram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3.1 Amateras Modeler 설치

Amateras Modeler는 가벼운 UML 및 ER-Diagram 편집용 플러그인이다. 이 플러

그인의 메인 사이트 https://github.com/takezoe/amateras-modeler를 방문하면 

installation 부분에서 설치를 위한 update site의 링크(https://takezoe.github.io/

amateras-update-site/)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링크를 이클립스의 플러그인 설치 페이

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클립스에서 [Help] → [Install New Software] 메뉴를 클릭한다. [Available 

Software] 창에서 [Add]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7.5] Available Software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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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dd Repository] 대화상자에서 [Name]과 [Location]에 적절한 이름과 앞서 복사

한 링크 정보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한다.

[그림 17.6] update site 등록 화면

다시 [Available Software] 대화상자로 전환되고 잠시 플러그인 목록 창이 Pending으로 

표시되다가 플러그인 검색이 완료되면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보여준다. 여기서

는 [Amateras Modeler]만 체크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7.7] update site 정보가 등록된 후 Available Software 화면

이후 일반적인 정보 표시와 라이선스에 대한 동의 절차가 끝나면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사인되지 않은 콘텐트라는 경고 메시지(Security Warning) 창에서 [Install anyway] 버

튼을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진행된다.

[그림 17.8] 보안에 대한 경고 및 확인 화면

설치가 완료되면 이클립스를 다시 시작한다.



21부록

설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단축 메

뉴에서 [new] → [other]를 선택 후 위저드(wizard) 창의 필터 항목에서 ‘class’를 검색한

다. 목록에 Amateras UML이 표시되면 설치에 성공한 것이다. 

[그림 17.9] 플러그인 설치 확인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단축 메뉴에서 [new] → [other] 

→ [Wizard]를 선택 후, 위저드 창의 필터 항목에서 ‘class’ 입력 → [Amateras UML] → 

[Class Diagram]을 선택한다. 이 플러그인은 .cld 확장자로 파일을 저장한다. 적절한 저

장 위치(src) 경로를 선택하고 파일 이름(classdiagram.cld)을 입력한 후 [Finish] 버튼

을 클릭한다.

[그림 17.10] 파일 위치 지정 및 파일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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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창의 좌측에는 플러그인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림 17.11]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 도구 모음

툴 박스에 있는 각각의 아이콘은 아래의 기능을 갖는다.

• select : 편집 창에서 개별 개체를 선택하는 기능 제공

• Marque : 편집 창에서 다수의 개체를 선택하는 기능 제공

• Note : 상세 설명을 붙이는 note를 작성하기 위한 기능 제공

• Anchor to Note : Note와 개체 간의 연결 링크를 만드는 기능 제공

• Class : Class를 정의하는 기능 제공

• Enum : Enum을 정의하는 기능 제공

• Interface : Interface를 정의하는 기능 제공

• Dependency : 의존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 제공

• Association : 연관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 제공

• Generalization : 클래스 간 상속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 제공

• Realization :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임을 설정하는 기능 제공

• Aggregation : 집합 연관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 제공

• Composition : 복합 연관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 제공

의존 관계는 사용 관계로써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사용되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 연관 관계는 다른 객체의 레퍼런스를 멤버 변수로 갖는 관계(has-a)를 

설정할 때 주로 사용되며 집합 연관 관계(Aggregation)와 복합 연관 관계(Composition)

로 세분될 수 있다. 집합 연관 관계는 연관 관계의 한 종류로 전체 객체(Whole Object)가 

부분 객체(Part Object)를 포함하는 관계(part of)를 이야기하며 부분 객체는 또 다른 전

체 객체에 포함될 수도 있다. 복합 연관 관계는 연관 관계의 한 종류로 집합 연관 관계보

다 강한 결합을 갖는다. 이 관계에서는 부분 객체들이 다른 전체 객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객체와 생명 주기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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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materas Modeler를 이용해 Class Diagram 작성

툴박스에서 Class를 클릭한 후 편집 창을 클릭하면 기본 클래스 템플릿이 생성된다. 클

래스 이름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클래스 이름을 Person으로 변경

해보자. 클래스 이름에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나중에 자바 코드를 생성할 때 패키지까지 

반영할 수 있다.

다시 클래스를 오른쪽 클릭하면 [Add Attribute]와 [Add Operation] 메뉴가 팝업된다. 

각각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다.

[Add Attribute]를 클릭하면 샘플 변수가 하나 추가되는데 클래스 이름과 마찬가지로 더

블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또는 변수를 클릭하면 Properties 창에 내용이 반영

되는데 여기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편집 창에서 더블클릭 후 수정할 수 있는 항목에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final, static 여부나 가시성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Properties 창을 

사용한다. Properties에서 내용을 변경하면 클래스 개체의 내용도 변경된다.

[그림 17.12] Class 개체에 멤버 변수 추가

동일한 방법으로 public final int id 속성을 추가해보자.

참고로 이클립스는 가시성을 색상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public은 녹색, protected는 

노란색, default는 파란색, private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아래는 각각 멤버 변수, 메

서드, 생성자에 가시성이 적용된 모습이다.

[그림 17.9] 이클립스의 가시성 표현

다음으로 메서드를 추가해보자. 메서드는 클래스 오른쪽 클릭 후 Add Operation을 통

해서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하면 멤버 변수와 마찬가지로 템플릿이 추가되고 Properties 

창을 통해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 public String printInfo() 메서드와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메서드를 추가해보자. Properties 창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추

가하는 과정이 약간 번거로운데 Arguments 항목의 우측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하면 

Arguments를 설정하는 창이 활성화된다. 빈칸을 오른쪽 클릭하면 Add, Edit, R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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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이 나와서 파라미터를 각각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그림 17.13] 메서드의 파라미터 설정 화면

[그림 17.14] Class 개체에 메서드 추가

생성자를 추가하려는 경우 메서드를 추가하는 경우와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름 항목에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 생성자는 아이콘에 추가로 ‘c’가 표시되고 리턴 

타입이 표시되지 않는다.

[그림 17.15] Class 개체에 생성자 추가

이제 관계에 대해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먼저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는 

SpiderMan을 작성해보자. SpiderMan 클래스를 그리고 고유의 속성인 private boolean 

isSpider와 public void fireWeb()을 추가시켜보자. 

is-a 관계인 상속 관계를 표현할 때는 Generalization을 이용한다. 먼저 Generalization

을 선택하고 SpiderMan을 클릭한 후 Person을 다시 클릭한다. 실선의 화살표로 두 개

체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ion에 있는 기능들은 한 번 동작하면 계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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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하려는 경우 [Esc] 키를 눌러준다.

[그림 17.16] Generalization을 이용한 상속 관계의 표현

이번에는 interface를 만들고 SpiderMan이 구현하도록 처리해보자. Entity 항목에서 

Interface를 클릭해서 추가하고 이름은 Attackable로 수정 후 void attack() 메서드를 

등록한다. Relation 항목에서 Realization을 클릭 후 SpiderMan → Attackable 순으로 

선택한다. 이제 점선의 화살표로 두 개체가 연결된다.

[그림 17.17] Realization을 이용한 구현 관계 표현

마지막으로 Association을 이용해 has-a 관계를 표현해보자. Association을 상세히 다

루는 경우 Aggregation과 Composition으로 나누지만, 단단히 표현할 때 Association 또

는 Aggregation으로 처리한다. 새롭게 Address 개체를 생성 후 Person이 멤버 변수로 

가지도록 설정해보자. Address는 zipCode, city, street 속성을 가지며 각각 private 제

어자를 갖는 String이다. Person 클래스에는 Address 타입의 변수 address를 추가한다.

이제 Aggregation 기능 클릭 후 Address → Person 순서로 클릭해서 관계를 표시한다.

[그림 17.18] Aggregation을 이용한 연관 관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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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한 코드 생성

많은 UML 도구들은 설계의 결과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코드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다.

편집 창을 오른쪽 클릭한 후 Java → Export 메뉴를 클릭한다.

[그림 17.19] Java Source 코드로의 export 메뉴

다음 화면에서 Output Folder 영역에 코드를 생성할 경로를 선택 후 [Finish] 버튼을 클

릭하면 지정된 위치에 java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20] Java Code 생성 화면

[Person.java]

1 public class Person {

2     private String name;

3     public int id;

4  

5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

6     }

7  

8     public String printInfo() {

9         return null;

10     }

11  

12     public Person(String name, int id)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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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어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진 코드이므로 메서드, 생성자의 구현부는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2)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으로 기존의 클래스를 이용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생성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작성된 클래스를 바탕으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UML 도구들은 그런 상황을 대부분 아주 쉽게 처리해준다. 단지 새로운 클

래스 다이어그램 파일을 생성한 뒤에 처리한 클래스들을 끌어 놓기만(drag & drop) 하

면 된다.

[그림 17.21]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클래스 다이어그램

4. 외부 라이브러리 추가와 logback 사용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시스템 라이브러리 외에도 3rd 파티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

리를 참조해야 할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프로젝트에서는 maven과 같은 전문 프레임워

크를 사용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라이브러리를 클래스 패스에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예시로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전문적으로 로그를 남길 때 사용되는 logba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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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logback 소개 및 설치

logback은 자바 진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로깅 프레임워크이다. 간단한 XML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 또는 콘솔에 로그를 남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원하는 수준

의 로그만 출력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logback은 https://logback.qos.ch/에서 관련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페이

지 왼쪽의 [Donwload] 메뉴를 클릭 후 파일 목록에서 “logback-1.2.3.zip”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그림 17.22] logback 다운로드 페이지

click 1

click 2

다운로드된 파일의 압축을 풀면 다음과 같은 디렉터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세 개 있는데 위치가 각각 다르다. 바로 루트 디렉터리에 있는 

logback-classic-1.2.3.jar, logback-core-1.2.3.jar 파일과 logback-examples/lib/

slf4j-api-1.7.25.jar 파일이다. 

[그림 17.23] logback 패키지 구성

logback-classic-1.2.3.jar
logback-core-1.2.3.jar

slf4j-api-1.7.25.jar

(1) 이클립스에 라이브러리 등록

세 개의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클립스에 설치해보자. 간단하게 jar 파일만 등록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만든 후 사용하는 방법

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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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Preferences] 메뉴를 통해 [Preferences] 대화상자를 연 후 [Java]-[Build 

Path]-[User Library] 선택 후 [New]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7.24] User Library 등록 1

[New User Library] 대화상자에서 [User library name]에 ‘logback’을 입력한 뒤에 

[OK]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7.25] User Library 등록 2

[User Library] 설정 화면에서 방금 등록한 [logback] 항목을 선택 후 [Add External 

Jars]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7.26] User Library 등록 3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단축 메뉴에서 [Build Path]-

[Add Libraries] 메뉴를 클릭해서 앞서 압축 해지한 logback-classic-1.2.3.jar, 

logback-core-1.2.3.jar와 slf4j-api-1.7.25.jar 파일을 추가한다.



30 Java 프로그래밍

[그림 17.27] User Library 등록 4

하단의 [Apply and Close]를 클릭해서 라이브러리 설정을 완료한다. 이제 프로젝트에 방

금 등록한 logback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차례다.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

릭하여 표시된 단축 메뉴에서 [Build Path]-[Add Libraries]를 차례로 클릭한다.

[그림 17.28] User Library 등록 5

[Add Library] 대화상자에서 [User Library] 선택 후 [Next]를 클릭한다.

[그림 17.29] User Library 사용 1

앞서 등록한 logback을 체크하고 [Finish]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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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0] User Library 사용 2

이제 프로젝트에 logback 라이브러리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31] User Library 사용 3

4.2 logback 사용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었으므로 소스 코드에서 import 후 관련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

다. logback 라이브러리는 org.slf4j.Logger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Logger 객체

는 LoggerFactory의 static 메서드인 getLogger()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표 17.1] LoggerFactory의 주요 메서드

메서드 명 선언부와 설명

getLogger()

public static Logger getLogger(Class<?> clazz)

clazz에서 사용될 Logger 객체를 리턴한다.

public static Logger getLogger(String name)

name 클래스에서 사용할 Logger 객체를 리턴한다.

 

Logger 클래스에는 로그를 남길 수 있는 다양한 메서드가 제공된다. logback은 로그의 

레벨을 TRACE < DEBUG < INFO < WARN < ERROR의 다섯 가지 레벨로 처리하는데 

이에 따라 Logger에도 관련 메서드들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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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Logger의 주요 메서드

메서드 명 선언부와 설명

trace()

public void trace(String format, Object... arguments)

TRACE 레벨의 로그를 남긴다. format에는 출력될 로그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

으며 {}를 이용해 argument를 받을 수 있다. format에 표시된 {}의 개수는 

arguments의 개수와 동일해야 한다.

debug()
public void debug(String format, Object... arguments)

DEBUG 레벨의 로그를 남긴다. format과 arguments내용은 trace와 동일하다.

info()
public void info(String format, Object... arguments)

INFO 레벨의 로그를 남긴다. format과 arguments내용은 trace와 동일하다.

warn()
public void warn(String format, Object... arguments)

WARN 레벨의 로그를 남긴다. format과 arguments내용은 trace와 동일하다.

error()

public void error(String format, Object... arguments)

ERROR 레벨의 로그를 남긴다. format과 arguments내용은 trace와 동일하다.

public void error(String msg, Throwable t)

ERROR 레벨의 로그를 남긴다 이때 msg와 t에 대한 printStackTrace() 가 동작

한다.

 

다음은 logback을 이용한 로깅 예이다.

[etc.logback.LogbackTest.java]

1 package etc.logback;

2  

3 import org.slf4j.Logger;

4 import org.slf4j.LoggerFactory;

5  

6 public class LogbackTest {

7     private static final Logger logger = 

8                                         LoggerFactory.getLogger(LogbackTest.class);

9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10         logger.trace("trace msg{}, {}", "trace1", "trace2");

11         logger.debug("debug msg{}, {}", "param1", "debug2");

12         logger.info("info msg{}, {}", "info1", "info2");

13         logger.warn("warn msg{}, {}", "warn1", "warn2");

14         logger.error("error msg{}, {}", "error1", "error2");

15     }

16 }

실행 결과

22:09:02.037 [main] DEBUG etc.logback.LogbackTest - debug msgparam1, debug2

22:09:02.041 [main] INFO etc.logback.LogbackTest - info msginfo1, info2

22:09:02.041 [main] WARN etc.logback.LogbackTest - warn msgwarn1, warn2

22:09:02.041 [main] ERROR etc.logback.LogbackTest - error msgerror1, err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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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 로깅을 위해 LoggerFactory를 통해 Logger를 획득한다.

10-14행 trace에서 error까지 로그를 출력한다. 

단순히 메서드만 썼을 뿐인데 메시지는 물론 작성 시간, 호출 스레드, 레벨 등 다양한 정

보가 출력된다. 하지만 이것은 logback의 장점 중 하나일 뿐이다. 좀 더 다양한 설정을 

통해서 logback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보자.

4.3 logback 설정

일반적으로 logback은 logback.xml 파일에 로그 관련 설정을 작성해서 다른 소스 파일

들과 함께 관리한다. 만약 이 파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는 logback의 기본 설정을 이

용하여 로그가 작성된다. 위 예제는 아직 설정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동작한 

경우이다.

logback.xml 파일 작성에 대해 알아보자.

logback.xml은 <configuration>을 루트 태그로 하며 내부에 <appender>, <property>, 

<logger>, <root> 등 태그를 갖는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configuration>

   <property/>

   <appender>. . .</appender>

   <root>. . .</root>

   <logger>. . .</logger>

</configuration>

(1) <property>

<property>는 설정 파일에서 사용할 변수를 지정한다. 이 태그는 name과 value 속성을 

갖는데 name은 내부에서 참조할 이름이며 실제 값은 value에 설정한다. 다음은 DEV_

HOME이라는 이름으로 C:\temp 경로를 변수화한 예이다.

<property name="DEV_HOME" value="c:/temp" />

(2) <appender>

<appender>는 로그를 출력할 방식을 설정하는 태그이다. logback은 동일한 로그에 대

해 콘솔 출력은 물론 파일로의 출력,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를 남길 수 있

게 하는데 각 방식은 <appender>를 통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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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코드는 ConsoleAppeder를 이용해서 콘솔로의 출력을 설정하는 예이다.

<appender name="STDOUT" class="ch.qos.logback.core.ConsoleAppender">

<encoder>

<pattern>[%d{yy-MM-dd HH:mm:ss}] [%5p] [%thread] [%c{1}.%M-%3L] 

%m %n</pattern>

</encoder>

</appender>

<pattern> 태그는 출력될 로그의 양식을 설정할 수 있다. 각 심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d{yy-MM-dd HH:mm:ss} : 로그를 출력하는 시간 표시형식

• %5p : 로그의 레벨을 총 5글자로 나타냄

• %thread : 현재 스레드 이름

• %c{1} : 패키지를 포함한 클래스 이름을 표시함 단 패키지 이름은 1글자씩만 표시

• %M : 메서드 이름

• %3L : 행 번호를 최소한 3자리로 표시

• %m : 메시지

• %n : 줄바꿈 표시

다음 코드는 파일에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 RollingFileAppender를 사용하는 예이다.

<property name="DEV_HOME" value="c:/temp" />

<appender name="DAILYFILE"

  class="ch.qos.logback.core.rolling.RollingFileAppender">

<file>${DEV_HOME}/logFile.log</file>

<rollingPolicy class="ch.qos.logback.core.rolling.TimeBasedRollingPolicy">

<fileNamePattern>/log/logFile.%d{yyyy-MM-dd}.log</fileNamePattern>

<maxHistory>30</maxHistory>

</rollingPolicy>

<encoder>

<pattern>[%d{yy-MM-dd HH:mm:ss}] [%5p] [%thread] [%c{1}.%M-%3L] 

%m %n</pattern>

</encoder>

</appender>

<file>은 로그를 남길 파일의 위치를 지정한다.

<rollingPolicy>를 로그 파일의 유지 보수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fileNamePattern>은 

로그 파일을 일별로 저장할 이름 규칙을 설정한다. <maxHistory>는 로그를 저장할 최대 

기한이고 이 기한이 넘는 로그들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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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ot>

<root> 태그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로그 레벨과 그 로그를 출력할 때 사용할 

appender를 설정한다. <root>에는 level 속성이 있는데 로깅할 최소 레벨을 지정한다. 

즉 level을 TRACE로 설정하면 TRACE이상 즉 나머지 모든 로그가 출력된다. level을 

INFO로 설정하면 INFO, WARN, TRACE 로그만 출력된다. 따라서 개발 시점에서는 

level을 TRACE로 설정하고 운영 시점에서는 INFO로 만든다면 필요에 따라 적절한 로

그만 볼 수 있게 된다.

<appender-ref> 태그는 ref 속성으로 로그를 출력할 때 사용할 appender를 설정할 수 

있다.

<root level="TRACE">

<appender-ref ref="STDOUT" />

<appender-ref ref="DAILYFILE" />

</root>

(4) <logger>

<root>태그를 통해 프로젝트의 로그 레벨과 출력 방식을 설정했다면 <logger>는 패키

지 기반으로 세세하게 로그 레벨과 <appender>를 설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root>와 동일하다.

<logger name="org.springframework" level="TRACE">

<appender-ref ref="DAILYFILE" />

<appender-ref ref="STDOUT" />

</logger>

위 요소들이 결합된 logback.xml 파일을 작성하고 프로젝트의 default 패키지에 위치시

키면 설정 작업은 완료된다.

[logback.xml]

1 <?xml version="1.0" encoding="UTF-8"?>

2 <configuration>

3     <!-- 콘솔 로그 -->

4     <appender name="STDOUT" 

5                     class="ch.qos.logback.core.ConsoleAppender">

6         <encoder>

7             <pattern>

8                 [%d{yy-MM-dd HH:mm:ss}] [%5p] [%thread] 

9                 [%c{1}.%M-%3L] %m %n

10             </pattern>

11         </encoder>

12     </app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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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 날짜별 로그 -->

15     <property name="DEV_HOME" value="c:/temp" />

16     <appender name="DAILYFILE"

17         class="ch.qos.logback.core.rolling.RollingFileAppender">

18         <file>${DEV_HOME}/logFile.log</file>

19         <rollingPolicy 

20            class="ch.qos.logback.core.rolling.TimeBasedRollingPolicy">

21             <fileNamePattern>

22                 /log/logFile.%d{yyyy-MM-dd}.log</fileNamePattern>

23             <maxHistory>30</maxHistory>

24         </rollingPolicy>

25         <encoder>

26             <pattern>

27               [%d{yy-MM-dd HH:mm:ss}] [%5p] [%thread] 

28               [%c{1}.%M-%3L] %m %n

29             </pattern>

30         </encoder>

31     </appender>

32  

33     <!-- root 로거 기본 설정 -->

34     <root level="TRACE">

35         <appender-ref ref="STDOUT" />

36         <appender-ref ref="DAILYFILE" />

37     </root>

38  

39     <!-- 특정 로거 설정 -->

40     <logger name="org.springframework" level="TRACE">

41         <appender-ref ref="DAILYFILE" />

42         <appender-ref ref="STDOUT" />

43     </logger>

44 </configuration> 

4.4 logback.xml 적용 확인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LogbackTest.java 파일을 실행해보자. 

실행 결과

[18-01-24 23:17:42] [TRACE] [main] [e.l.LogbackTest.main- 10] trace msg - trace1, trace2 

[18-01-24 23:17:42] [DEBUG] [main] [e.l.LogbackTest.main- 11] debug msg - param1, debug2 

[18-01-24 23:17:42] [ INFO] [main] [e.l.LogbackTest.main- 12] info msg - info1, info2 

[18-01-24 23:17:42] [ WARN] [main] [e.l.LogbackTest.main- 13] warn msg - warn1, warn2 

[18-01-24 23:17:42] [ERROR] [main] [e.l.LogbackTest.main- 14] error msg - error1, error2

전과 달리 TRACE부터 ERROR까지 로그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Temp 경로에는 logfile.log 파일이 생성되어 있고 콘솔에서와 동일한 로그가 출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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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운영 시점이라고 가정해보자. 시시콜콜하게 값이 오가는 TRACE나 DEBUG 정보

는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가리게 된다. 출력 로그의 레벨을 INFO로 변경 후 다시 테스트

해보자. logback.xml에서 <root> 태그의 level 속성을 INFO로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root level="INFO">

<appender-ref ref="STDOUT" />

<appender-ref ref="DAILYFILE" />

</root>

실행 결과

[18-01-24 23:25:10] [ INFO] [main] [e.l.LogbackTest.main- 12] info msg - info1, info2 

[18-01-24 23:25:10] [ WARN] [main] [e.l.LogbackTest.main- 13] warn msg - warn1, warn2 

[18-01-24 23:25:10] [ERROR] [main] [e.l.LogbackTest.main- 14] error msg - error1, error2

출력 결과 TRACE와 DEBUG는 더 이상 출력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시 디

버깅이 필요하다면 로그의 레벨만 수정하면 된다. 

이로써 전혀 개발 소스를 변경하지 않고도 개발과 운영에 적합한 로깅 작업이 가능해졌다.


